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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실천 모델의 모색
정 창 우 (서울대학교 교수)

Ⅰ. 머리말
인성교육은 교육의 근간이자 존재 이유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
량을 갖추도록 ‘평생 동안’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말한다(정창우, 2015: 15). 이러한 맥락
에서 공자는 교육을 오로지 사람됨의 실현 과정이고 평생이 소요되는 생애적 과정이라고 하였
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좋은 날 하루가 봄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루나 짧은 시간이 지극히 복되고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
니다”(Aristotle, 이창우 외역, 2008: 30)는 말을 통해 덕(德)을 기르는 데에는 온 생애를 통한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동서양 철학 및 교육전통과는 달리, 20세기 서구 심리학 영역의 경우, 영유아기와 같
은 특정시기가 언어 발달과 마찬가지로 인성 발달을 위한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인
것으로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배적 인식은 최근에 새로운 경쟁적인 인식에 의해 도
전을 받고 있다. 최근 심리학 및 신경과학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등장한 새로운 입장에 따
르면, 인성 발달은 전 생애(lifelong)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결정적 시기’라는 개념
보다는 ‘민감한 시기’(sensitive period)라는 개념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개
념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전자의 경우, 언어, 기술(skills), 특질
(traits) 등에 관련된 신경체계의 발달은 특정 시기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절
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이후의 삶에서는
발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후자는 경험을 통한 신경체계의 발달이 특정한 시기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전자보다 인간 발달에 대해 보다 광범하고 유연한 입장
을 취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Knudsen, 2004: 1412). 즉 후자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정서
조절, 언어 등의 발달에 특히 민감한 시기가 있으며, 이 때 어떤 기술이나 특질에 대한 학습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이후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는 있어도 이러한 문제가
영구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Oswalt, 2008).1)
이러한 결정적 시기와 민감한 시기를 둘러싼 논쟁을 『논어』학이편 제1장 제1절에 나오는
‘학이시습지’의 프리즘을 통해 본다면 ‘배움을 통한 성장의 의미와 가능성’을 서구 심리
1) 심리학 분야에서는 또한 성인기 이전 혹은 직후에 인성 발달이 급격이 느려지거나 멈춘다고 제안해 왔던 기존
이론들을 반박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최근에 제시되어 왔다(Roberts & Wood, 2006). 예를 들어 성인기는 결혼,
일, 가족 등 새롭고 변화하는 역할 헌신으로 가득하고 이러한 역할 변화는 성인기에 발견되는 도덕적 자질의 지
속적인 변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성 발달이 성인기에 전혀 혹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은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의 원리와 같은 신경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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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영역에서는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학이시습지 불
역열호(學而時習之, 不亦說乎)’는 “배우고 때맞추어(timely) 그것을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
한가”란 뜻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특정한 발달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되, 특히 앞서 깨달은 이가 행한 바를 배워서 때에 맞춰(timely) 익혀야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성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 관
점, 즉 발달 심리학에서의 ‘민감한 시기’ 관점과 공자 등의 평생교육적 관점, 그리고 이에
덧붙여 심리학․교육학 이론으로서‘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관점 간의 유기적 결
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즉 인성 발달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지만(‘평생교육’ 관점), 생애 단계별
로 인성 발달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발달 목표가 달라질 수 있으며(‘민감한 시기’ 관점), 비
록 민감한 시기에 발달 경험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환경과의 능동적 상호작용
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달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관점(‘사
회 구성주의’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인성 발달이 전 생애적 과제로 인식된다면,
생애 단계별 학습 기회가 서로 분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생애 단계별 발달
과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인성교육 실천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 단계별 발달 과업에 기초하여 전 생애(lifelong) 차원에서
의 인성교육 실천 모델을 구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안한 모형은 영유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 성인 전기, 성인 중‧후기라는 생애 단계를 근간으로 각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의 목
표와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논의의 체계적 전개를 위해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모형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하며, 인성 발달의 요소(‘무엇을 발달시킬 것
인가’)와 수준(‘어느 정도까지 발달시킬 것인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먼저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훌륭한 인성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축적된 ‘성품’과 ‘인성 역량’에서 비
롯되는 것이다(정창우, 2015). 즉 훌륭한 인성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성품’
과 ‘어떤 바람직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performance)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자에는 정직, 존중, 책임, 배려, 협동, 정의 등의 도덕적, 시민적 덕목이 포함
되고, 후자에는 ‘바람직한 혹은 이상적인’ 자기인식 및 관리 역량, 인문학적 감성 역량, 의
사소통 역량, 갈등해결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포함된다. 인성 역량은 인간다운 성품이 잘 발
현되어 행동으로 나아가거나, 바람직한 목표 달성(성과 창출) 혹은 문제 해결로 나아가도록 돕
는 발사체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다. 성품 차원에서 볼 때 인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가치지
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산업계와 경제계의 요구가 교육 영역에 반영된 OECD 역량
(competence) 개념에는 가치중립적인 속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2) 바람직한 가치 지향적 차
2)

오늘날 교육과정 영역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역량(competence/competency) 개념은 수행(performance)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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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의 ‘인성 역량’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지향이라는 역량 활용의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성품과 인성 역량의 결합체인 훌륭한 인성은 자기 내면을 향한 구심력과 타자를 향한 원심
력이 모두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며 성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타자(타
인, 공동체, 자연)를 향해 마음이 움직이거나 에너지가 쇄도하면서 깊은 공감과 인류애를 발휘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고통에 연민을 느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자 애쓴 위대한 전통에 참여하는 것”(Singer, 노승영 역, 2014: 346)이라
는 피터 싱어의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훌륭한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성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에
의해 개선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인성은 태생적, 유전적 요소로 갖춰지는 것이 아
니라 삶을 통해 훈련하고 습관화함으로써 도달한 ‘어느 시점에서의’ 발달 상태이다. 이와
같이 자기노력에 따른 인성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우리는 ‘인성 성장 마인드
세트(character growth mindset)’3)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인성 발달을 위한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Han & Jeong, 2016), 인성 성장 마인드세트의 일종인 ‘도덕 성장 마인드세트’(moral growth
mindset)가 윤리적 행위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볼 때 윤
리적 삶과 실제적인 행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 성장 마인드세트를 촉진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4)
또한 인성은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훌륭한 스승과 좋은 환경의 영향도 받지만,
동서양의 철학 전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자기 노력[修]에 의해 ‘길러지는 것’[養]이라
는 인식이 중요하다. 동양에서는 수양(修養)이라는 용어 이외에 수도(修道), 수행(修行), 수련(修
練), 수기(修己) 등 수(修)를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 개념을 사용해 왔다. 수(修)는 『설문해자(說
文解字)』에 의하면, 사물에 묻어 있는 때와 먼지를 털어 내어[飾, 拭] 본래의 광채가 드러나도
록 하고 게다가 장식을 더하여[縟采] 화려하게 꾸민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최일범, 1997: 11).
또한 우리가 사용해 온 개념인 수양(修養), 양성(養性), 양심(養心), 양생(養生) 등 양(養)을 중심
으로 하는 개념에는 인성이 길러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맹자는 ‘양(養)’을 날마다

3)

4)

어떤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 혹은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 이해는 기본적으로 OECD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의 역량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DeSeCo로 대
표되는 역량 개념은 그 형성 과정에서 경영학적 맥락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다. DeSeCo 프로젝트에 반영
되어 있는 McClelland(1973), Boyatzis(1982) 그리고 Spencer와 Spencer(1993)가 발전시킨 역량 개념은 모두 산업계
의 직무 인재 양성 요구에 의해 개발되었다. 경영계의 역량 개념의 발전은 교육계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그 대
표적인 예로 기업 기반 역량 개념을 근간으로 형성된 DeSeCo의 역량 개념이 교육적 역량의 대표적 개념으로 활
용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경영계에서 발전한 역량 개념은 학교교육이 직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길러주
는 장이 되도록 하여 학교교육의 본질을 축소시킬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경은, 2016, p. 72 참고 바람.
캐롤 드웩(Dweck, 2006)에 의해 제시된 ‘성장 마인드세트’(growth mindset)란 능력이 고정되어 있거나 선천적으
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실행을 통해 성장 가능하다고 믿는 마음의 태도이다. 최근에 성장
마인드세트가 지적, 정의적, 인성적 발달을 위한 중요 기반이라는 것이 교육학계와 심리학계에서 강조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의 연구 결과(정창우 & 김란, 2016)에 따르면, 노력을 통
해 자신의 인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신념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은 인성의 변화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면담 참여자들 역시 자기의지보다는 주변 환경이 인성 함양에 더
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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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쌓여 길러지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이 수신을 통해 자양분을 얻는 것이라
고 보았다(팡차오후이, 2014: 7, 52). 이런 이유에서 맹자는 인성이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뛰어난지의 여부는 평소에 자아를 수양한 정도에 의해 결정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팡차오후이, 2014: 59)5). 맹자가 지적한 일폭십한(一暴十寒)과 알묘조장
(揠苗助長)6) 개념 모두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인
성 완성은 단숨에 이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한 말이다.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그것은 적어도 평생 동안 개인
과 사회가 다함께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동서양의 전통을 기반으로
볼 때 인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개인과 사회의 노력, 특
히 개인의 노력을 통해 길러지는 것(養)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Ⅲ. 인성 발달의 목표 수준과 요소
우리가 인성 함양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 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러한 목표 지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요소(무엇을 발달시킬 것인가)’와 ‘수준(어느 정도까
지 발달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다음과 같은 인성 발달의 세 수
준을 고려해 보도록 하자.
<표1> 인성 발달의 세 수준
인성
수준

의미

역할기대에 따른
관련 직업/신분

최고

바람직한 혹은 이상적인 역할모델로서 손색이 없는 수준. 숭고하
며 고결한 인격체. 앎과 삶, 말과 삶이 일치하는 상태이며 ‘앎’
과 ‘삶’과 ‘됨’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즉각적이고 일관되게
좋은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체화된 상태)

성직자 등

중간
(이상)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는’ 수준. 정의와 배려, 봉사, 이타적
인 삶을 살아가는 단계

고위 공직자, 경찰관, 소
방관, 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직업군인 등

최소
(이상)

그 정도면 ‘괜찮다는’ 수준. 최소한의 사람됨과 시민으로서의
됨됨이를 갖춘 상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시민생활에서 지
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체계인 법을 준수하며, 타인의 위험이나 곤
경을 무시하지 않는 정도(‘선한 사마리아인 법’에서 규정한 도
덕적인 의무 이행 수준)

모든 인간/시민

최소 수준은 최소한의 사람됨과 시민으로서의 됨됨이를 갖춘 상태로서 그 정도면 ‘괜찮다
는’ 수준에 해당한다. 이 수준에서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요구사항’과 ‘해서는 안 될 금

5)
6)

이런 의미에서 맹자는 “진실로 잘 기르면 자라지 않는 것이 없고, 진실로 기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그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告子篇)고 말한 것이다.
『맹자』에 나오는 일폭십한(一暴十寒)은 초목을 기르는 데 하루만 볕에 쬐고 열흘은 응달에 둔다는 뜻이고, 알묘
조장(揠苗助長)은 억지로 싹을 뽑아 올려 싹이 자라는 것을 돕는다는 뜻이다.

10

- 4 -

지사항’을 규정해 놓은, 그리고 시민생활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체계인 법을 기본적으
로 준수하며, 공감에 기초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인간 도의를 실천
한다. 또한 타인의 정서와 행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예절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한편 최고 수준은 고(故) 이태석 신부, 테레사 수녀 등과 같이 숭고하며 고결한 수준에 해당
한다. 앎과 삶, 말과 삶이 일치하고 ‘앎’과 ‘삶’과 ‘됨’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이다. 이
러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앎을 추구하는 것과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머리로 깨달은 것을 가슴에서 숙성시켜 몸으로 실천하며, 자기-타인-자연과의 깊은 만남과 대
화, 긍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또한 덕과 인성 역량이 체화(體化)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위를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적인 숙고 없이 거의 즉각적이고 일관되게
좋은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상태(정창우, 2016: 203)이고, 타자의 고통과 필요에 민감
하고 이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있다. 이러한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의집중과 사고의 습관, 행위 및 성찰의 습관을
포함해서 마음의 습관을 지속적으로 계발해야 한다. 한 마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주의집중을 통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되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도달 가능한 수준이다. 중간 수준은 최소 수준과 최고 수준의 중간 지대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 수준을 바탕으로 인성 도달 수준을 직업/신분별로 제시해 보자면, 모든 인간/시민
은 인성의 중간 혹은 최고 수준을 지향해야 하지만 적어도 최소 수준에는 도달해야 하고, 고
위 공직자, 경찰관, 소방관, 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직업군인 등 타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소명의식을 요구받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은 최고 수준을 지향해야 하지만 중간 수준
에는 도달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직
자와 같은 존재는 최고 수준을 지향하면서 그 수준에 버금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 설정에는 물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특정 신분이나 직업에 대한 역할기대(role
expectation)를 반영한 것이며, 자신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자각
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차원에서 거칠게 설정된 것이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초․중․고 학생들은 세 수준을 모두 배
워야 한다. 이 때 최소 수준부터 탄탄하게 다져 주면서 고차적인 인간 삶의 양식으로서 중간
및 최대 수준으로의 상향 이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법 규범이나 기본예절 및 공중도덕과
같은 인성의 최소 수준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유교의 전통적인 인애(仁愛)의 윤리, 불교의
동체자비(同體慈悲), 기독교의 사랑 등과 같은 인성의 최대 수준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7)
이러한 인성 발달의 목표 수준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성
개념에 기초하여 인성교육을 통해 무엇을 길러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성은 성품과 역량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7)

우리의 전통을 보면 우리는 최소 수준을 넘어 중간 및 최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 원천을 지니고 있
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인성의 저변에는 인간(특히 고통 받는 인간)에 대한 애틋한 마음(측은지심, 동체자비
등)이 있었다. 예로부터 정이 많고 이웃 사랑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하여 어려움과 괴로움을 함께 하며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따뜻한 인간애와 협동심을 길러왔다. 모름지기 이것은 우리의 자부심이요 긍지이며 우리 공동체의
독특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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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성 역량을 중심으로 인성 발달 요소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자기인식 및 관리 역량
자기인식 및 관리 역량은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을 형성
하고,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정창우 외, 2016: 45). 이러
한 역량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는 우선‘고귀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정신적․영적 인간’(a
spiritual person)을 길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사람은 실존적인 질문들, 예컨대 “내가 살아가
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등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대답
하고자 하며 고귀한 목적의 삶을 추구하고, 이를 추구할 방법들을 찾는다. 또한 믿음, 아름다
움, 그리고 좋음과 같이 초월적인 가치들을 존중하고 감사해 하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함으로
써 내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또한 자기인식 및 관리 역량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는 ‘건강한 삶의 양식을 지닌 잘 훈련
된 사람’(a self-disciplined person)을 기르는 데 있다(정창우, 2016: 208). 이러한 사람은 다양
한 상황 하에서 자기 통제력 혹은 조절 능력을 보이며,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추구한다. 또한 건강한 자신감과 회복탄력성(resilience) 및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즉 누
구나 인간은 상처 받을 수는 있으나 잘 훈련된 사람은 결코 자포자기 혹은 굴복하지 않는, 그
래서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뭔가 이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
기 계발이나 건강한 삶의 양식, 그리고 긍정적 미래를 추구하는 책임 있는 개인적 선택들을
한다.
2. 인문학적 감성 역량
인문학적 감성 역량은 “타자(인간‧사회‧자연 혹은 사상이나 사물)와의 관계에서 감수성을 통
해 얻은 다양한 층위의 심미 경험을 축적하고, 끊임없이 자기반성 내지 자기성찰을 행함으로
써 그 축적이 내면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언주, 2016: 112). 인성교육
의 목표 중 하나는 이러한 ‘예민한 감수성으로 세상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자기를 조형해 가
는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다. 이 역량은 인간을 인간다울 수 있도록 하는 살아 생동하는 생
명력과도 같은 것이자 그 어떤 과학기술도 그것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인간 고
유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이 기술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슬픔과 기쁨, 고통과 환희와 같은 감정을 가진 동시에,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해서 본
래의 자기를 찾는 유연성과 관계성의 감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문학적
감성은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즉 인간으로서 본래의 자기 모습을 찾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교양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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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 역량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경청 및 존중하고 그들과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균형
잡힌 관점과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정창우 외, 2016: 45). 이러한 역량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는 ‘타인과의 협력적 삶을 증진시키는 소통 역량을 가진 인간’을 길러
내는 데 있다. 훌륭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방어적 자세를 극복하고 협력적이며 개방적 자세로 어려운
문제들과 마주할 수 있는 능력,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세
련되게 다듬는 능력이 보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Flynn, 1994: 18). 의사소통에서 표현 및 전달 능력과 함께 요구되는 상호간 신뢰, 협력과 개방
의 자세, 비판적 사고, 자기반성 등은 모두 인성에 관련된 요소로 이는 의사소통이 인성과 연
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4. 갈등관리 역량
갈등관리 역량은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상황에서 관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는 능
력”을 의미한다(정창우 외, 2016: 45). 이러한 역량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는 ‘타인과의 관
계적 삶을 증진시키는 갈등관리 역량을 지닌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다. 힘이나 폭력에 의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적, 시민적 교양과 예의가 결핍된 비윤리적인 접근이다.
반면 생활 속 갈등상황에서 평화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성품과 인성
역량을 갖게 된다면, 그만큼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자기실현의
삶과 공동체적 삶을 이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바람직한 갈등해결 능력 혹은 기술을 갖는 것
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들을 추구하고 타인을 존중으로
대하며, 분쟁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갈등해결 능력이
나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은 인성 발달을 위한 촉진적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5.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은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
동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정창우 외, 2016: 45). 공동체 역량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는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구성원이자 민주적인 시민’(a democratic citizen)
을 기르는 데 있다. 이러한 사람은 가족, 학교,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민주적 과정에 참여
하기 위해 요청되는 시민적 덕목들이나 기술들을 실행한다. 또한 국가의 민주적 유산이나 가
치들을 감사해 하며, 인류애에 대한 책임 의식과 상호의존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생태적 인간(an ecological person)’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생태적 인간이란 자연의 바깥쪽에 있는 국외자가 아니라 자연의 연속적인 존재
이고(고병헌 외, 2009: 221),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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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감수성을 지니고, 인간으로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해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적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또한 생태적 인간은 자연, 그리고 보다 높은
어떠한 힘에 대하여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Ⅳ. 학제적 접근에 기초한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실천 모델 설계
1. 모델 설계를 위한 접근 방식 : 학제적 접근
인성교육 연구는 그 성격상 학제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단일 학문적 접근은 인성교육에 관
한 연구의 폭과 깊이에 한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학(특히 동서양 덕 윤리학 등), 심리
학(특히 도덕심리학, 진화심리학, 교육심리학 등), 생물학 및 신경과학, 인지과학, 교육학, 정치
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와 새로운 통찰을 받아들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성을 이루는 주요 요소는 덕(德)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고대와 현대
의 동서양 덕 이론과 일정 정도 관련성을 가지면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학제적 접근이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인성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론
적 토대를 밝힐 경우, 철학적 기초(특히 덕 윤리학적, 심성론 및 수양론적 기초), 심리학적 기
초(특히 정체성-사회성-정서 발달, 도덕성 발달), 진화생물학적 기초, 신경과학적 기초 등이 다
양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인성과 상황 중에 행위에 더 영향력이 강한 것은 무엇인지, 인
성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인성은 어떻게 함양될 수 있는지, 생애 단계별로 인성교육적 강조
점을 어떻게 달리 설정할 수 하는지,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 학교, 공동체 간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성 평가는 어떻게 가능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등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학문 간 소통과 협력이 요청된다.
이와 같이 인성에 관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달 가능한가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방식은 여러 학문 간 긴밀한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 단계별
로 인성교육적 강조점을 어떻게 달리 설정해야 하는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여 학제적 접근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실천 모델 설계
본 연구에서는 인성 발달이 영유아기에 시작하여 성인기에도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하면 인성 발달을 최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큰 그림(big picture)을 제공하고자 한
다. 인성교육의 지향점을 최고 수준, 즉 ‘앎과 삶과 됨의 일치’라는 차원과 ‘몸과 마음의
체화(embodiment, 體化)’차원에 두면서 이러한 인성 발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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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
(출생-취학 전)

아동기․청소년기
(초등 및 중등)

성인 초기
(20-30대, 특히 대학)

성인 중․후기
(40대 이후)

기반 조성 시기

체계적, 포괄적
적용 시기

간접적 적용 시기
(직업윤리의식과
부모역할책임의식)

승화적 시기

[그림1]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실천 모델
1)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목표 및 방법
인성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출생 이후에 본격적으로 요청되지만,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출생 이전인 태아 상태에서의 환경도 아이의 인성 발달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태아를 위한 긍정적 환경을 조성함에 있
어서 중추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을 자극시키지 않는 것이다. 출생
이전에 발생한 모체의 생리적 스트레스는 불안과 관련된 반응을 처리하는 태아의 중추신경 시
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출생 이후 아이는 환경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지나치
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생리적 현상을 보이게 된다(Thomson & Lavine, 2016: 98).8)
인성교육의 실질적인 출발점인 영유아기(출생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시기)는 ‘인성 발
달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출생 후 몇 년 동안의 초기 경험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장기적 기억에 저장된 스키마에 의한) 도덕적 직관 능력 및 인성 발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는 인성 발달의 민감한(sensitive) 시기이며,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성숙 스케줄 혹은 신경생물학적, 진화생물학
적 발달 가능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Narvaez, 2016: 19, 28). 다윈이 확인한 공감과 같은
도덕 감각(moral sense)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발달의 민감 시기에 적절한 구체적인 경험을 요
구한다. 그리고 유전자가 ‘경험’ 없이는 무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성의 발달은 사회적 지
지와 지원에 의존해서 나타난다.
심리학 및 교육학, 신경과학 분야 등에서의 연구 성과를 통해 볼 때, 영유아기의 인성교육은
① 협력적 인성의 기초가 되는 상호 호혜성 발달, ② 공감, 정서적 상호작용 능력 발달, ③ (기
초적인) 자기조절 능력 발달, ④ 가치화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Narvaez, 2016: 20;
Emde, 2016: 5). 이 모든 목표들은 타인(특히 양육자)과의 정서적인 연대에 토대를 두고 있다.
<표2>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목표
목표

8)

긍정적 발달 양상

발달적 위기 양상

출생 이후 초기 어린 시절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결
여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이후에 불안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 결과 외부의 위협적인 환경에 과
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모든 에너지를 편향되게 집중시키기 때문에,
적극적인 학습은 물론이고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참조하는 기초적인 친사회적 성향을 위한 심적 에너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Thompson & Lavine, 2016: 99).

- 9 -

15

(기초적인) 상호

황금률/공정성/협력 지향의 토대

징벌/응보, 보복, 충돌, 폭력

공감, 정서적 상호작용

정서적 의사소통, 친사회적

외집단을 악마로 간주, 타인을

능력 발달

경향(위로, 도움제공 등), 해악금지

해롭게 하는 행위, 사기, 거짓말

행위 및 정서조절, 스트레스 조절

과잉행동, 대인관계 갈등

규칙이나 표준 내면화, 보편적 양심

편견, 독선

호혜성 발달

(기초적인) 자기조절
능력 발달
가치화 촉진

상호 호혜성(reciprocity)은 인성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기능으로서 영아기 때 ‘순서 주고
받기 혹은 번갈아 하기’(turn-taking) 능력과 동기로부터 시작된다(Emde, 2016: 75).9) 실제로
출생 후 초기 단계에서 정서적인 신호 교환의 집중 훈련 없이는 상호 관계적인 정서 체계 및
사회적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초기 인성 발달은 이와 같이 친밀한 관
계 속에서 상호 반응적인 지향성(orientation)의 성장 토대 위에 구축되는 것이다. 영유아와 부
모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은 바람직한 행위를 위한 동기적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표, 바람, 필요 등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며(Thomson & Lavine, 2016: 105), 아동
기 및 청소년기에 황금률․공정성․협력 지향성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만약 이 시기
에 호혜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경험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면, 아이는 협력적 상호작용 방
식이 아니라 징벌 혹은 응보적 방식을 선호하고 보복과 충돌, 폭력 등을 사용할 개연성이 높
아지게 된다(Emde, 2016: 78).
인성과 도덕성의 또 다른 핵심적인 측면으로 고려되는 공감과 타인에 대한 관심 또한 영유
아 단계의 정서적 의사소통에서 발달적 기원을 갖는다. 발달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호프만(M. Hoffman)의 공감 발달 이론에 따르면 공감은 “타자에 대한 간접적 반응
으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상황에 보다 적합한 대리적인 정서적 반응”이다(정창우,
2013: 185). 영아단계에서 공감의 전조로 고려될 수 있는 정서적 협응과 상호작용(다른 신생아
울음소리에 대한 동일한 반응)으로부터 출발하여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면 유아기 동안 자기중
심적 공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타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공감 단계로 급속하게 발달하
게 된다. 만약 공감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경험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면, 외집단의 사람을
악마로 여기거나 남의 불행에 대한 감정이입에 실패하며 자기욕구에 빠져서 타인에게 해로운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Emde, 2016: 78).
한편 자기조절 능력은 삶의 기본적 능력이고 특히 유아기에 기초가 다져지는 중요한 능력
(DeMuller et al., 2000; Willoughby et al., 2011; 김소향 & 조준호, 2016)이다. 자기조절 능력은
내부나 환경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내적 능력
(Raffawlle, et al., 2005)으로 개인이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삶에서 조정자가 되는데 필
요한 기술이기도 하다.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부족은 과잉행동, 주의집중 저하, 대인관계 갈등
9)

예를 들어 면대면 상황에서 어머니가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즉 호혜성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아이는 정서적 불
만을 표출하면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ronick & Coh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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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며(허정경, 2004), 유아
의 자기조절 능력 발달은 이후에 상호작용능력, 문제행동, 정서지능, 사회적 기술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이영, 2014; 김소향 & 조준호, 2016).
또한 도덕 발달의 관점에 볼 때 이 시기에는 가치화(valuation), 즉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지 등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규칙이나 표준, 혹은 피아제가 이름붙인 “삶의 기본적 사실”이 내면화되어야 한다. 이런 것
이 내면화되면 일상적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내
면화된 표준과 기대, 사회적 규칙 등을 고려하며 행위하게 된다(Kagan, 1981; Emde, 2016: 76).
또한 부모가 타인의 행복과 존중 차원에서 행위 평가를 일상적으로 해 나갈 때, 그 과정에서
사용된 평가 기준이나 표준은 점차적으로 아이의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인도하는 스키마
(schemas)로 자리 잡히게 된다(Lapsley & Narvaez, 2004: 189-212). 만약 가치화가 촉진될 수
있는 경험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면, 아이는 편견이나 독선 등에 빠질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인성 발달을 위한 인생 초기 단계에서의 노력은 환경적인 스트레스 조절과 부모-아이 간 상
호작용 방식 측면10)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풍부한 환경에 노
출된 아이는 초기 어린 시절 이후의 지속적인 인성 발달을 위한 문턱이 낮아지게 된다. 즉 척
박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보다 훨씬 수월하고 용이하게 성품 및 역량의 탁월에 도달할 개연
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는 달리 척박한 환경 때문에 인성 발달을 위한 문턱 지점이 비록 높
아졌다고 하더라도 풍부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회복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
즉 뇌의 신경가소성을 고려할 때, 일정한 발달 시기를 상실하면 복구의 기회까지도 닫힐 개연
성이 강하다는 입장을 담지하고 있는 개념인 ‘결정적 시기’는 손상된 회로의 복구 가능성을
열어두는 ‘민감한 시기’라는 개념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주장에 해당한다.
비록 척박한 초기 환경으로 인해 인성 발달과 관련된 회로가 일정 부분 손상되었다 할지라도
그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10)

인성 발달을 위해 영유아기에는 아이와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부모와 아이 간의 상호작
용 방식과 인성 발달의 관계는 (덕을 중심으로 한) 인성이 사회적 경험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구성과 사회적 안
내를 통한 구성을 통해 이뤄진다는 관점, 즉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
서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의 유형은 크게 배려적 측면(타인의 필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측면),
대화 및 공유하는 경험에 대한 평가 측면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우선 배려적 측면에서 볼 때, 아이의 기본적
인 욕구 내지 바람에 대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배려하면 아이는 그러한 부모의 배려에 화답하려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인간관계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연령이 차츰 증가함에 따라 더욱 정교해진다. 이러한 친사회적인 성
향은 부모를 넘어 타인을 향해 더욱 일반화 되며, 암묵적으로 마음에 자리 잡히게 된다. 다음으로, 대화와 공유
된 경험에 대한 가치 평가의 측면에서 볼 때, 아이와 부모 간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부모가 타인의 감정과 의
도를 가치평가에 참조하게 되면(즉 옳고 그른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행위자의 감정과 의도를 고려하게 되면), 이
는 아이의 양심 발달과 친사회적인 협력 성향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부모와 아이의 이러한 대화
양식은 도덕 스키마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이며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공유된 경험에 대한 대화 상황
에서 부모의 이러한 가치평가 과정은 아이가 자신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아이의 자전적 기억
(autobiographical memory)에 자리 잡는다. 이를 통해 자아정체성이 형성된 아이는 도덕적인 행위자로 상황에 대
응하는 것을 우위에 두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이 형성된 아동은 정서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인 행동 덕분에 원만하게 또래들과 상호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ompson & Lavine, 2016: 103-108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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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기 및 청소년기 인성교육의 목표 및 방법
아동기(초등) 및 청소년기(중등)는 ‘인성교육의 체계적, 포괄적 적용 시기’이다. 이 시기에
는 ① 바람직한 자아정체성 및 삶의 목적의식 형성, ② 도덕적 추론 능력 발달, ③ 바람직한
정서 역량의 강화, ④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역량 발달, ⑤ 공동체 역량(특히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적 태도) 발달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인성교육 목표에는 앞서 언급된
인성 역량 중심의 인성 발달 요소들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 및
공동체가 상호 협력하여 계획적,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표3> 아동기 및 청소년기 인성교육의 목표
목표

긍정적 발달 양상

바람직한 자아정체성 및 삶의

자아일치 경향에 따른 도덕적

목적의식 형성

행동, 행복감

도덕적 추론 능력 발달

즉흥적 행위, 도덕적 실패

타인 및 사회 지향적 관심에

미성숙한 판단

따른 판단

바람직한 정서 역량 강화

정서인식, 정서조절, 정서표현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역량

긍정적 상호작용, 협력,

발달

갈등해결

공동체 역량 발달

발달적 위기 양상

분노, 반사회적 행위
충돌, 갈등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적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냉소적

태도

반응

인간 발달 차원에서 볼 때, 아동기 후반과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 및 목적의식 형성이 주요
한

시기이다.

인성

발달을

위한

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지각

(self-perception) 혹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좋은 인성을 갖는다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Lapsley, 2016: 42). 한 개인의 자아정체성에는 자신의 삶의 이상(理想)과 목적, 즉
잘사는 삶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지향성이 들어 있다. 넓게 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자아정체성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삶의 바람직한 상태, 즉 삶의 이상과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자아정체성은 그 개인의 모든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 근본적
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자아일치의 경향성으로 인해 행동을 실천하는 동기와
의지를 제공하기도 한다(Blasi, 1983: 178-210). 이 시기에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계획
이나 열의 없이 여기 저기 표류하는 사람이 되거나 도덕적 행위에 실패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
지게 된다.
도덕적 추론 능력 발달은 효과적이고 성숙한 도덕적 의사 결정과 도덕적 판단을 통해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의 성장을 의미한다(정창우, 2004: 117). 도덕
성 발달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추론이 현저하게 친사회적인 성격을 취하는 것은 청소년기가
시작되면서부터이고, 이러한 고려의 시작은 초등학교 시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학생들은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동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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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그들과의 관계 및 자신이 속한 집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 지향적인 관심(socially
oriented concerns)을 갖게 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새롭고 애매한 도덕적 문
제들과 딜레마들에 봉착했을 때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에 이런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다면 미성숙한 도덕 판단 수준에 머무르게 될 개연성이 높다.
정서 발달 차원에서 볼 때, 영유아기에 형성된 기초적 정서 능력을 바탕으로 아동기 및 청
소년기에 정서가 어떻게 성숙되고 교육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인간적 면모와 삶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정명화 외, 2005: 285-286). 이 시기의 공감 능력 발달, 정서 조절과 표현
능력의 발달, 마음에 관한 이해의 발달 등은 인성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정서 능력 발달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정서를 관리하는 방법
을 배워서 정서에 휘둘리지 않게 되며 타인과 더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
기에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분노 조절 및 친사회적 행위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아지
게 된다.
도덕교육 및 사회교육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특히 바람직한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능력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11)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의사소통, 갈등해결, 협력, 주장, 책
임, 참여, 공감, 자기통제 행위 등을 포함하는 다면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에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타인과 협력적,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또한 도덕교육 및 사회교육 차원에서 볼 때,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준법의식을 배양해야 한다(이진석 외, 2010). 법은 개인과 사
회에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대표적인 최소도덕(minimum
morality)에 해당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의 안정과 질서,
신뢰관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규칙을
준수하고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12) 또한 청소년기에는 공동체
에 대한 헌신의 기초가 되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배양해야 한다. 도덕성 및 시민성 발달 이
론가인 윌리엄 데이먼은 “만약 청소년기 동안 공동체 및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는 평생 동안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배양하기 어려울 것”(Damon, 정창우‧한혜민 역, 2012:
94)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강한 시민의식 혹은 시민성이 올바른 인성의 필요조
건”이며, “청소년기에 시민으로서 헌신의 기초를 형성하는 일은 곧 인간 발달의 기초를 닦
는 일”(95)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성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 효과적인 학
교 인성교육을 위한 단일한 시나리오가 존재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를 통해

11)

12)

여기서 ‘사회적 기술’은 개인이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고 부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고 학습된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Elliott, et al.,
2015: 302).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청소년 대상 인성실태 조사 결과에서 규칙이나 사회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 수준이
연령 및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이진석 외, 2010; 정창우 외, 2013: 현주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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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실천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10가지 중요한 기본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정창우, 2015: 201-223).
① 인성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핵심 덕목 및 인성역량을 선정해야 한다.
②‘잘 조직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③ 교과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와 교실을 정의롭고 배려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
⑤ 학교장의 인성교육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⑥ 모든 교사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13) 학생들의 인성 변화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⑦ 가정과 공동체의 성원들을 인성교육의 충실한 협조자로 만들어야 한다.
⑧ 학교는 학생들의 자기 동기를 유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⑨ 인성 함양을 위하여 학생들은 체험과 체화를 위한 기회를 필요로 한다.
⑩ 인성교육의 적용 효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설계 과정에
재투입해야 한다.
3) 성인 초기 인성교육의 목표 및 방법
성인 초기(20-30대, 특히 대학생 시기)의 인성교육 목표는 ① 바람직한 자아정체성 및 삶의
목적의식 확립, ② 도덕적 추론능력 강화, ③ 공동체 역량(특히 사회적 책임감, 참여적 시민성)
강화, ④ 역할책임의식(직업윤리의식과 부모역할책임의식)의 발달에 두어져야 한다. 즉 이 시기
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정체성과 삶의 목적의식, 도덕적 추론능력, 공동체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직장생활과 새로운 가정생활을 앞둔 시점에
서 역할책임의식에 기초한 인성 발달이 강조되어야 한다. 후자를 보다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 시기는 인성교육을 직접 겨냥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보다 미래 직무/역할수행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이른바‘인성교육이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로 간주될 필요가 있
다.
<표4> 성인 초기 인성교육의 목표

13)

불교의 『범망경(梵網經)』에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물방울이 떨어져 집 한 채만한 바위 만 개가 닳아 없어지
는 시간[一萬劫]이 지나야 생겨난다고 한다. 부모와 형제자매의 인연보다 일만겁을 잇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가장 귀한 이유는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지만, 마음을 바로잡는 진정한 깨우침은 참된 스승의 올바른 가르침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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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면 이 시기는 인성교육을 직접 겨냥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보다 미래 직무/역할수행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이른바‘인성교육이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로 간주될 필요가 있
다.
<표4> 성인 초기 인성교육의 목표
목표

긍정적 발달 양상

발달적 위기 양상

바람직한 자아정체성 및 삶의

목적 지향적 삶, ‘나’로서

표류하는 삶, 도덕적 실패,

목적의식 확립

사는 삶, 가치 있는 삶

즉흥적 삶

보편가치 혹은 원리에 기초한
도덕적 추론능력 강화

판단능력, 도덕적 문제해결 및

사고의 편협, 독단, 판단 유보

의사결정 능력
13)

불교의 『범망경(梵網經)』에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물방울이 떨어져 집 한 채만한 바위 만 개가 닳아 없어지
사회적 양심 및 책임감, 참여적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지나야
는 시간[一萬劫]이
공동체 역량
강화생겨난다고 한다. 부모와 형제자매의 인연보다 일만겁을 잇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시민성
비참여적
가장 귀한 이유는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지만, 마음을
바로잡는 진정한 깨우침은 참된
스승의태도
올바른 가르침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할책임의식(직업윤리의식과
부모역할책임의식) 발달

책임 있는 삶과 행동

책임전가, 불성실, 유혹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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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초기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정체성과 삶의 목적의식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진정한 고뇌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나’로서 사는 삶 혹은 나만의 길이 무엇인
지,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물론 나만의 삶과 길은
유일해서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찾아야하기 때문에 많은 고뇌와 노력이 뒤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도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특히 도덕적 추론능력이 유의미하게 발달하
는 중요한 시기이다(강민수, 2016; 홍성훈, 2000). 즉 도덕 원리 또는 도덕적 이상을 사용하여
서로에 대한 충분한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모든 특정 사실들과 모든 실제적인 관점들을 고
려하여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적 딜레마나 실생활 딜레
마, 사회적 문제와 이슈 등을 활용하여 도덕적 추론 기회가 풍부하게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성인 초기에는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사회적 양심(사회의
부정의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여적
시민성을 발달시켜야 한다. 오래 전부터 대학 재학 기간은 사회구조 및 제도의 도덕성과 정의
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전통을 유지
해 왔다. 이러한 장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바람직한 자아정체성과 삶의 목적의식을 확립하지 못하고, 도덕적 추론능
력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지적된 발달적 위기 양
상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성인 초기인 대학생 시기에는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정 형성과 직장생활 등을 앞두
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역할책임의식(특히 직업윤리의식, 부모역할책임의식)의 발달을 통해
인성 함양을 견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 소방관, 교사, 공직자, 군인 등이 되려는 사람
들은 더 나은 혹은 훌륭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인성을 길러야 한다. 또
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훌륭한 부모에게 요구되는 부모로서의 인성을 갖추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성 함양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역할과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풍조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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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사라지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세태가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
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특히 대학생 시기에 직무에 대한 양심(직업윤리의식)을 배양해야 한
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문인에게 요구되는 식견과 기량을 소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애착과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남다른 표준
과 윤리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계적인 석학들인 가드너, 칙센트미하이, 데이먼의 공
동 저서인 『Good Work』(Gardner, Csikszentmihalyi, & Damon, 문용인 역, 2003)를 보면, 훌륭
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일을 질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
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일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아무
리 뛰어난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
거나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직업인’이라는 칭호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훌륭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 능력과
윤리성(개인의 정직성, 자기 직업분야에 대한 책임,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겸비해야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종합대학교에서는 단과대학별로, 전문대학과 특수대학은 해당 직업과 관련된 직
업윤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 의사의 경우 생명의료윤리,14) 예비 교사의 경우
교직(교사)윤리,15) 예비 연구자의 경우 연구윤리, 예비 기업인의 경우 기업윤리, 예비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 예비 군인의 경우 군대윤리, 예비 법조인의 경우 법조윤리 등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직업윤리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방법으로는 역할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나 모범 사례를 찾아
자신의 미래 행동 지침을 만들어보는 방법(혹은 자신과 관련된 직업 분야에서의 삶을 모범적
으로 운용하는 분들의 삶을 이정표 삼아 자신의 직업적 삶을 설계해 보는 방법), 전문가 혹은
학자들이 제시한 유익한 조언 혹은 지혜를 참고하는 방법(Snow, 2016: 138), 현장에서 직접 체
험의 기회를 의미 있게 가져보는 방법, 그리고 해당 직업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 혹은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해야 할 것인가를 숙고해 보는 방법 등이 있다(Gardner, 함정현 역, 2010;
강민수, 2016; 홍성훈, 2000). 하워드 가드너는 ‘훌륭한 직업인’의 조건으로 직업적 책임감을
중시하면서 특히 해당 직업과 관련된 딜레마 상황에서 책임 있는 방법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저널리스트는 정의를 위해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집단을 돕기 위해 노력
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널리스트는 힘을 가진 자들과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
리지 않는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해야 하는가? …(중략)… 또한 변호사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 고객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와는 상관없이 고객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가? 아니
면 법정의 관리로서 정의에 대한 더 광범위한 관점을 따라야만 하는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14)

15)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처방과 수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따
뜻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로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윤리 딜레마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가져서 올바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업 준비를 성실하게 해야 하고 학생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성적 처리와 학생지
도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학생들 및 학부모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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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행동 방침이 무엇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Gardner, 함정현 역, 2010: 25).

가드너는 이러한 딜레마들이 중․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등에서 활용됨으로써 나
중에 직장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와 딜레마를 예상하고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익할 것
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직업윤리교육과 더불어, 대학생 시기는 결혼 및 새로운 가정 형성을 앞두고 있기 때
문에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나가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영향력 있는 존재로서 자녀의 성격과 가치관 형성, 태도 및 행동에 이르기
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은 인성을 기르는 가장 작은,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학
교”라는 말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정창우, 2015: 52). 이처럼 부모 역할은 인간의 어떤 역할보
다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닌 심각한 문제는 부모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된다는 점이다.
물론 오래전부터 초․중․고 교과 교육과정에서 도덕과와 가정과를 중심으로 가정의 의미와 가
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에서는 인
성교육 차원에서 학부모 연수를 활성화하고 학교 인성교육의 협력자로서 학부모의 참여를 독
려해 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어떤 시기보다 성인기의 문턱을 넘는 시기인
대학교 단계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왜냐
하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가까워질수록 부모가 된다는 것을 둘러싼 문제가 ‘자기화’
될 가능성이 높고, 삶의 단계 중 성인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직
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볼 때, 대학 시기에 이뤄지는 부모소양교육이나 예비부모교육 등은 단순
히 역할과 기능 중심의 자녀교육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기 존재의 의미, 좋은 부모됨의 의미,
가족의 가치, 자녀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 성장 및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 자녀와의 상호
작용 방식(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등 부모로서의 삶의 철학과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모두 포괄
하는 형태여야 한다. 즉 자녀양육을 위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된
다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자녀는 자신에게 어떤 존재이며, 자녀를 양육하
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자
신의 아동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원인을 마주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보
다 나은 해결 방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훌륭한 부모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점에 근거하여, ‘부모됨’의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4) 성인 중․후기 인성교육의 목표 및 방법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아이들보다 인성 수준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로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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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성인 정직·윤리인식 조사」 결과를 들 수 있다. 이 조사 연구에서는 성인의 윤리의식
이 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탈세해도 괜찮다’, ‘상사의 부정
을 알고 모른 척한다’ 등 25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윤리의식을 평가한 결과, 성인의 정직지수
가 100점 만점에 58.3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온 74점보다
15.7점 낮은 수치였다(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 2014). 사상가들 또한 성인이 아
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곤 했다. 예를 들어, 듀이는 “공감적 호기심,
반편견적 반응, 사고의 개방성은 성인이 아동처럼 성장해야 하는 측면에 해당한다.”(Dewey,
1944: 50)고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성인의 인성 함양은 반드시 필요하며, “자녀는 부
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도 있듯이 아이의 인성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존재이자 환경이
바로 ‘어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인기 중․후기에 인성 함양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성인 중․후기(40대 이후)에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은 ‘멈출 줄 아는 삶,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향유하는 삶, 합리적․공감적으
로 듣고 수용하는 삶, 나누고 봉사하는 삶, 사회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삶’ 등이고, 이와
일관되게 이 시기의 인성교육 목표는 ① 멈춤[止]의 지혜와 의지력 강화, ② 삶의 의미 및 목
적의식 승화, ③ 배우자와 인격적 관계 유지 능력 강화, ④ 공동체 역량(특히 나눔과 봉사) 강
화, ⑤ 사회적․정신적 건강 유지 능력 강화에 두어져야 한다.
<표5> 성인 중․후기 인성교육의 목표
목표
멈춤[止]의 지혜 및
의지력 강화
중기
⇕
후기

긍정적 발달 양상

발달적 위기 양상

심리적 위기 극복, 환난 예방

심리적 위기 및 환난

삶의 의미 및 목적의식

충일감 및 행복감, 삶의 의미

승화

향유

배우자와 인격적 관계

상호 호혜적 관계 확립,

유지 능력 강화

합리적․공감적 경청 및 수용

공동체 역량 강화

나눔과 봉사, 행복감 증진

(개인 혹은 가족) 이기주의

사회적, 정신적 건강 유지

사회적, 정신적 건강 실패

사회적, 정신적 건강
유지 능력 강화

심리적 공허, 삶의 의미 상실
일방적인 요구, 갈등, 비난

성인 중기 이후에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고 만족스러운 직업 성취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 수행을 하는 시기이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유혹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리적 위기관리 및 자기조절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만약 이 시기에 이러한 심리적 위
기를 극복하기 못하면, 비참하게 자신의 직업적 삶을 마감할 수 있다. 따라서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멈출 수 있는 지혜와 의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의 승화를 통해 삶의 충일감과 행복감을 증진시켜야
한다. 삶의 목적 연구의 대표 학자인 윌리엄 데이먼과 앤 콜비는 인생 중․후반기의 삶의 목적
의식 심화를 “개인적 삶의 변혁”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Colby & Damon, 2016).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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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난 삶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적 풍경을 들여다보고 삶을 성찰하며 한층 더 깊은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고양시켜주는 활동을 찾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 웰빙과 풍요를 누리기 어렵고 무의미한 여생을 보낼
개연성이 있다.
한편, 이 시기는 부부 간에 상호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인격적 관계 유
지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자녀양육 문제, 건강 문제, 퇴직 문제, 경제 문제, 노
부모 봉양 문제 등으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갈등 해결에 실패하게
되면 파국을 맞거나 불행한 삶으로 치닫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특히 합리적, 공감적으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인 중․후기에는 공동체 역량, 특히 자신의 일보다는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인격과 품위를 고양하고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자원봉사활
동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가 특히 노인들에게 인격에 깊
이와 품위를 더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건강도 좋아지며 수명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Haidt, 권오열 역, 2010: 303). 물론 경제적 차원에서의 노인 복지 개선이 우선
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권장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방향성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인격적 승화와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
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성인 후기가 되면 사회적 지지16)가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다보면 고립되기 쉽고 고독감이나 우
울증, 수동성, 자기중심성 및 사고의 경직성 등이 증가하여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잃을 가능
성도 있다. 따라서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국가 및 지자
체 차원에서 풍부하게 제공됨으로써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성인 중․후기의 인성교육 목표를 몇 가지 열거하였지만, 사실상 인성 함양을 위
한 관심이 이전 시기와 영속성을 갖기만 한다면, 그리고 『논어』에 나오는 불혹(不惑), 지천명
(知天命), 이순(耳順) 등의 연령별 단계가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고양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성인 중․후기는 인성 수준이 한층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이
른바 ‘승화적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상 성인 중기를 넘어서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깨달음이 성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이전 시기에
는 시간의 흐름에 쫓겨 정신없이 살거나‘성공적인 삶’에 더 가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면, 성인 중․후기에는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이 머물러야 하는 최선의 상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인지에 대한 깊은 안목
과 통찰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

자신이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받고 대화와 상호작용의 관계망에 속해 있다고 믿도
록 지원하고 돕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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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최근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대체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인성 발달이 전(全)생애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인성교육 또한 전 생애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방식으로 계획 및
운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영유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
성인 전기, 성인 중‧후기라는 생애 단계를 근간으로 각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실천 모델은 시론적 성
격을 갖는 것이므로,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회 구성원의 인성 발달을 실질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실천 모델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및 실천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구조와 제도’의
도덕성 수준도 개선되어야 한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 상벌이 엄
정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되는 사회,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 가진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성과 재능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 받는 사회, 그리고 도덕적 원칙과
윤리적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면, 개인의 인성 발달은 부서
지기 쉬운 연약한 기획에 불과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이 개선되
지 않은 상태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냉소적, 회의적 태도
를 조장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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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현대 사회에서 자기관리 역량은 사회 각 방면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기존의
교육체계로는 제공하거나 제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량을 현대 사회가 절박하게 요
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물질만능의 풍조와 신자유주의의 붕괴에 따른
세계사적 격변, 심화되는 계층 간의 모순 및 이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정치적 역량
의 한계, 기득권층과 사회 지도층의 부정과 부패 및 도덕 불감증 등과 같은 우리 사회
의 많은 문제점들은 이 같은 자기주도에 기반한 자기관리 역량의 강화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른바 자기관리 역량의 필요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
등과 같은 실질적 문제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들을 실제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자기관리 역량이 나름대로 작용할
수 있다면 이런 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함은 물론이다. 그렇
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유효한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가 시급할 것이다.
이 글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인성人性’의 역량, 특히 핵심 인
성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관리 역량의 함양이란 점에
초점을 두되 역사 고전古典을 대표하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나타나는 고사
성어故事成語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래된 경험, 축적된 지혜가 집약된 고전과 역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다양한 ‘고사’와 그 고사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성어’는 한자 문화권
특유의 문화 코드로서 오늘날 전 세계적인 관심과 학습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중
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중국과 중국인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고사성어를
배우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적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사
기>의 대표적인 고사성어들과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가치개념(value
concept)들을 자기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문학적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전단계로서 독서교육을 통해 <사기>의
고사성어를 활용하는 문제를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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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서교육과 <사기>의 고사성어 활용 가능성
<사기>의 고사성어들이 제시하는 가치개념들을 자기관리 역량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독서교육에서 이런 고사성어들을 활용하는 일차적 단계가 필요하다. 먼저 이 점을
개략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고사성어는 서사적 구조를 가진 드라마적 요소가 강한 문화 코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사기> ‘열전列傳’ 속에 타나나는 역사 인물들은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감동과 흥
미를 겸비한 서사구조를 잘 보여준다는 평이다. 열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시대적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개인은 물론 사회적인 배경, 역사적 사건을 거슬러 그 존재가치
를 각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그 인물들의 특성을 분석 비교하여 독서지도나 독서교육
의 자료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치는 충분하다고 하겠다.1)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술과 지식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변
화에 적응하는 일이 시급해졌고 교육도 이런 변화와 무관할 수 없다. 독서교육은 특히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해야 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기의
인성과 자아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선호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독서교육의 실천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문제의 하나라 하지 않을 수
없다.(롤 모델 시리즈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물들을 알리는 서적과 각종
자료들이 증가하는 현실도 이런 문제의식의 한 단면일 것이다.)
인물을 중심으로 한 독서교육이나 독서지도는 위인전 위주에서 인물의 스토리 위주로
경향이 바뀌고 있다. 지나친 영웅화와 위인 예정론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위인전류의
도서와 그를 이용한 교육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여지가 많고,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런 점에서 <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인물들과 그 전형성은 단순히 고전적 의미를 넘
어 독서교육 현장에서 여러 방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무
엇보다 다양한 인물들의 캐릭터와 인성의 장단점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살아있는 개성과
전형성은 유교적 전통이 여전한 틀에 박힌 모호한 인물 분류와 이를 그대로 답습해온
교육현장에 신선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독서교육 방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독자’들을 위한 도서교

1)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선도적인 연구가 있다.
이영실, 독서교육 자료로서 <사기> 열전의 활용에 관한 연구, 2011년,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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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자료의 개발이란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기존의 인물 전기나 위인전에 비해 다양성,
입체성, 매체 활용성 등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사기>의 인물들과 이들의 개성과 특성
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고사성어는 상당히 유용하고 좋은 교육자료가 될 것이다.
<사기>의 인물들과 고사성어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생생한 삶의 역경과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과정 및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고사성어
는 그 자체로 교육자료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이를 통해 자아형성기의 아동이나 청소
년들이 본받을 만한 다양한 롤 모델을 추출하여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하는 좋은 기제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사기> 인물들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기> 속 다양한 인물들의 생생한 행적과 그것을 함축적으로 전
달하고 있는 고사성어를 독서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그렇다
면 이를 다시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하는 단계로 접목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에 그와 같은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담보하는 요소로서 <사기>의 인물들이 갖는 가
치의 문제를 간단하게 짚어볼까 한다.
<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역사적 존재들이다. 역사상의 인물이란 역사적 과정
의 산물이자 그 당대 사회상의 단면을 상당 부분 또는 일정 부분 대변한다. 따라서 인
물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때는 인물의 개인적 생애 뿐 아니라 그가 처한 사회적 조건과
시대적 배경에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심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인물의
공공적 성격과 역사성을 밝히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그 관심 자체가 인물연
구의 목적이 된다. 이런 연구를 통해 한 인물이 남긴 행적과 업적이 그 시대와 후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핌으로써 역사적 사회적 산물로서의 인물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그가 처했던 시대와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관점을 얻게
될 것이다.
역사 속 인물들을 독서와 학습 등을 통해 만나고 이해하고 본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의 주체인 인간의 역할에 대하여 그 의의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역사상의 인물
을 단순히 개인적 차원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일원, 그 집단이 만들어낸 환
경이나 문화 또는 역사와 긴밀히 연계된 개체로 개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역사
상의 인물을 파악하려 할 때는 복잡한 역사적 조건과 인물의 개인적 조건의 상관관계
를 파악해서 인물을 드러내야 하며 그 인물이 속했던 집단이나 그를 지지하거나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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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인 대중의 역할을 잊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도출된 역사적 인물은 말할 것 없이 충분한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성장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 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독서교육을 통해 훌륭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하는 인
문학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기> 고사성어의 가치개념과 자기관리 역량의 함양
자기관리 역량이란 간단하게 말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
런 역량은 나아가 인간 및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고 개발하는 능력으로까지 확충될 수 있다. 이런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사회에 공동체 구성원에게 유용한 존재로서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이제 위와 같은 관점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기> 고사성어들이 나타내는 여덟 가지
가치개념들을 제시하고 이를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인문학적 기초로 삼을 수
있을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2)

(1) 책임감
사마천은 사관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역사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했다. 38세 때
태사령 벼슬에 올라 당시 한나라 조정의 기록과 문서 등을 관장하면서 필생의 업이자
아버지 사마담의 유지였던 역사서 서술에 착수했다.
그러다 47세 때 이릉이란 젊은 장수를 변호하려고 황제에게 직언하다가 괘씸죄로 몰려
옥에 갇힌다. 48세 때는 반역죄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았다. 역사서를 완성하지 못한 상
황에서 사마천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임이자 필생의 업, 당대 최고 지식인으로서
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 사마담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죽음보다 치욕스러운 궁형을 자
청하고 살아남았다. 이 때가 그의 나이 49세였다.
50세에 풀려난 사마천은 환관(내시)에게 주어지는 중서령 벼슬을 받고 황제 무제의 곁
에서 잡일을 처리하는 한편 미처 다 마치지 못한 역사서 서술에 몰두하여 55세 무렵에
2) <사기> 속 다양한 인물들의 행적과 그들이 갖는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는 필자의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2016, 위즈덤하우스)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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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사기>를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후대 역사가들과 평론가들은 사마천의 이런 불굴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죽음보
다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궁형을 자청하면서까지 지식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
적 책임감을 다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마천의 이런 위대한 정신을 ‘발분저술發憤著
述’의 정신이란 말로 기렸다. 자신의 ‘울분을 저술로 표출’함으로써 인류 역사에 더할
수 없는 공을 남겼다는 것이다.
책임감은 개인은 물론 사회를 제대로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자 자질이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가치관이기도 하다. 사마천의 삶과 ‘발분저
술’의 정신은 그런 점에서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하는 기초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3)(����� ��� ����� ��� ���� ��� ���� �� ‘발분저술’)

(2) 생각하는 공부법
사마천은 죽음보다 고독한 처지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인간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깊이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록에 남은 역사적 팩트(fact)에 강한 의문을 품었
다. 팩트 이면에 감추어져 있거나 숨겨진 진실(truth)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역경이란 개인적 경험을 통해 역사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과 역사적 사실들
이 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통찰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고 생각했
다. 사실을 넘어 진실을 찾는 학문적 역사가적 여정에서 그는 지독하고 처절한 자기경
험을 인류를 위한 위대한 봉사로 승화시켰다.
사마천은 역사를 공부하는 자신의 공부 방법을 ‘호학심사好學深思, 심지기의心知其意’
라는 말로 요약했다.4) ‘배우길 좋아하고 깊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그는 인간과 사물이 보여주는 현상과 기록으로 남은 팩트에 대해 강렬한 의문
을 품었다. 그는 인간이든, 사물이든, 기록으로 남은 팩트이든 시대적 환경과 각종 조건
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 따라서 그 이면을 통찰하는 힘을 길러야 할 필요
성을 절감했던 것이다. <사기>는 객관적 기록물이 결코 아니다. 철저하게 주관적 관점
에서 인간과 역사적 팩트를 통찰한 진실을 추구하는 역사서이다. 사마천은 나약하고 비
겁한 객관 뒤로 숨지 않고 확고한 주관으로 무장한 채 자기 생각과 인식을 아낌없이
나타냈다.
사마천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한다. 그것도 깊게 생각하라고 한다. 사마천이 말하는

3) <사기> 권130 ‘태사공자서’
4) <사기> 권1 ‘오제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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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란 의문 품기, 의심하기에 다름 아니다. 사마천의 이런 공부법과 자세는 후대 사
상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송나라 때의 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주희朱熹는 ‘學貴
有疑, 小疑則小進, 大疑則大進, 不疑則不進(배움에는 의심하는 것이 귀하다. 작게 의심
하면 작게 진보하고, 크게 의심하면 크게 진보하며, 의심하지 않으면 진보하지 못한다)’
이라고 했고, 육구연은 ‘爲學患無疑, 疑則有進, 小疑小進, 大疑大進(배움에는 의심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의심하면 진보한다. 작게 의심하면 작게 진보하고, 크게 의심
하면 크게 진보한다)’이라고 했다. 또 명나라 때 학자 진헌장陳獻章은 ‘學起于思, 思源
于疑(배움은 생각에서 시작하며, 생각은 의심에서 기원한다)’고 하여 배움과 생각 그리
고 의심의 관계를 명쾌하게 지적했다.]5) 이러한 공부법은 지금 우리에게도 몹시 필요한
공부법이자 자기관리 역량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자
���� ��� ���� ��� ���� �� ‘호학심사’)

(3) 공사분별의 자세
<사기>의 숱한 고사성어들 중 ‘공사분별’의 가치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
다. 사마천은 권력자와 사회 지도층의 사리사욕이 사회와 나라를 망치는 것은 물론 백
성들의 삶에 갖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간파했다. 따라서 다양한 인물과 고사를 통
해 공사분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는 온갖 비리와 부패 및 부정적 현상의 이면을 들여
다보면 공사분별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사리사욕만을 추구한 추악한 인간들과 거의 예외
없이 만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마천이 생생한 사례를 통해 감동적으로 전하는 공사
분별의 가치는 충분히 수용하고 배워서 자기역량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기>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사분별의 고사로는 ‘관포지교管鮑之交’와 ‘문경지교刎頸
之交’6) 등을 들 수 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중과 포숙의 우정’을 전하는 ‘관포지교’
는 포숙이 자신에게 돌아올 재상 자리를 자기보다 능력이 나은 친구 관중에게 양보한
포숙의 위대한 공사분별의 자세와 죽음을 앞두고 재상 자리에 포숙이 아닌 다른 인물
추천한 관중의 공사분별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유명한 고사이다. 이 고사는 두 인물
의 우정을 줄거리로 한 엄정한 공사분별의 자세와 정신을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문경지교’는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우정’이란 뜻을 가진 전국시대 조나라의 무
장 염파廉頗와 외교관 인상여藺相如의 우정과 공사분별을 전하는 고사성어이다. 강대

5) 김영수, <현자들의 평생 공부법>, 2011, 역사의 아침.
6) <사기> 권62 ‘관안열전’ ; 권81 ‘염파인상여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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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진나라의 거듭되는 공세에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놓인 조나라는 근근이 버티
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혜성 같이 등장한 인상여가 외교무대에서 맹활약을 벌여 초
고속 승진한다. 순진한 무장 염파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인상
여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기회가 오면 인상여에게 모욕을 줄 생각이었다. 이에 인상여
는 염파를 피했다. 인상여의 식솔들이 불만을 터트리자 인상여는 조나라가 위기에 몰려
있는데 염파와 자신이 싸우면 나라가 어찌 되겠냐며 ‘나라의 급한 일이 먼저이고 사사
로운 원한은 나중이다(先國家之急而後私仇也)’라고 했다.(여기서 ‘선공후사先公後私’라
는 사자성어가 파생되었다.) 이를 전해들은 염파는 부끄러워하면 인상여를 찾아가 사죄
했고, 이로써 두 사람은 화해하고 ‘문경지교’의 우정을 나누었다.
‘문경지교’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앞두고 인상여는 사사로운 개인적 감정보다는 공적인
나라 일이 우선이라는 자세와 정신을 확고하게 보여주었고, 염파도 이에 감동하여 자신
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했다는 고사로서 책임있는 사회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
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인문학적 교육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 또
�� ����� ��� ���� ��� ���� �� ‘선공후사’)

(4) 공직자의 자세(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리더십
사마천은 통치자를 비롯한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이 자세가 곧 리더십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
로는 춘추시대 정나라의 재상 정자산鄭子産을 들 수 있다.
정자산은 강대국 틈에 끼어 늘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정나라 국정을 전후 약 40년 동
안 주도했다. 그 40년 중 20년은 재상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그는 약소한 정나라가 대
국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 단결이 중요하고, 내부 단결을 위해서
는 백성들의 적극성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 이에 자산은 백성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법률을 공개하는 한편 각종 개혁정책으로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켰
다. 그가 집정하는 동안 정나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지 않았으며 백성들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다.
정자산이 6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이제 누구와 함께 한단 말인가’라며
통곡했다. 그런데 정자산 집안은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여 시신을 광
주리에 담아 야산에 버릴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이 패물이며 돈을 가져와 장례를 치르
라고 했지만 자산의 식구들은 이를 사양했다. 백성들은 돈과 패물을 자산의 집앞을 흐
르는 시내에 던졌고 시내는 햇빛을 받아 오색영롱한 빛을 발했다. 이로부터 이 시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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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하金水河’란 이름으로 불렸다.
사마천은 정자산의 통치 스타일을 ‘불능기不能欺’란 세 글자로 표현했다. ‘속일 수 없
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서문표와 ‘불감기不敢欺’와 복자천의 ‘불인기不忍欺’라는 통치
스타일을 들었는데, 각각 ‘감히 속일 수 없다’와 ‘차마 속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서 ‘속일 수 없다’는 정자산의 ‘불능기’를 같은 높은 경지로 꼽은 바 있다. 백성들에게
속인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경지를 가리킨다.
정자산은 평생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자세로 공직을 수행했고, 그 결과 백성들은 그의
통치 방식을 ‘불능기’로 칭송했던 것이다. 평소 정자산은 “백성과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생사를 그 일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했고, <사기>는 이런 정자산의 정치적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기��� ��� ���� ��� ���� �� ‘불
능기’)
“그가 재상이 되어 개혁정치를 추진한 결과 1년 만에 더벅머리 아이들이 버릇없이 까
부는 일이 없어졌고, 노인들의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으며, 어린 아이들
이 밭갈이 등 중노동에 동원되지 않게 되었다. 2년째가 되자 시장에서 물건 값을 에누
리하는 일이 없어졌고, 3년이 되자 밤에 문을 잠그지 않아도 괜찮았고 길에 떨어진 물
건을 줍는 사람이 없었다. 4년이 지나자 밭 갈던 농기구를 그대로 놓아둔 채 집에 돌아
와도 아무 일이 없었다. 5년이 지나자 군대를 동원할 일이 없어졌고 상복 입는 기간을
정해서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들 입었다.”7)

(5) 바람직한 인간
자신의 몸(마음)을 가다듬는 수신修身과 수양修養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
는 개개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가장 어려운 기본기가
되어 버렸다. 금전만능이나 무조건 일등하고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승자독식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관으로 인해 세태와 민심이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변질되
어 개인의 윤리와 도덕이 한쪽으로 밀려난 탓이다.
수신에도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다면 그 첫걸음은 무엇이 될까? 사마천은 ‘벌공긍능伐
功矜能’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벌공긍능’이란 ‘공을 자랑하고 유능함을 떠벌린다’는
뜻이다. 사마천은 “법을 받들고 이치에 따르는 벼슬아치는 공을 자랑하지 않고 유능함
을 떠벌리지도 않는다.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으며 잘못도 범하지 않는다. 그래
7) <사기> 권126 ‘골계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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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기 ｢순리열전｣을 짓는다.”8)고 했다.
그리고 이 단계의 수신이 된 사람은 “불긍기능不肯其能, 수벌기덕羞伐其德”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유능함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그 덕을 떠벌리는 것을 부끄러워한다.”9)는
것이다.
사마천은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를 수많은 보통 사람으로 보았다. 그래서 <사기> 총130
권 중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기록인 열전이 절반 이상인 70권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사
마천은 이들을 역사 기록으로 남긴 까닭을 위와 같이 말했던 것이다. 보통 사람이지만
잘난 척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뜻을 소신있게 세상에 펼쳤기 때문이다.
사마천은 역사의 주체인 수많은 보통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로서 ‘불긍기능, 수벌기덕’
을 언급한 것이다. 사마천은 70권의 열전을 마련한 동기와 목적 등에 대해 이렇게 말했
다.
“정의롭게 행동하고 기개 넘치게 남에 억눌리지 않으며, 세상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명을 천하에 세운 사람들의 일들을 내용으로 삼아 70열전을 지었다.”
열전은 사마천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사기>의 백미라 할 수 있
다. 부패한 기득권층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풍자, 하층민에 대한 애정 등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감성을 다양한 형식을 통해 폭넓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자
기��� ��� ���� ��� ���� �� ‘불긍기능�� 수벌기덕’)

(6) 리더와 인재
인재가 조직은 물론 나라의 성공과 실패, 흥성과 멸망을 좌우한다. 이는 동서고금을 통
해 변치 않는 원칙이자 진리에 가까운 명제였다. <사기> 130권을 남긴 사마천은 전체
의 86%에 해당하는 112편을 사람에 대한 기록으로 안배할 정도로 인간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인재에 대한 관심으로 직결되
고 다시 개혁사상으로 심화되었다. 사마천은 이렇게 말한다.
“나라가 흥하려면 반드시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난다. 군자는 기용되고 소인은 쫓겨난
다. 나라가 망하려면 어진 사람은 숨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난신들이 귀하신 몸이 된다.

8) <사기> 권130 ‘태사공자서’
9) <사기> 권124 ‘유협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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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안위는 군주가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달려있고(安危在出令), 나라의 존망은
인재의 등용에 달려있다(存亡在所用).’는 말이 이런 뜻일 게다.”10)
또 어려운 시기 인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집안이 어지러워지면 양처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충신이 생각난다.”11)라고도 했다. 이렇듯 사마천은 인재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깨어있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마천은 리더가 어
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리더가 기용한 사람이 어떤 사람, 즉 어떤 인재인가를 보
라고 말한다.(여기서 ‘不知其君, 視其所使’라는 명언이 나왔다.) 리더와 인재의 관계는
불가분이라는 지적이다.
초한 전쟁에서 승리한 유방은 황제로 즉위한 다음 낙양洛陽 양남궁陽南宮에서 술자리
를 베풀어 대신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유방은 삼베옷에 세
자짜리 검 하나만 달랑 들고 항우와 천하를 다툰 끝에 “내가 천하를 얻은 것은 까닭과
항우가 천하를 잃은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같은 고향 출신인 왕릉王陵
등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페하께서는 오만하여 남을 업신여기고, 항우는 인자하여 남을 사랑할 줄 압니다. 하지
만 폐하는 사람을 보내 성을 공격하게 해서 점령하면 그곳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줌으
로써 천하와 더불어 이익을 함께 하셨습니다. 반면에 항우는 어질고 능력있는 사람을
시기하여 공을 세우면 그를 미워하고, 어진 자를 의심하여 싸움에서 승리해도 그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땅을 얻고도 그 이익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항우는 이 때문에 천하
를 잃었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장막 안에서 작전을 짜서 천 리 밖 승부를 결정짓
는 걸로 말하자면 나는 장자방(장량)을 따르지 못한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다
독이며 양식을 공급하고 운송로가 끊이지 않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소하를 따르지 못
한다. 백만 대군을 모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고 공격했다하면 기어코 빼앗는 일에서는
내가 한신을 따를 수 없다. 세 사람은 모두 걸출한 인재로서 내가 이들을 기용했기 때
문에 천하를 얻은 것이다. 반면 항우는 범증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덜미를 잡힌 것이다.”12)
10) <사기> 권50 ‘초원왕세가’ ; 권112 ‘평진후주보열전’
11) <사기> 권44 ‘위세가’
12) <사기> 권8 ‘고조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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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이나 공신들은 초․한 전쟁의 승패 원인에 대해 나름의 인식을 보였지만 하나같이
인재의 포용과 대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방이 다양한 인재를 초빙하고 이들의
능력과 지혜를 잘 활용하였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유방은 각 방면의 인재들이 제 몫을 해낼 때 성공할 수 있음을 잘 지적하고 있다. 여기
서 저 유명한 유방의 ‘삼불여三不如’, 즉 ‘(나는) 세 사람만 못하다’라는 인재관이 나왔
다. 리더는 그런 인재들이 마음 놓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다. ‘인재가 (리더의) 성공과 실패, (나라의) 흥성과 멸망을 결정한다’는 사마
천의 인재관이 새삼스럽다.
현대 사회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리더와 인재의 구별이나 경계는
사라지고 있다. 누구든 인재이자 리더인 세상이다. 리더가 인재를 기용하던 시대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협력 발전하는 시대이다. 이런 점에서 자기보다 나은 인재를 적
극 기용하여 맡겼던 유방의 ‘삼불여’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자기관리 역량을 함
양하기 위한 여러 가치개념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념해야 할 덕목으로 손색이 없다 하
겠다. 리더십 실종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더욱 필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 ����� ��� ���� 위�� ���� �� ‘안위재출령�� 존망재소용’� ��
‘삼불여’)

(7) 도움과 보은
극단적 이기심이 팽배한 지금 조건없이 도움을 손길을 뻗치는 것은 드물다 못해 매우
고귀한 행위로 칭찬을 받는다. 또 도움을 받고도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背恩은 비일비재
하다. 이렇다보니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어떤 조건도 없이 돕는 인간만이 할 있는 선
행과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를 갚는 보은報恩의 행위에 대한 세
간의 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마천은 <사기> 곳곳에서 은혜와 보은, 배신과 복수의 고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
한 사마천의 사상은 중국인 특유의 ‘은원관恩怨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속
담의 ‘은혜와 원수는 대를 물려서라도 갚는다’는 특유의 은원관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양의 가치관에서 은혜와 보은은 인간 고유의 선행으로 오랫동안 생
활 속 가치관을 지배했다. 이러한 가치관은 물질만능, 배금주의와 같은 천박한 자본주
의 사상이 팽배한 오늘날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사기>에서 조건없이 도움을 베풀고, 작은 은혜라도 입었으면 반드시 갚는다는 은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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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의 고사로서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서한삼걸의 한 사람인 한신韓信의 사적을 들
수 있다.
한신은 젊은 날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친구에게 기식寄食하거나 동네의 빨래하는
아주머니에게 상당 기간 밥을 얻어 먹으며 떠돌이 생활을 했다. 여기서 ‘빨래하는 아주
머니가 한신에 밥을 주다’는 ‘표모반신漂母飯信’이란 유명한 고사성어가 나왔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도움을 손길을 뻗치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
이다.
훗날 한신은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신은 왕으로 책봉되었
고, 고향으로 금의환향錦衣還했다. 그리고는 젊은 날 자신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
들을 일일이 찾아 보답했는데, 빨래하는 아주머니에게는 천금으로 은혜를 갚았다. 여기
서 ‘일반천금一飯千金’이란 고사성어가 나왔다. ‘밥 한 번 얻어먹은 값이 천금’이란 뜻
이며, ‘밥 한 번 얻어먹고 천금으로 갚았다’고 해석한다.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핵심 인성역량을 함양한다는 면에서 볼 때 인간 고유의 조
건없는 베풀기와 보은이란 덕목은 아주 중요한 가치개념이 아닐 수 없다. <사기>가 제
시하는 ‘은원관’은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것
이다.(����� ��� ����� ��� ���� ��� ���� �� ‘표모반신’�� ‘일반천금’)

(8) 생사관
한 인간의 가치는 죽음으로 결정되지만 그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삶의 과정이 결
정한다. 즉, 어떻게 살았느냐가 죽음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떤 죽음으로 평가받길 원하느냐는
‘생사관生死觀’으로 집약된다.
사마천은 죽음보다 더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 절절한 생사
관을 표출하고 있다. 사마천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사기>를 끝내기 위해 죽음보다 치
욕스러운 궁형宮刑을 자청했다. 마흔 아홉의 나이에 궁형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마

천의 심경을 범인들이 어찌 제대로 헤아리겠는가? 사기를 완성한 뒤 사마천은 친구

임안任安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때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한다.
“하루에도 아홉 번이나 장이 뒤틀리고, 집에 있으면 망연자실 넋을 놓고 무엇을 잃은
듯하며, 집을 나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흘러 옷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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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은 흉노와의 전투에서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항복한 이릉李陵이란 장수를 변호
하다가 황제의 심기를 건드리고 황제의 처남인 대장군 이광리를 헐뜯었다는 근거도 없
는 죄목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이어 이릉의 반역 행위를 알리는 유언비어가 전
해졌고, 당시 황제였던 무제는 앞뒤 재지도 않고 이릉의 가족을 몰살했다. 사마천에게
는 반역자를 편들었다는 죄목을 씌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한나라 법에는 사형을 면할 길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50만전이란 거금을 내는
것이고, 또 하나가 궁형을 자청하는 것이었다. <사기>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던 사마
천으로서는 청천벽력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함과 치욕을 사마천은 자살로 씻으려
고 몇 번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필생의 일이자 아버지의 간곡한 유언을 차마 포기할 수
없었다. 바로 <사기>를 완성하는 일이었다.
이에 사마천은 자신의 말대로 ‘구차한 삶’을 택했다. 그러나 그 구차한 삶은 결국 ‘위대
한 죽음’을 예비하는 절박하지만 옳은 길이었다. 사마천은 이렇게 썼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
벼운 것은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고유일사人固有一死, 혹중우태산或重于泰山, 혹경우홍모或輕于鴻毛, 용지소추이야
用之所趨異也.”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일을 마치지 않았기에 그는 ‘구차한 삶’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
지만 그의 선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귀중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사기>라는 값으
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인류에게 남겼기 때문이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태산보다 무
거운 죽음’을 택한 것이다. 그의 삶은 결코 구차하지 않았다.
구지금 우리는 차하다 못해 구질구질한 삶을 서슴없이 택하는 자들을 지겹도록 보고
있다. 소도 웃을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위선으로 자신의 진면목을 위장해가며 정말 안쓰
럽게 사는 자들이 많다. 이런 자들이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의 의미를 알까? 하기야
‘새털보다 가볍게’ 죽을 자들이 뭘 알겠는가?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도 하다. 그런 점에서 개개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
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삶을 통해 어떤 죽음으로 남을 것인
가? 내 삶과 죽음의 무게는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올바른 삶
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과 사회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사마천의 생사관은 이런 점에서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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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깊다.(����� ��� ����� ��� ���� ��� ���� �� ‘인고유일사⼈固有⼀死��
혹중우태산或重于泰⼭�� 혹경우홍모或輕于鴻⽑�� 용지소추이야⽤之所趨異也.’)

맺음말
지금까지 자기관리 역량의 중요성과 그 함양 방법으로서 <사기>의 고사성어(명언명구
를 포함한)를 통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개념 여덟 가지를 제안해 보았다. <사기>
는 3천 년 역사를 포괄하는 최고의 역사서로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돋
보이는 의미심장한 역사서이다. 또한 <사기>는 문학적 역사서요, 역사적 문학서라는 전
대미문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뒤에는 역사적 사실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
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마천의 치열한 역사정신이 웅크리고 있다.
<사기>에는 고사성어의 보물창고라는 평가도 따른다. 사마천은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서술 방법의 하나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동원했다. 그 결과 인물들이 고
사성어를 통해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재구성되었다. 더욱이 사마천은 그 고사성어에다
가치개념을 주입하는 전인미답의 경지를 개척했다. 따라서 <사기>의 고사성어가 제시하
는 가치개념은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이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하고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인문학적 공부와 직결될 수 있다.
<사기>를 비롯한 중국 고전들은 수천 년 경험과 지혜가 집약되어 있는 인문학의 정수
들이다. 따라서 이를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하고 제고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
하는 것은 그 나름 유용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또 이와 함께 현재
세계사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 중국인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자 방법
의 하나로 역사와 고전, 특히 그 압축 파일이라 할 수 있는 고사성어에 주목하는 현상
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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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활용한 심미적 인성역량 함양방안

나태주(시인)

1. 감성과 시, 그리고 문학 강연
애당초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갖춘 존재였다. 이성이 생각하는 능력이요 그 속성이 가지런한 것이고
지속성이 있는 것이라면 감성은 느끼는 능력이요 약간은 산만하고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특성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인간 세상은 이성을 존중하고 이성을 기준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켰으며 모든
일을 이성에 의해서 운용하고 처리해 왔다. 인간 육성이나 평가에 있어서도 오로지 이성적 방법에만 의
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이성만큼이나 감성도 중요하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는 감성이 이성보다 더 중
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다. 이성이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능력이라면 감성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이성이 시비의 능력이라면 감성은 호오의 능력이다.
일단 시비는 한 번만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바로잡으면 해결되지만 호오는 한 번으로 알기도 어렵거니
와 제대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통제되지 않고 바로잡아
지지도 않는다.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 분야
보다 감성 분야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힘들다, 지쳤다, 우울하다, 불행하다 말하는 것도 이성보다는
감성이 시켜서 하는 현상들이다.
오히려 인생을 성공적으로 성취해낸 사람들의 경우를 살피면 이성적인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기보다는
감성적인 능력이 빼어난 사람인 경우가 많다.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할뿐더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
는 사람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까지도 잘 해내기 마련이다.
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대로 감성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그 소중성에 대해서 안내해주지도 않았다는 데에 문제성이 숨어 있다. 실제 생활 사태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다.
이제라도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보다 더 아름
다운 인생, 잘 사는 세상을 이룩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어코 해내야 할 사명이고 임무이고
급선무이다.
실상, 나는 세상을 두 번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다. 어린 시절이나 청년시절을 회상하면 오늘
날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나도 안일한 것이고 풍족한 것이고 깨끗한 삶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사람들은 한 결 같이 자기는 잘 살지 못하고 불행하고 소외되었다고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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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다. 내 눈으로 보기에 그들은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의식주가 그런대로 풍부하고 자동
차까지 잇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무엇보다도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하고 상대적 비교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다. 자기 것을 먼저 보아야
하고 자기 것의 소중성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보다 먼저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 한 탓이고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기를 일삼은 탓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런 말을 했다.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내게 잠시 머물러 있는 것들에 대한 만
족이다.’ 그렇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완전한 것은 없고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내게 잠시 동안만
머물렀다 가는 것들이다.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만족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 가지 더 갖추어야 할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만족과 감사, 거기에서 세로토닌이
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세로토닌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윽하게 하며 사려 깊게 만든다. 여기서
더욱 감사와 만족이 나오고 드디어 행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가난한 마음이란 곤궁한 마음, 편
협한 마음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 오래된 것, 값비싸지 않은 것, 흔한 것을, 주변의 것들을 아
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나날은 하루하루가 값지고 아름다우며 진정 반짝이
는 날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시이다. 시는 될수록 짧은 언어 형식으
로 쓰여진 문학작품이다. 소재 자체가 인간의 마음이다. 그 가운데서도 정제된 감성인 감정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약간은 까다로운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강한 임팩트를 내포하고 있게 마련이다.
어쩌면 시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 그 깊숙이에 숨어 있는 영혼의 흐느낌에서 오는 언어인지도 모른다.
시를 써본 사람은 아는 일이지만 시를 쓸 때는 인간의 의도대로 시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시의 의지
에 따라 시가 쓰여진다는 것을 알 것이다. 말하자면 시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시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상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이것은 이성이나 감성의 한계를 넘어 영혼의 문제로까지 발전하
는 것이 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만큼 시는 깊은 구석이 있고 인간을 깊숙이 지배하는 힘을 가졌
다. 그래서 나는 가끔 시를 두고 ‘황금의 언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최근 몇 년을 두고 나는 문학 강연을 많이 하고 있다. 가까운 지역만 다니며 하는 문학 강연이 아니
다. 전국을 떠돌며 하는 문학 강연이다. 작년에는 130회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200회를 넘기고 있다.
도저히 일정을 소화해낼 수 없어 내년으로 넘어간 곳도 있고 아예 거절을 한 곳도 있다. 미안한 일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문학 강연을 청하는가? 나는 결코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동안
크게 인기가 있었던 시인도 아니고 다만 시골에서 사는 조그만 시인, 늙은 시인일 뿐인데도 한사코 문
학 강연을 듣고 싶다고 청한다.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오래 전에 쓴 「풀꽃」이란 시작품 한 편 때문일 것이다. 그 작품이 문단을 넘어 일
반사회로까지 번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그러므로 나의 다른 작품도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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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읽혀지면서 나를 찾게 된 것이다. 시의 개성, 그러니까 특수성에 이어 보편성, 일반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사례다.
나를 찾는 사람들은 성인들뿐만이 아니다. 놀랍게도 중학생들이 자주 찾는다. 마치 그들은 나를 연예
인 대하듯이 대하고 손 내밀어 자신의 손을 잡아주기를 간청한다. 열심히 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강의에 끝나고 복시지에 「풀꽃」 시를 적어주면 마냥 행복해하고 어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한다.
고맙다는 인사를 그 어떤 아이도 빼놓지 않고 한다.
더욱 놀라운 일이다. 평범한 복사지 한 장에 후려서 쓴 짧은 문장의 시 한 편에 이토록 감동하고 가
슴 설레어 하는 이 아이들 앞에 나는 거꾸로 다시 한 번 감동하고 눈물이 글썽여지는 것이다. “얘, 가슴
이 두근거리지 않니?”라고 친구에게 소곤거리는 이 아이들을 두고 내가 어찌 쉽게 돌아설 수 있었더란
말인가!
한 시간 강의에 한 시간 이상 사인을 한다. 아이들이 끝없이 줄을 서서 사인을 기다린다. 그것도 개구
쟁이 중학생 아이들이다. 처음에는 제 차례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아이들도 「풀꽃」 시를
끝까지 써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차근히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그만큼 한 편의 시가 그들에게는 중요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부족하여 사인을 다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 가지
고 와서 집에서 사인을 해서 학교로 부쳐주기도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이들은 시에 목이 메고 감동하는가? 그것은 아이들이 시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공감이란 글자 뜻 그대로 감정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내 마음이 저 마음이야, 그것이 바로 엠퍼시요
감정이입이다. 이러한 감정상태가 된 인간끼리는 유대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고 또 그것은 행복감으
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모두 24 글자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이다. 그런데도 이 글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느끼고 자기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친다고 말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실상 이 시는 예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써준 글이다. 오죽했으면 시의 제목이
이름조차 얻지 못한 그대로 ‘풀꽃’이겠는가! 다만 ‘자세히 보아야’만 ‘예쁘다’는 것을 알게 되는 풀꽃이
고 ‘오래 보아야’만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풀꽃이다. 조건 행위,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예쁘다’이고 ‘사랑스럽다’인 것이다.
그리고 이 시에는 또 하나의 공개된 비밀이 있다. 그것은 맨 마지막 구절인 ‘너도 그렇다’가 가장 감
동이 강한 문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중학생들도 잘 알고 있다. 알려주지 않아도 모두 아는 일이
다. 왜 그런가? 이 구절이 나 혼자서만 쓴 것이 아니라 신의 도움을 받아서 쓴 구절이기 때문이다. 그래
서 나는 또 ‘진정 좋은 시가 되려면 그 시에 신이 써준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고까지 말을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도 그렇다’라고만 생각하며 살지 못했다. 남을 챙길만한 여유가 없었으며 그럴 사
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다고 말하며 살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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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되었다. 그야말로 오로지 이기(利己)로부터 광범한 이타(利他)로의 발상과 전환이 이루어진 것
이다. 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며 아름다운 세상, 원융의 강물인가!
또 하나 이 시에는 숨겨진 내용이 있다. 앞부분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
다’에서는 시의 제목인 풀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끝 문장인 ‘너도 그렇다’의 ‘너도’에서는 풀꽃
이 사람으로 바뀐다. 그리고 시를 읽고 나면 ‘너도’가 ‘나도’로 바뀐다. 그래서 나 자신이 그럴듯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시의 대상이 두 번이나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다.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시를 요구하는 시기가 중학생 시절이
고 그러므로 시를 많이 읽혀야 할 시기가 바로 중학생 시절이라고. 중학생 시절은 어떤 시절인가? 사춘
기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성인의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다. 그러므로 질풍노도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다.
그만큼 가소성이 강한 시절인데 이러한 시기에 시를 읽게 해주고 시에 경도되게 한다면 정서순화는
물론, 보다 더 높고 부드럽고 고매한 인격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뜻있는 중학교
국어교사들이 모여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읽어서 도움이 될 만한 시들을 골라 중학생용 시집을 출간할
것을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다.
*사례1: 장애우 학생 김경원, 시 「풀꽃」
*사례2: 탤런트 이종석, 시 「내가 너를」, 「멀리서 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 나태주, 「내가 너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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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를 활용한 구체적 방안
실지로 시를 일상생활이나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다양하고 광범하다. 어쩌면 일상의 대
화 자체가 시일 수 있고 방송이나 영화나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시의 문장을 인용하거나 시작품을
패러디해서 광고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작품을 골라 여러 가지 방법(시비, 걸개, 액자,
벽화)으로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 뿐더러 시를 노래(가곡, 가요)로 만들어서 함께 불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학교교육과 관계시켜 볼 때는 수업 사태에 시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어과에 한정시키지 않고 통합교
과적으로 접근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해보면 ①시 읽기, ②시 외우기, ③시
낭송하기, ④시 필사하기, ⑤시화 그리기, ⑥시 패러디하기, ⑦시 써보기 등이 그것이다.

①시 읽기→ 시 외우기→ 시 낭송하기
시 읽기는 시 공부의 기초다. 어떤 문학작품이든 읽기부터 이해와 감상이 시작된다. 시 읽기는 따지며
읽지 말고 느끼며 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문제 때문에 따지면서 시
를 읽는다. 이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로 우려되는 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시를 예술보다는 학문
의 범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시는 한 번만 슬쩍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음미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주의 깊게 읽
기만 해도 마음속으로 전달되고 이해되는 문장이다. 시가 영혼의 언어요 황금덩어리 그 자체이기 때문
에 그러하다. 진정으로 시를 읽는다는 것은 독자가 시인의 마음이 되는 일과 같다. 시인이 시를 쓸 때의
마음, 시작품 속에 숨어있는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자기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더욱 좋
은 방법은 아예 독자 자신이 시인이 되어보는 일이다.
그렇게 여러 차례 읽다 보면 저절로 시의 문장이 외워질 것이다. 시를 외우면 이미 시인의 시가 아니
고 독자 자신의 시가 된다. 그리하여 시는 독자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독자의 인격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가 외워지면 시낭송은 또 저절로 이루어지는 절차다. 시 낭송은 이미 외워서 읽는 시에다가 알맞은
음성과 율조와 감정을 가미하는 것을 말한다. 어쩌면 시 읽기는 시낭송에서 완성된다고 말해도 좋을 것
이다. 시 감상의 가장 좋은 단계는 시인의 영혼과 독자의 영혼이 서로 만나 교감을 하는 경우다.
*사례: 제주 귀일중학교 2학년 정지윤

무리지어 피어 있는 꽃보다
두 셋이서 피어 있는 꽃이
도란도란 더 의초로울 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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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셋이서 피어 있는 꽃보다
오직 혼자서 피어 있는 꽃이
더 당당하고 아름다울 때 있다

오늘 혼자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어 하지 말아라.
― 나태주, 「혼자서」 전문

②시 필사하기→ 시화 만들기
이번에는 시작품을 가지고 독자 나름대로 독특하고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단계다. 자기 좋아
하는 시를 골라 종이에 깨끗한 글씨로 베끼는 것이 시의 필사다. 시를 읽고 정성껏 종이에 옮겨 쓰다
보면 시가 더 마음 깊이 이해가 된다. 시인의 마음 가까이 가서 시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필사의 단계를 거친 다음 무엇인가 새로운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시화
작품 만들기다. 시화 작품이라고 해서 미리부터 기죽을 일은 아니다. 시를 쓰고 종이의 여백에 시의 내
용과 어울릴만한 그림이나 색깔을 더하는 것이 시화 만들기다. 나름대로 자기의 취향과 실력을 살리기
만 하면 된다.
종이의 사이즈에 크게 지배될 일도 아니다. 시화에 동원되는 필기도구나 그림도구도 특별하게 고를
것도 없다. 어떤 것이든 자기에게 맞는 도구를 골라 자기가 잘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때로는 민부채
에 시화를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③ 시 패러디하기
패러디는 흉내 내기다. 원작의 일부분을 비틀거나 변형시켜 나름대로 특징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패
러디는 해학과 위트와 유머가 기본이다. 신선한 삶의 활력을 준다. 무심코 듣고 나면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엉뚱한 면을 알거나 깨닫기도 할 것이다.
나의 작품 가운데서 가장 많은 패러디가 있는 작품은 아무래도 「풀꽃」이다. 인터넷을 보면 아주 많은
패러디가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열거해보면 이러하다. 어떠한 패러디도 재
미와 함께 삶의 활력을 주고 웃음을 선사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스치듯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면 큰일 난다/ 나만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오래 들어야 들린다/ 할머니가 그렇다.
*자세히 볼 수가 없다/ 오래 보기가 힘들다/ 네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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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해야 오른다/ 대충하면 내린다/ 공부가 그렇다.
*자세히 보니 살쪘다/ 오래 보니 더 살쪘다/ 니가 그렇다.
*얼핏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면 질린다/ 내가 그렇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예뻐/ 오래 보지 않아도 사랑스러워/ 넌 그래.
*화장하지 않아도 예쁘다/ 고치지 않아도 사랑스럽다/ 그대가 그렇다.
*자세히 보았더니 어렵다/ 오래 보았더니 더 어렵다/ 수학문제가 그렇다.

④ 시 쓰기
한국인들은 대체로 감정에 예민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욱하는 성미도 그렇고 울
컥하면서 자기 통제 능력을 잃는 것도 민족적 성격의 특징이지 싶다. 이렇게 욱하거나 울컥할 때 시를
읽는 것도 좋지만 실지로 시를 써 보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실지로 시 쓰기는 감정의 피뢰침 효과를 가지고 있다. 피뢰침은 벼락이 될 수도 있는 허공 중의 전
기를 가볍게 자주 받아내려 소진시킴으로서 벼락을 방지하는 과학적 도구이다. 우리들 인간에게도 감정
이 모이고 뭉쳐 폭발하면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 엉뚱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
시 쓰기라고 해서 전문적인 시 쓰기가 아니다. 생활어로 단순하게 해보는 시 쓰기를 권하고 싶다. 학
생들에게 물으면 시는 짧은 것이고 표현이 어려운 것이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무엇인가가 있
기는 있는 것 같다고 답한다. 정확한 시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삼아 시 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이렇다.
시를 쓸 때는 ①짧게 ②단순하게 ③쉬운 표현으로 ④근본적인 내용을 쓰자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시를 썼을 때 독자들은 편안하게 시에 접근해 올 것이고 시를 통해 감동과 위로와 치유와 축복과 함께
행복한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를 읽지 않을 독자가 없을 것이란 것이 나의 견해다.
그렇다면 일반인들, 내지는 시의 초심자들은 어떻게 시를 써야 좋겠는가? 우선은 너무 어렵게 시를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 시는 사실보다는 감정을 소재로 삼는 글이다. 그러므로 감정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욱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감정적으로 울컥할 때 그 감정을 쏟아놓아
짧은 말로 표현하면 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또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내놓는다. ①남의 눈치 보
지 말고 쓰자. ②외치듯이, 싸우듯이 쓰자. ③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자. ④내 나름대로 나의 말로 쓰자.
⑤더러는 유언을 남기는 심경으로 쓰자.

결론적으로 말해 시는 영혼의 황금덩이 같은 존재다. 그리고

독자가 시를 읽는다는 것은 영혼끼리 시로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은밀한 정신 행위이다. ‘시를 활용한
심미적 인성역량 함양방안’ 역시 이러한 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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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핵심인성역량, 어떻게 기를 것인가?
갈등관리역량, 미래의 핵심 리더십이다.
박숙영
(사)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대표

1. 우리는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은 OECD 29개국 중 일곱 번째이며, 이로 인해 사회 갈등이 커지면서 해마다
33억 달러(3조 8511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형 갈등관리의 거버넌스 모델을 연구한 은재호 박사는 “한국의 갈등 수준은 심각
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에 비해 갈등관리지수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한국 정부가 시행한 거의 대부분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며 표류했던 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일갈하면서, 우리 사회가 갈등은 넘쳐나는데 이를 관리할 역량, 즉 주체
나 제도가 없음을 지적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사드(THAAD) 방어체계 배치를 비롯해서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밀양의 송전탑 갈등, 제주도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공공의 갈등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따른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속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첨예
한 갈등 속에 있지만, 갈등 관리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엔 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기존의 위계적이고 권
위주의적 질서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에 저항하고 있으며, 사회는 점차 다원화되어 가고 있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국가나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통제되
고 지배되는 사회를 거부하며, 개개인의 욕구를 표출하고 자율성과 독특함을 존중받기를 원한
다.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너머서서 소수의 의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 정
보사회로 인해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의 삶은 점점 더 다양한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미래사회는 더 많은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미래 사회의 리더십 성
공 여부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구분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갈등으로 인해 분쟁
과 분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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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갈등관리역량’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
2. 갈등의 평화적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회복적 서클
최근 학교는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이 폭력적
으로 표출된 불행한 사건이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라는 옛말이 있다. 이는 폭력을 당
연시 하는 말이라기보다 누구나 갈등에 직면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성
장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처럼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갈등관리역량이 부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기도 하다.
어느 공동체든, 개인이든 누구에게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언제든 맞닥뜨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폭력 현상은 학교인 교육기관이 갈등과 폭력에 대해
교육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속히 학생들과 교사들이
갈등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육해야 한다.
갈등이 학교폭력처럼 불행한 방식으로 개인과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훼손하게 하는 것이 아
니라,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되고 평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회복
적 서클’을 제안한다.
- 평화적 갈등 전환 프로세스, ‘회복적 서클’
갈등을 평화적으로 다루는 실천모델로써, ‘도미닉 바터의 회복적 서클’을 소개한다.
교실에서 하루도 갈등이 없는 날이 없다. 아이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서로 달라서 싸운다.
그리고 교사에게 달려온다. “선생님! ○○가 제 물건을 가져갔어요.!”, “선생님! △△가 저를
때려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더 큰 문제까지, 교사는 이런 상황 앞에서 마치 판사나 경찰이
된 듯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결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판결 결과에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억울해 한다. 잘못을 했어도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갈등은 법적 판결처
럼 유‧무죄로 단순히 해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갈등은 당사자들의 복잡한 역동에 의
해 엉킨 실처럼 꼬여있어서 갈등 당사자들 간에 허심탄회하고 진실어린 대화과정을 통해 갈등
의 근본 원인이 드러나고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폭력은 반복될 수 밖에 없
다.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로 브라질의 도미닉 바터에 의해 고안된 ‘회복적 서
클’이 있다. 도미닉 바터는 범죄와 살인률이 높았던 브라질의 슬럼가에 이 프로세스를 적용
하였으며, 그 결과 범죄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였고, 그 지역의 갈등과 폭력을 평화적으로 다루
는 안전장치로 작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미닉 바터의 회복적 서클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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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적 서클의 과정 ]

사전-서클

서클

사후-서클

* 갈등을 상징하는 행위 확인

* 상호 이해

* 갈등의 의미 이해하기

* 자기- 책임

* 고지된 참여 동의를 확인하기

* 동의된 행동

* 참가자 복지 조사하기
* 새로운 행동들 축하하기
혹은 탐구하기

회복적 서클은 갈등 당사자 또는 원수가 만나는 매우 긴장된 곳이다. 회복적 서클 과정을 통
해 참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강한 적이미지를 해소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다. 서로에 대
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당사자와 공동체간에 협력이 이끌어 낸다.
회복적 서클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은 서클 진행자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회복적 질문의 힘’에 의해 작동되는데, 회복적 서클에서 사용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발생한 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 그 행동(말)을 했을 때,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책임질 필요가 있나요?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약속이
필요한가요?
- 공동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러한 회복적 질문은 잘못을 확인하고 처벌을 집중하게 하는 과거 지향적이기보다 피해 회
복과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탐구로 이끈다. 결과적으로 회복적 서클은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
기 위해 당사자와 공동체의 참여, 발생한 갈등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 확인, 당사자들의 필요나
요청 확인, 책임지기 위한 약속 합의 과정으로 문제해법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낸다.
3. 갈등의 회오리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의 정의를 세울 것인가?
-회복적 생활교육과 갈등관리역량
1)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
스캇펙1)에 의하면, 공동체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고 한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과 의사, 사상가. 공동체장려재단(FCE)를 만들어 평화적인 동력을 구현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함.
주요 저서로 <아직도 가야할 길>, <끝나지 않은 여행>, <어떻게 마음을 비울것인가>, <그리고 저 너
머에> 등 많은 베스트셀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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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공동체 → 혼란 → 마음 비우기 → 공동체

공동체를 만들려는 집단이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사이비 공동체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에게
불편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위장하고, 불협화음을 피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개성과 정직성을 유보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화롭고 좋아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공
동체 내의 갈등을 회피하고 억압한다. 사이비 공동체는 곧 혼란단계에 진입하게 되는데, 혼란
단계는 싸우고 투쟁하는 시기이다. 스캇펙은 이러한 혼란 단계는 모든 구성원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진정한 공동체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혼란 단계를 통해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의 차이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존중해주어야 함을 배우게 된다. 이 단
계가 바로 마음비우기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인데, 이 단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공동체로 성
장한다고 말한다.
어느 공동체든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 학급‧학교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든 모두 마
찬가지다.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렵지 않다. 학기 초 학급에 모인 구성원들은 서
로에게 좋은 기대를 갖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좋게 좋
게 넘어가기 위해 갈등을 회피하고 외면적인 평화 공동체를 만든다. 하지만 곧 자신을 표현하
고 서로의 차이에 불평하고 변화에 저항하면서 갈등과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학급은 곧
혼란기에 접어들면서 학급 공동체는 갈등의 회오리 속에 빠져 들어가며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
다.
이처럼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탱시키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이다.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고 건강하게 유지시킬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할 것인가?’
질문에 비해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해법을 회복적 정의의 실천과 회복적 생활교
육에서 찾을 수 있다.
2) 갈등을 공동체의 성장 기회로 삼는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생활교육
‘갈등은 삶을 만들고, 삶은 갈등을 만든다’는 존 폴 레더락2)의 말처럼 갈등은 우리 삶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학교에서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고 수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하지
만 갈등은 관계와 공동체에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동체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갈
등은 대체적으로 환영받지 못한다. 하지만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에 따라 공동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고 반대로, 성장의 동력이 되어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거나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진정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2) 이스턴메노나이트대학 석좌교수, 국제분쟁조정 전문가, 저서 <갈등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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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공동체내의 규칙 위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공동체는 훼손된 평화와 정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공동체는 어떻게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를 세우고 유지시켜갈 것인가?
갈등의 회오리 속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위의 질문들은 공동체의 생존과 연결된 근본적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
지 않는 공동체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공동체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갈등·분쟁이 발
생하면 잘못한 사람을 찾아서 처벌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잘못한 사람이 응당한
고통(처벌)을 받음으로써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오래된 응보적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처벌중심인 응보적 신념은 한계가 있어왔다.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서 그 사람이
변했는가? 처벌받은 사람은 이 후에 사회에 재통합되었는가? 처벌을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
되고 공동체가 안전하게 되었는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으며 교도소는 갈수록 차
고 넘치고 있고, 범죄자의 재범률은 높아지고 있다. 잘못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고통을 부여해
야 한다는 응보적 신념은 우리 의식 속에 오랫동안 뿌리박혀왔지만, 오히려 처벌을 통해 사람
은 변하지 않으며 사회에 재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낙인효과로 인해 사람들과, 사회와
더욱 깊은 단절감을 경험하고, 이 단절감은 다시 사회를 안전하지 않게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공동체는 갈등의 당사자를 공동체 안으로 재통합하지 못하고, 단절과 분열에서 벗
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갈등과 분쟁, 정의의 훼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떻게 갈등을 공동체의
성장 동력과 공동체의 재통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부여함을 통해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응보적
정의에 대한 대안으로써 사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회복적 정의는 당사자와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으로 발생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개념이다. 회복적 정의에서의
중요 개념은, 피해·자발적 책임·관계·공동체·정의의 회복이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이란 규
칙을 어긴 것 자체가 아니라 규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관계·공동체의 훼손이 문제라고 본
다.
회복적 정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워드 제어3)의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비교·제시하였다.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

3) 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교의 갈등전환학 대학원장으로써 회복적 정의를 가르치고 있다.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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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문
특징
핵심
초점

- 어떤 법을 위반했는가?

-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 누가 범인인가?

-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 어떤 처벌이 합당한가?

- 피해자의 요구는 무엇인가?

- 범죄는 국가와 법에 대한 침해이다.

-범죄는 사람과 관계성에 대한 침해이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가해자의 자발적인 책임, 공동체의 참여

회복적 정의는 처벌보다는 피해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발생한 피해를 맥
락적으로 이해하고,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와 욕구를 탐색하며 가해 당사자의 자발적 책임
과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을 중요시 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안전한 공동체에 통합되고, 공동체는 드러난 갈등과 문제를 통해 성찰하고 성장하는 계
기로 삼는다. 회복적 정의는 발생한 갈등과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의 문
제로 본다. 회복적 정의는 공동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를 어떻게 돌 볼 것인가에 대
한 전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Brenda Morison, 2005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의 교육적 실천으로, 학교 공동체의 정의와 갈등을 다룬다. 회
복적 생활교육의 통합적 학교적용 모델은 갈등 발생 이전의 예방 단계인 공동체성 강화 단계,
약한 갈등의 회복을 위한 공동체성 보수단계, 심각한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성 재건 단계별로,
공동체내 갈등의 강도에 따라 통합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제시한다.
특히 회복적 생활교육은 갈등의 예방단계로 공동체 내의 신뢰와 안전, 존중의 문화가 우선되
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 조직문화는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이기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공동체의 지도자는 힘을 독점하기보다 힘을 공유하는 리더십과 집단지성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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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갈등을 억압하고 회피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환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어 갈등을
통해 공동체는 배우고 성장하고 통합된다.
이런 의미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다양한 가치가 공유되고 존중되며 서로 침해하지 않는, 공
동체의 돌봄과 개인의 자기돌봄이 상충되지 않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데
깊은 통찰과 배움을 주고 있다. 특별히 공동체 내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회복적생활교육이 교육계 내에서 폭넓은 이해와 적용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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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관계
: 좋은 시민을 위한 교육과 좋은 인간을 위한 교육은 양립가능한가?
김형렬 (서울대학교)

I.

머리말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2012 년 9 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출범한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의 세 가지 우선 과제—교육기회 확대, 양질의
교육 제공,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중 하나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으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은 2015 년 5 월 인천에서 21 세기 교육 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을 개최하고 세계시민교육을 ‘교육 2030(Education 2030)’의
의제로 채택함에 따라, 교육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쉽을 발휘하고 글로벌 교육 공동체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공동협력을 추진해 나갈 획기적인 이정표를 맞이하게 되었다 (김진희, 2015). 이후
세계시민교육은 같은 해 9 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포함됨으로써 2030 년까지 전 세계가 노력하여 달성해야 할 공동의 교육 목표이자 개발
목표로 설정되었다 (UNESCO, 2016). 물론 세계시민교육을 유엔의 주도하에 근래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세계화의 도전과 지구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자질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계나 교육계를 통해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한 공유된 합의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유행과 같은 산발적 논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14 년 12 월 29 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인성교육을 중앙 정부 단위에서 법제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 목적을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구축하였으며,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덕목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선정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으로 교육 현장에 만연한 학교폭력, 따돌림, 청소년 자살 등의 문제가
완화되고 장기적인 교육의 방향과 분위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는 동시에,
경쟁적인 입시 위주의 풍토는 그대로 둔채 인성을 획일화하고 채점하는 제도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정책이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원고는 세계시민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최근 대한민국 학계와 교육계의 관심을 반영하여,
‘시민성 함양(citizenship-building)을 위한 교육’과 ‘인성 함양(character-building)을 위한 교육’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민과 시민성 개념의 기원, 시민교육의 두 가지
접근법,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각각 살펴본 이후, 필자는 인성교육이 학생들에게
동질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 윤리적으로 세련되고 정의 및 배려지향적인
인간을 길러내고자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면, 능동적이고 변화지향적인 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시민교육과 잘 조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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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관계에 주목하여, 시민교육과 인성교육 사이의 통합은 ‘세계시민교육’의 프레임 내에서
이루어질 때 더 성공적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II.
¥

시민교육의 발전

시민과 시민성 개념의 기원

서구의 전통에서 보면 ‘시민’이라는 용어는 ‘도시국가(city-state)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다음의 두 가지의 어원에 기원한다 (Clarke, 1994: 4). 하나는 그리스인들이 ‘폴리테스(polites)’라고
불렀던 것으로, 그리스 반도에 널리 산재된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polis)’에서 나온 개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라틴어 ‘키비스(civis)’로 이는 국가나 왕국을 의미하는
‘키비타스(civitas)’에서 비롯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영어에서 시민의 특성이나
정신을 의미하는 용어의 기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폴리스(polis)’로부터는 정치나 정책을
의미하는 ‘politics’와 ‘policy’ 등이 비롯되었고, ‘키비타스(civitas)’로부터는 ‘civic’이나 ‘civil’이
유래되었다. ‘폴리테스’와 ‘키비스’ 모두 “국가나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며 이를 위해 기능하는
개인이나 제도의 역할”이라는 뜻을 공유하고 있다. 즉, 서구의 어원적 전통에서 시민이라는
용어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의무와 책임, 공동목적, 유대와 공동체 의식 등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체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시민 및 이들에게 요구되는
자질로서의 시민성의 개념은 기원전 700 년에서 600 년 사이에 그리스 지역에서 최초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Clarke, 1994: 5). 시민성 개념의 형성에 있어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같은 정치
공동체로서의 ‘폴리스’의 출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민을
‘폴리테스’라고 불렀고, 이는 외딴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개인, 즉, 공적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개인을 뜻하는 ‘이디오테스(idiotes)’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고대 그리스 사회의 ‘폴리스’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정치 공동체는 일부 시민들—재산을 소유한
내국인 성인 남자들—에게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의식주와 필요의 범주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경제적 조건들을 제공하였고, 이에 그러한 필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만이 시민으로 불리었다. 이로부터 시민에게는 가족의 일을 떠나 공동체에 관련된 보편적인
관심사나 공동선, 공동의 이익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폴리스는 점차 ‘요새화된 도시(fortified town)’의 한 형태로서가 아닌
‘시민들의 집합체’나 ‘시민들의 결사체’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Clarke, 1994: 5).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시민들이 공동의 역경이나 난관, 혹은 ‘공공의 악(malum commune)’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전쟁에서 활용한 장갑보병,
즉, ‘호플리테스(hoplites)’로 상징되는 조직화된 군사 대형이 전투를 단순한 개인적 행동이 아니라
장군과 병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 싸우는, 집합적이고 협동적인 행동의
범주로 간주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시민들은 전투에서 조직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평등, 그리고 동일한 공동체에 소속된 시민으로서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Clarke, 1994: 6).
앞서 살펴본 시민 및 시민성 개념의 기원에 주목해 볼 때, 우리는 시민성의 개념이 오늘날 흔히
이해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법적 지위(legal status)’나
‘특권(privilege)’의 측면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의 관점에서 시민의 모습은 어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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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나아가 시민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적 이상(normative ideal)’의 측면
또한 포함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약컨대, 시민성은 한편으로는 법적 지위를 가진 시민의
권리를 포괄하는 ‘시민권’인 동시에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정체성과 시민적 헌신을
포함하는 ‘시민정신’ 혹은 ‘시민의식’이기도 한 것이다.

¥

시민교육의 두 가지 접근법

시민교육은 “어린이들과 청년, 성인들의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비형식적인
배움과 가르침의 과정” (Tawil, 2013: 3)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를 지나 근세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성과 시민교육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었으며,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등장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역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민 양성을 위한 목적에서
시민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 (히터아티스트, 2011). 소비에트 러시아와 나치 독일, 그리고 오늘날의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역시 나름의 실정에 맞는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에
주목해볼 때, 우리는 시민교육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형태의 교육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
시민교육의 개념 및 목표 등에 대해 포괄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틀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은 시민교육의 개념 및 목표의 모호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슈그렌스키와
마이어(Schugurensk & Myers, 2003)는 시민교육을 “현존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순종적인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시민교육”과 “해방적
변화(emancipatory change)를 위한 투쟁이 가능한 능동적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권한부여(empowerment)로서의 시민교육”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시민교육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을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표 1).
표 1. 시민교육의 두 가지 접근법 (Taw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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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의 첫 번째 접근법은 우리가 흔히 ‘공민교육(civics education)’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민성에 관한 객관적 지식과 국가에 대한 맹목적 애국심을 강조하는 전통적이고보수적인 방식의
시민교육이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정부의 구조나 기능, 형식적인 정치적제도와 시민적 삶의
과정들을 이해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며, 선거 과
정에서의 투표를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로 이해한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방식의 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이나 참여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 설교적이고
주입적인 교수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방식의 시민교육은
“시민성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citizenship)”이라고도 불리우며, 여기에서의 ‘좋은 시민’이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의) 좋은 생산자, 좋은 소비자, 좋은 애국자로 규정된다. 즉,
시민교육에 대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접근방식에 따르면 시민교육의 목표는 현존하는 사회 내의
질서를 수용하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며, 이는
곧 뱅크스 (Banks, 2008)가 정의한 “법적이고 최소적인 시민(legal and minimal citizen)”의 양성을
위한 시민교육에 상응한다.
시민교육의 또 다른 접근법은 우리가 흔히 ‘시민성 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학습자들에게 시민사회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변화지향적이고 진보적인 방식의 시민교육이다. 시민들이 구성원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며,
시민의 권리와 사회 내에 현존하는 부정의(injustice)에 대한 현실적 이해,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참여와 정치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민교육에 대한 변화지향적이고
진보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교사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학습자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에 변화지향적이고 진보적인
방식의 시민교육은 “시민성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citizenship)”으로 불리우며, 여기에서의
‘좋은 시민’이란 정치적으로 관여되어 있고(politically engaged), 사회 정의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타인에 대해 관용적이고 공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즉, 뱅크스(Banks, 2008)가
정의한 “능동적이고 변화지향적인 시민(active and transformative citizen)”을 의미한다.

¥

세계화의 진전과 세계시민교육의 등장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
(Gidden,
1990)의
정의에
따르면,
세계화란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적(local) 사건들이 원거리 지방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전 세계적
사회화”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워터스 (Waters, 2013) 역시 세계화를 “사회 문화적 삶의
구성에 있어서 지리적 구속력이 퇴조하는 사회과정이며, 사람들이 그러한 구속력이 퇴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세계화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세계화란 단순히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세계적인 확산이나 초국적 기업 활동 범위의 세계적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전 세계의 다양한 개인들과 층위들이 얽히고 새롭게
재구조화되는 전체적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혹자는 전세계적인 부의 증대와 근대화의 진전을
세계화의 핵심으로 규정하지만 (Friedman, 2005),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과 권력의 불균형,
전지구적 금융위기의 확산, 기후변화, 감염질병의 유행, 테러의 위협, 이주와 인권의 문제 등도 모두
세계화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Dobson, 2005). 즉, 세계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야누스적인 얼굴을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과 국민국가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던
기존의 시민성의 개념과 국민국가 내에서의 좋은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던 시민교육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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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을 받게 되었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호연결과 상호의존으로 인하여 여러
국가와 민족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 환경오염, 금융위기 등과 같은
지구촌 문제는 전통적인 국민국가 중심의 사고와 행위를 통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허영식, 2015). 이에 세계화의 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 즉, ‘세계 시민성’의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세계 시민성은 각 개인에게 고유한 국적, 인종, 민족 등의 특성이 아닌 ‘인권의 보편성(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에 기초한 시민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시민성과 구별된다. 예컨대,
마샬 (T. H. Marshall, 2009)이 주창한 공민권(civil rights), 정치권(political rights), 사회권(social
rights)으로서의 시민성이 국민국가의 존재를 전제한 개념이라면, 세계 시민성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개념이다. 달리 말해, 기존의 시민성 개념은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한정된 사람들만을 규정해왔고 국적이나 인종, 민족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해왔던 반면,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기초한 세계 시민성의 개념은 각 개인의 역사적,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지구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스바움 (Nussbaum, 2009)은 세계 시민성의 증진이 특정 개인과
공동체를 우선시 하지 않는 보편적 인류애를 확산시킴으로써, 편협한 국가주의와 애국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소이살 (Soysal, 1994)과 탐비니 (Tambini, 2001)가 제시한 “탈국가적
시민성(post-national citizenship),” 헬드와 아키부기 (Held & Archibugi, 1995)의 “범세계주의적 민주
시민성(cosmopolitan democratic citizenship),” 미시아젝 (Misiaszek, 2015)의 “지구적 시민성(planetary
citizenship)” 모두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 시민성 개념에 주목해 볼 때, 세계시민교육은 “인권, 평화, 정의, 비차별, 다양성,
지속가능발전 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초를 둔 세계 시민성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글로벌 교육의제 중의 하나로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학습자들이 단순히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세계시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사회변화의
능동적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실천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진희, 2015). 즉,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한 교수 방법이나 교육적 접근방식이 아닌 지구
공동체를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일종의
‘조정(intervention)’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는 가운데, UNESCO, OECD, Oxfam 과 같은
국제교육기구에서는 전세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할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 역량을
제안해왔다. 우선, UNESCO(2015)에서는 2015 년 발행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를 통헤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영역을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역량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표 2. UNESCO(2015)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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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ECD(2016)는 ‘교육과 역량의 미래: OECD 교육 2030 의 틀(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An OECD Education 2030 Framework)’을 통해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을 세계화
시대의 시민들이 갖추어야할 핵심역량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2018 년 PISA 부터 글로벌 역량을 필수
영역으로 도입하였다 (표 3). OECD(2016)의 글로벌역량 평가틀은 UNESCO(2015)에서 제시한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역량 영역에 덧붙여 의사소통 관리 영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표 3. OECD(2016)의 글로벌 역량 평가틀

Oxfam(2015)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가이드북(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Oxfam(2015)에서 정의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역량은 지식과 이해, 기능, 가치와 태도로 구분된다 (표 4).
표 4. Oxfam(2015)의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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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OECD(2016)의 글로벌 역량 평가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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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인성교육은 시민교육과 양립가능한가?

인성교육의 두 가지 접근법

시민교육이 “법적이고 최소적인 시민”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능동적이고 변화지향적인
시민”의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인성교육 역시 다음의 두
가지 접근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인성교육에 대한 첫 번째 접근법은 학습자들에게 “외부에서 강요된 행동의 기준에 대한
무의식적 순응(mindless conformity to externally imposed standards of conducts)” (Lockwood, 1986)을
요구하는 헤게모니적 도구로서의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보수적이고 교화적인
접근방식은 학습자들의 현 상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주로 활용되는 교수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미리 규정된
사고방식이나 행동패턴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하는 주입 혹은 교화(indoctrination)이다. 즉, 문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적이고 교화적인 방식의 인성교육의 사례에는 교사 모델링, 상벌제도, 문학 작품 등에
나타난 도덕적 영웅들의 덕목에 대한 칭송 등이 포함된다.
인성교육의 또 다른 접근법은 학습자들을 “원칙에 입각한, 배려적인 공동체의
구성원(principled and caring members of community)”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민주적 과정으로서의
인성교육이다 (Althof and Berkowitz, 2006). 교실 상황에서 동료 학습자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도덕적 추론을 필수적인 교수법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인성
특성을 내면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Lickona, 2001). 인성교육을 통해
장려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인성 특성의 목록에는 현재 사회 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공유되고 있는 가치들을 윤리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고능력이 포함된다.
인성교육에 대한 민주적이고 비판적인 접근방식은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인성 특성이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함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동시에 학습자들이 스스로를 그러한
긍정적인 인성 특성의 ‘저자(author)’로 경험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과한다. 예컨대,
진실성(integrity)이나 정직(honesty)과 같은 가치 덕목을 내면화시키고자 할 경우, 인성교육에 대한
민주적이고 비판적인 접근방식은 학습자들이 진실성 혹은 정직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 재구성하며, 나아가 왜 진실성이나 정직이라는 덕목이 긍정적인 인성
특성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통합

앞서 살펴본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두 가지 접근법은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성교육이 학생들에게 동질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교육이 아닌 윤리적으로 세련되고 정의 및 배려지향적인 인간을 길러내고자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면, 능동적이고 변화지향적인 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시민교육과 잘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 이에 한걸음 나아가, 필자는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이 “시민적 인성(civic
character),” “민주적 인성(democratic character),” 혹은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통합될 수 있다면 시민교육과 인성교육 각각이 가진 부정적 편견(negative stereotyping)을
극복하게 하는 상호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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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성교육은 민주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인성교육이
현상유지를 위한 헤게모니적 교화의 도구라는 부정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성교육에 대한 보수적이고 교화적인 접근방식은 학교 폭력, 따돌림, 마약 남용, 성적
문란(irrespobsible sexual behaviors)과 같은 청소년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픽스-더키드(fix-the-kid)”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픽스-더-키드” 패러다임 내에서 “객관적으로
좋은 인간의 자질들(objectively good human qualities)”(Lickona, 2003: 17)을 지니지 못한 “나쁜
아이들(bad kids)”은 그들의 도덕적 병리(moral dysfunctions)에 대해 비난을 받게 되며, 교화적
인성교육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라이언 (Ryan, 1976)의 표현에 따르자면, 보수적이고 교화적인
인성교육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사회 시스템을 비난(blaming the system)”하기보다
“희생자에게 책임을 전가(blaming the victim)” 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질서의 현상
유지를 도모하는 방식의 교육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문제의 “나쁜 아이들”은 사회적 병리현상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은 개인의 책임의 영역을 벗어나는 복합적 원인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종적으로 분리된 저소득 지역에 거주하는 인종적 소수자 청소년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들 보다 학교 폭력, 마약남용, 성적 문란과 같은 청소년
문제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소득 지역에
표 5.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통합 가능성
시민교육에 대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접근법
인성교육에 대한
보수적이고 교화적인
접근법

시민교육에 대한
변화지향적이고 진보적인
접근법

사회 안정을 위한 교육

인성교육에 대한
민주적이고 비판적인
접근법

해방적 변화를 위한 교육

거주하는 인종적 소수자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이는 많은 부분 사회 내의 인종차별과
거주지 분리(neighborhood segregation), 구조적 빈곤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인종차별이나 거주지 분리, 구조적 빈곤의 문제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지 개인이 책임을 져야할
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필자는 인성교육이 학습자 개개인의 인성을 교화하고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개인적, 도덕적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그러한 요인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성과
자율성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이는 인성교육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전체 사회 구조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수 있게 하는 민주 시민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와 같은 민주 시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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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는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시민적 권리에 대한 관심,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가치들에 대한 지지 등이 포함된다 (Berkowitz, 2000).
반대로, 시민교육은 인성교육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시민교육이 정부의 구조나 기능,
형식적인 정치적 제도와 시민적 삶의 과정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부정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교육에 대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접근방식은 학습자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제한하는 ‘지식
전수 모델(knowledge transmission model)’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프레이리 (Frerie, 2000)가 <<
페다고지>>에서 지적한 학습자들을 “돼지 저금통과 같은, 지식으로 채워져야 할 빈 용기(empty
vessles to be filled with knowledge, like a coin bank)”로 취급하는 “은행저금식 교육(the banking model
of education)”에 다름 아니며,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핵심요소, 즉, 인성의 핵심요소인
윤리적⋅비판적 사고 능력을 부정하는 방식의 교육이다.
그림 2. 해방적 변화(emancipatory change)를 위한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통합

그러나 시민교육의 목표를 능동적이고 변화지향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본다면,
시민교육은 필연적으로 학습자를 윤리적이고 비판적인 행위자로 만들기 위한 인성교육적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에컨대,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민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자들의 애국심은 특정 정치적 리더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나 명분없는 전쟁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를 통해서도 고취될 수 있으며, 민주적 가치와 정의를 구현한 헌법정신에 대한
존중감을 통해서도 함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지향적이고 진보적인 방식의 시민교육은
학습자들에게 국가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강요하기보다 인권, 민주주의, 자유 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이 소속된 국가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그들이 국가와 사회를 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국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인성의 핵심요소인 윤리적⋅비판적 사고 능력의 함양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윤리적으로 세련되고 정의 및 배려지향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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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세계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관계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의 관계

앞서 살펴본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통합 가능성에 덧붙여,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제기하고 있는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의 관계는 ‘좋은 시민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과 ‘좋은 인간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 사이의 “필요하고도
불가피한(necessary and inevitable)” 긴장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아래의
논의를 통해 필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고 있는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 사이의 간극은
‘시민’의 개념이 개인과 국가 공동체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통해서 규정될 때 결코 해소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통합은 ‘세계시민교육’의 프레임 내에서 이루어질 때 더
성공적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수세기동안 소크라테스는 정치적 삶에서의 철학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인물로
여겨져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정치 공동체가 민주주의의
요람(cradle)으로 여겨지는 고대 아테네였다는 이유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종종 “반성하는
삶(examed life)”을 살아가는 개인과 무지한 대중 사이의 갈등관계, 즉, 철학과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관계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해되어 왔다.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2007: 27) 역시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소크라테스를 묘사하고 있다: “인류는 소크라테스라는 한 개인이
법률 당국과 대중 여론을 상대로 의미심장한 싸움을 벌였던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아테네
시민법정에 세워진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한 플라톤은 민주주의의 타락에 실망하게
되었고, 결국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철인정치”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정치 공동체에 내에
존재하는 당파적 갈등과 분쟁은 오직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고,
정치지도자가 철학자가 될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파적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상 국가에 대한 관심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이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인간의 덕목’과 ‘좋은 시민의 덕목’을
구분하면서, 전자가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반면 후자는 시민이 소속된 공동체에 상대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좋은 인간의 덕목은 단수형(singular)인 반면, 좋은 시민의 덕목은
복수형(plurual)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좋은 인간의 덕목을 갖추지 않은 좋은 시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좋은 인간이 아닌 좋은 시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방금 논의한 것과 관련 있는 문제는 훌륭한 사람의 미덕과 훌륭한 시민의 미덕이 같은
것인가의 여부다. 이를 고찰하기 전에 먼저 시민의 미덕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할 것이다. 선원과 마찬가지로 시민도 공동체의 일원이다. 선원들은 각자 역할이 다르다.
그러므로 개별 선원의 미덕을 가장 정확하게 규정하려면 분명 각자의 고유 기능을
규정해야겠지만, 그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규정도 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서로 다르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공동체의 안정이라는 공통된 과제가 있는데, 여기서 공동체란
다름 아닌 정체다. 따라서 시민의 미덕은 반드시 정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체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만큼, 훌륭한 시민의 미덕도 한 가지만 완벽한 것일 수없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은 한 가지 완벽한 미덕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따라서 훌륭한 사람의
미덕을 지니지 않아도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 3 권
4 장, 1276b16-1276b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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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덧붙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이 오직 최선의 헌법에 의해 통치되는
이상 국가에서만 일치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Devlin, 1998):
“훌륭한 사람의 미덕이 훌륭한 시민의 미덕과 같은 것이냐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하나는 훌륭한 사람과 훌륭한 시민이 일치하는 국가도
있지만(i.e., 이상 국가),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결론은, 훌륭한 사람과
훌륭한 시민이 일치하는 국가에서는 시민이라 해서 모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공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정치가(politikos)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 3 권 5 장, 1278a40-b5).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이 이상 국가에서만 일치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반면(i.e., Case 1 과 Case 3 의 일치), 이상국가가 아닌 곳에서의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표 2):
1)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 좋은 인간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는가? (i.e.,
Case 2 는 존재할 수 있는가?)
2)

만약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 좋은 인간이 존재한다면, 그는 좋은 시민의 덕목을 갖출 수 있는가?
(i.e., Case 2 와 Case 4 는 일치할 수 있는가?)

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 좋은 인간이 존재할 가능성을 허락하였는가의
문제와 관련, 어윈 (Irwin, 1998)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이상 국가는 단순한 비유(metaphor)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윈의 해석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에서의 좋은 인간은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덕스러운 관계를 맺지않고서는 존재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한
삶(eudemonia)”을 영위할 수 없다. 공동체 내에서의 좋은 시민이 되지 않고서는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의 정합성을 위해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이
일치하는인간의 본성 및 존재의 궁극 목적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전제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곧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 국가가 현실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어윈은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서의 좋은 인간의 존재 유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표 6.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관계
Ideal city

Non-ideal city

Good man

Case 1

Case 2

Good citizen

Case 3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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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케이트(Keyt, 2007)는 <<정치학>>이 현실 정치인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진 실용적
지침서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이 일치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상
국가을 단순한 비유로 해석하는 입장에 반대한다. 특히 케이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정치인(politikos)에 대한 구분—“진실된(true)” 정치인과 4-5 세기 아테네에서의 정치인들 사이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으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다. 진정한 정치인은 올바름 그 자체를 위해 옳은 행위를
하지만,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물욕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옳은 행위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에우데모스 윤리학, 제 1 권 13 장, 1102a7-10).

‘정치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이가 오직 소수에 불과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곧 “진실되지 않은(untrue)” 정치인이 현실세계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진실된” 정치인들과 “진실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하나의 국가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케이트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 국가는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이 항상
일치하는 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실된” 정치인들과 “진실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구분이
가능한 국가는 본질상 이상 국가가 아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서 좋은
인간—이 경우 “진실된” 정치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이다 (Keyt, 2007: 231-32).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서 좋은 인간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케이트의 해석을 따를 경우, 다음으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과연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좋은 인간은 좋은 시민의 덕목을 갖출 수 있냐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된 관심사가 공동체 내의 정치적 안정(political stability)을 꾀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도적으로 문제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예컨대, 로빈슨
(Robinson, 1995)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석함에 있어 파생되는
어려움은 그의 관심사가 오늘날 우리의 관심사와는 다르다는 데에 있다. 우리는 종종 국가가 내리는
명령이 우리의 양심과 충돌할 경우, 국가에 대한 의무가 우리의 가족에 대한 의무와 충돌할 경우,
혹은 정치인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Robinson, 1995: 43).
이와는 달리 케이트 (Keyt, 2007)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좋은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좋은 인간은 “오직 그의 국가에 대한 복종이 조건적이라는 전제 하에서만(with the caveat that his
obedience to the city is conditional)” 좋은 시민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강조한다 (Keyt, 2007: 238-40). 보다 구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충돌 가능성을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폭군(tyrant)이 좋은 인간에게 그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명령하였을 경우이다. 이 때 그가 폭군의
명령을 따른지 않는다면 그의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케이트의 해석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 직면한 좋은 인간이 폭군의 명령에 복종 해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의 “가족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즉,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좋은 인간의 국가에 대한 복종은 그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둘째,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좋은 인간은 그의 자녀의 시민교육과 관련한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소속된 국가의
헌법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좋은 인간은 그의 자녀에게 어떠한 종류의 시민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케이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아테네 민주정에서의 시민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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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제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아테네—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에 따르자면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서의 좋은 시민은 그의 자녀에게 아테네의 헌법에 따른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좋은 인간은 그의 자녀에게 이상적인 헌법에 따른 시민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즉,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좋은 인간은 자녀의 시민교육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 좋은 시민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따르지 않는다.

¥

세계시민교육 프레임을 통한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통합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검토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서는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 사이의 간극이 결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상 국가가 과연 어떠한 국가를 의미하는 가의 문제는 그
자체로 논쟁의 대상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인간의 덕목’과 ‘좋은 시민의 덕목’ 사이의
구분이 ‘자연법’과 ‘실정법’ 사이의 구분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Keyt,
2007: 230). 즉, 좋은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국가의 실정법에 복종하는 것인 반면, 좋은 인간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자연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과 실정법의 차이에 주목할 경우,
우리는 역사상 존재한 어떠한 국가도 완전한 의미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상 국가로 분류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정법에 의해 통치되는 현실세계의 국가—예컨대, 국민국가—
에서는 항상 자연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1) 이상 국가에서는 실정법과 자연법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그러므로, 이상 국가에서의 좋은 시민은 항상 국가에 대한 복종을 자연법의 명령과
일치시킬 수 있다.

3)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서는 실정법과 자연법의 충돌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4) 그러므로, 이상 국가가 아닌 곳에서의 좋은 시민이 항상 국가에 대한 복종을 자연법의
명령과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국가에 대한 복종을 항상 자연법의 명령과 일치시킬 수 없는 국가는 이상 국가가 아니다.
6) 결론적으로, 실정법에 의해 지배되어 자연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국가
공동체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상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국민국가와 같은 형태의 현실세계의 국가 공동체가 결코 실정법과 자연법 사이의
충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현존하는 모든 국가
공동체는 구성원들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일정한 수준의 시민적 신념(civic faith)에 기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중략)…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후략)…”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유년기부터 학습해 온 일종의 국가적 교리(national creed)로 자리잡고 있다. 즉,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의 헌법의 정신과 이념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도 의문시해서는 안되는 최고의
규범으로 간주되며, 이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불경죄(impiety)’로 여겨진다. 더욱이,
국가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헌법의 정신과 이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시민적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시민적 신념에

14
124

의문을 제기하는 구성원을 용인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시민적 신념 자체에 반기를 들었던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민을 용인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궁극적으로, 국가 공동체의 존재 기반이 되며 구성원들을 하나로 통합해 주는 시민적 신념의
“무조건적인(unconditional)” 특성은 국가 내의 구성원들이 항상 자연법의 기준에 비추어 국가의
실정법을 평가하고 비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또한, 시민적 신념의 무조건적인 특성에
의해 지탱되는 국가 공동체 내에서 자연법과 실정법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공동체는 결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상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시민성의 개념이 개인과 국가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공동체
내에서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에 한걸음 나아가, 국가 공동체 내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 사이의 간극은 좋은 인간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과 좋은 시민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사이의 긴장관계를 내포한다. 시민교육이
시민적 신념과 국가 주권, 국가의 정당성 등에 기반한 특정 국가 공동체 내에서의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이해되는 한,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은 결코 완벽한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통합이 ‘세계시민교육’의 프레임 내에서
이루어질 때 더 성공적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림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세계시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사회변화의 능동적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실천성’을 함축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각 개인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에 관계없이 서로를 평등한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한실천적 ‘조정’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시민교육은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공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에 기반한 정치 공동체를
넘어서는—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범세계적인 민주주의 정권으로 통합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입장을 채택하고있으며, 학습자들로 하여금 현존하는 부정의에 도전하고 지구
공동체를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프레이리의 표현에 따르자면, 세계시민교육은
지구 공동체를 “인간화(humanization)”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기 쉬운”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집합적 노력의 과정인 것이다.
그림 3. 세계시민교육의 프레임을 통한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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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계시민교육은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민권 운동과 같이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시민성을 보다 평등하고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한 역사적
움직임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욱이,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민권 운동과
같은 기존의 움직임들이 역사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사람들을 완전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면, 세계시민교육은 그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시민교육의 프레임 내에서 시민성은 더 이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법적 지위이자 특권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정의되는 시민성의 개념은 인권,
평화, 정의, 비차별, 다양성, 지속가능발전 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구 공동체를 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와 같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민성의 개념을 ‘세계 시민성’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사이의 간극은 더욱 좁혀질 수 있다. 지구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동등한 시민으로 간주하는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정권에서,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은
항상 일치할 것이며, 나아가 좋은 시민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과 좋은 인간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 역시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V.

결론

본 원고는 세계시민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최근 대한민국 학계와 교육계의 관심을 반영하여,
세계시민교육과 인성교육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자는 인성교육이 학습자 개개인의
인성을 교화하고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개인적, 도덕적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이해하게 하고 그러한 요인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성과 자율성을 길러주어야 함을 논증하였으며, 이를 위해 민주 시민성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의 목표를 능동적이고 변화지향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한다면, 시민교육은 필연적으로 학습자를 윤리적이고 비판적인 행위자로
만들기 위한 인성교육적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이
“시민적 인성(civic character),” “민주적 인성(democratic character),” 혹은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통합될 수 있다면 시민교육과 인성교육 각각이 가진 부정적 편견을
극복하게 하는 상호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제기하고 있는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검토를 통해, 필자는 시민성의 개념이 개인과 국가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공동체 내에서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이 시민적 신념과 국가 주권, 국가의 정당성 등에 기반한 특정 국가 공동체 내에서의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이해되는 한,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은 결코 완벽한 통합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사이의
간극은 지구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동등한 시민으로 간주하는 프레임, 즉, 세계시민교육의 프레임
내에서만 극복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세계 시민성에 기반한 지구 공동체 내에서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은 항상 일치할 것이며, 나아가 좋은 시민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과 좋은 인간을
위한 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 역시 항상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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