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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인간임의 요소와 인성 함양

                                        백 종 현(서울대 명예교수, 철학)

1. 지능, 인공지능

  ‘지능(intelligence)’이란 보통 “지식과 기량을 획득하고 응용하는 능력”, 또는 “새

로운 대상이나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 방법을 알

아내는 능력”을 지칭한다. 당초에 “인간에 의해 수행되었다면 지능을 필요로 할 기

능들을 수행하는, 기계들을 창조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되었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보통 “시각 지각, 언어 인지, 의사 결정 및 언어 간의 

통역과 같이 통상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이론과 개발” 또는 “인간의 사고구조를 연구하고 이를 컴퓨터에 이전시키

려 시도하는 정보과학 분야”를 일컫는다. 그런데 ‘생명’을 자기복제 과정이라고 보

는 사람들은 지능을 “자기복제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 자기복제 능력이 없는 한에서, 곧 생명체가 아닌 한에서, 

일종의 ‘유사지능’이라 하겠다.

  다른 한편 인간에서 ‘지성(intellect)’이란 일반적으로 “(특히 추상적인 문제에 관

해) 추론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며, 보통 “상위의 지능”으로 이해

된다. 라틴어 어원상으로는 ‘지성(intellectus)’이나 ‘지능(지적 능력: intelligentia)’

은 굳이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가령 ‘지

능’을 “생각하고 공감하고 꿈꾸고 개념을 생산하는 전반적인 지적 능력” 내지 “다

양한 환경에서 복잡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한다면 ‘지성’

과 교환가능한 말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성적’에 비해 ‘지능적’은 흔히 지성 능

력 가운데서도 획득한 지식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활용하는 능력, 

복잡한 상황에서의 기민한 문제 해결 능력 내지는 상황에 대한 민첩한 대응능력이

나 계산능력만을 지칭—그래서 지능 담당 부서에 해당하는 영어 ‘intelligence 

bureau’는 정보국이나 첩보부서를 일컫고, 미국 중앙정보국의 명칭은 ‘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이다—하는 것으로 쓰인다. 그런 점에서 ‘지성적’이 대개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지능적’은 때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를 띤

다. “철수는 지성적이다.”와 “철수는 지능적이다.”라는 어법에서 보듯이 말이다. ‘인

공지능’ 역시 이러한 연관에서 유용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연과 타인에 대한 지배를 추구하는 세태에서 사람들의 그러한 경향성에 잘 부

응하는 “지식만이 참된 힘”이라는 가치 관념이 생긴 이래, 유능한 인간이란 유용한 

지식, 곧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택된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와 그를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습득해 있는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능력자를 의미한다. 근세 이래 이러한 자가 ‘참된’ 인간의 대명

사가 되어가는 추세에, 그와 같은 역량이 탁월해 보이는 ‘인공지능’이 출현하자, ‘인

공지능’도 일종의 인간이라는 논변들이 펼쳐지는가 하면, 오히려 인간을 대체할 더

욱 우수한 존재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수다들마저 일고 있다. — 이름 하여 ‘인공지

능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이러한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존속하고 그 품성을 어

떻게 함양해 갈 것인가?

2. 인간임의 요소

  땅(humus)에 사는 것인 인간(Homo)은 이성적 동물(animal rationale)이다. 땅에

서 호흡(anima)하며 호흡하는 동안만 생명을 갖는 시간적인 존재자인 인간은 그 제

한적인 동물성/생명성(animalitas)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힘에 의해 자연 안에서도 

자연을 환경으로 가공하여 산다. 그래서 인간의 생은 자연적(natural) 요소와 인공

적(artificial)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그 ‘인공적’인 것 

안에는 ‘창의적(creative)’인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져, 인간은 창조자인 신과 

순전히 피조물인 동물 사이에 있는 중간자라고 호칭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세기 

진화론의 등장과 함께 인간도 여타의 동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동물의 일종으로 

간주되더니, 20세기 물리주의(physicalism)가 득세하면서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 일

반이 차츰 기계적인 물체로 취급되고 있다. 급기야 21세기에 들어서 급진전하는 인

공지능과학기술과 의생명과학기술은 합세 합류하여 인체를 개조하고, 더 ‘나은’ 인

체를 생산해낼 것을 의욕하고 있다. 인간은 ‘인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신체주

의자들에게 인체의 개선은 곧 인간의 개선이겠다. 이른바 ‘트랜스휴머니즘

(transhumanism)’의 출현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개선된 인간’, ‘인간의 개선’이지 ‘현존 인간의 폐

기’나 ‘인간의 대체’가 아니다. 현생 인류가 파멸하고, 그 대신에 신생 우월 존재자

가 출현하는 것은 인류가 바라거나 그 도래를 망연히 보고 있기만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증진을 꾀해야 할 것은 휴머니즘(인문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의)이다. 그를 

위해 먼저 휴먼의 대표적인 요소부터 다시금 확인해보자.

  

 1) 생명성

  인간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동물성(animalitas)의 제1특성은 생명(anima)성이며, 

‘생명체(animal)’란 개체로서는 무한히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했다가 소멸하

는, 다시 말해 일정 기간만 생존하는, 그러면서도 자기산출 내지 자기복제 능력을 

지녀 종(種)의 영속을 기(期)하는 존재자이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생존능력을 가지



고 있으되 유한한 것으로서 일신을 존속시키기 위한 영양능력과 그 생명성을 이어

가기 위한 번식능력을 기본 자질로 갖는 것이라 하겠다. 이 점에서는 식물 또한 생

명체의 일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동물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능력이 일종의 욕구

능력인 식욕과 성욕으로 나타나고, 이것과 갖가지 욕망이 얽히며, 여기에 그를 실현

하기 위해 명칭 그대로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 곧 자동력(自動力)이 더해진다. 동물

은 ‘스스로 움직임’ 곧 자기운동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은 일정한 운동 끝에

는 피로감을 느끼고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한다. 요컨대 동물성

(animalitas)은 한편으로는 한갓 영양과 생장능력만을 갖는 식물성과 차별성을 가지

며, 자기 욕구(의지)에 따라 운동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

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계’ 또는 무생명성과도 구별된다.

 2) 존엄성

  인간의 인간임은 무엇보다도 존엄함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 인격의 존엄성이란 

인간은 여타의 사물(동물)에 대해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가짐과 함께 인간 사회 

안에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존엄성이란 누구나 받을 만한 경의와 영예와 겸허가 함께 하는 권위이다.” 그래서 

이 같은 권위를 갖는 인간은 누구에 의해서도, 무엇에 의해서도 그 실존이 대체될 

수 없고, 그의 생이 무엇에 의해 대리될 수도 없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개개 인

간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다시 말해 한 인간은 다른 무엇과 교환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인간은 어느 경우에나 결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의 가치 즉 존엄성을 갖는다는 인간관이 놓여 있다.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갖는 이

러한 존엄성이라는 “특권”은 다시금 인간이 자신을 도덕법칙에 종속시킴으로써 자

신과 다른 모든 이성적 자연존재자를 목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의 자율성에 근거한

다. 인간의 존엄성은 “도덕적 힘에 의해 [동물적] 추동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 

정신의 자유의 표현으로서 인간의 본질 중의 본질이다.  

 3) 자율성

  인간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는 것은 자

기를 타자처럼 대한다, 자기를 대상화한다는 뜻에서 ‘자기소외’이기도 하지만, 자기

를 성찰하고 반성함 그리고 그를 통해 자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너 

자신을 알라(γνῶθι σεαυτόν)!’는 명령은 오직 자신을 들여다 볼 줄 아는 존재자에

서만 의미를 얻는다.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존재자가 동물성 또한 갖기에, 반성하고 반성해도 동물

적 욕구에 곧잘 휩쓸린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지배(ἐγκράτεια), 자기통제의 이념을 



갖고, 그로부터 윤리 도덕의 개념이 생기고 법치국가의 형태가 등장한다. 

  윤리는 이성적이면서 동물적이기도 한 존재자의 자기통제 양식이다. 인간의 자기

지배의 힘, 그것이 자유이다. 자유(自由), 곧 ‘자신에서 비롯함’을 통상 스스로 운동

을 개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풀이하지만, 이에 더하여 인간이 자유롭다 함은 자신

의 자연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나,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비로소 개시할 수 있는 힘 

곧 당위(當爲) 실천의 역량을 가짐을 뜻한다. 윤리적인 한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

재자인 것이다. 윤리는 인간의 자기규범 곧 자율(自律, αὐτονόμία)이다. 타율적 규

칙인 자연의 법칙과는 다른, 인간 스스로 세우고 그에 스스로 복종하는 자기규범이 

윤리 도덕의 법칙이다. 이 윤리 도덕의 법칙이 선성(善性)의 규준이며, 그러한 ‘선

함’, ‘옳음’의 이념에 따라 인간은 헌정 체제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국가사회를 자치

(自治)함으로써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상호 보완한다. 법치와 함께 인간의 

문명사회는 열렸다. 

 “인간은 자기의 이성에 의해, 하나의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

회 안에서 기예와 학문들을 통해 자신을 개화하고, 문명화하고, 도덕화하도록 정해

져 있다.”(Kant)

  인간은 자신의 결함을 인식하고, 결함을 매울 방안을 강구하고, 그것도 중지(衆

智)를 모으는 회의를 열고,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를 세워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한

다. 인간이 이웃과 함께 회의를 연다는 것은 ‘나’와 ‘너’의 차이와 함께 대등함을 안

다는 뜻이며,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자율의 힘과 함께 방종할 우려 또한 가짐을 

뜻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유(類)로서 곧 인류로서 진보한다. 개체로서 인간은 많은 점에서 

불완전하지만, 유로서 인간은 완전함으로 나아간다. “이성적일 수 있는 동물(animal 

rationabile)”인 인간은 자기 형성의 노고에 의해 자신을 “이성적 동물(animal 

rationale)”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4) 말의 다양성과 사고의 보편성

  인간은 완성된 자라기보다는 완성해 가는 이성적 동물이다. 그렇기에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 “인간은 오직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

간은 교육이 인간에서 만들어내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가진 소질을 배

양시키고, 부족한 소질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통해 인간은 성장해간다. 선배 인간이 

후배 인간을 가르치는 과정을 거쳐 인간은 인간으로 되어가는 것이다. 신이 ‘순수 

현실(actus purus)’이고 동물이 운명 지워진 자이며, 기계가 프로그램적인 것이라

면, 인간은 ‘가능적’ 존재자이다. 

  무릇 ‘가능성’, 그것은 전진으로도 후퇴로도, 상승으로도 추락으로도 나아갈 수 있



음인 만큼 인간은 늘 자기 독려, 상호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로 인해 인간에서는 

말이 발달하고 사고가 깊어진다.

 “인간은 분명히 생각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자이다. 이것이 그의 전 존엄성이며, 

그의 전 장점이다. 그래서 그의 전체 의무는 필요한 만큼 생각하는 데에 있

다.”(Pascal)

  그런데 사고는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서, 개념과 기호의 체계이다. 

계산적 사고는 기호만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으나, 논변적 사고는 개념 없이는 진

척이 없다. 개념이란 복수의 것을 외연으로 갖는 것이니 보편적인 것이다. 보편적인 

것은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매개적이고 간접적인 것이다.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성’의 본질이 개념적 사고에 있다고 

보는 것은, 인간은 사물을 즉물적으로 대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다시 말해 표상적으

로 대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념은 말에 담겨져 있다. 개념은 낱말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은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족속마다 다르기가 십상이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변천해간다. 각자 자기 모국어로, 서로 다른 모국어가 담고 

있는 개념으로 사고하되, 보편성을 지향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각자 모국어를 

가진다는 점에서 인간은 기계와 구별되고, 보편적 개념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느 동

물과 구별된다. 

  인간은 서로 다른 말(λέξις)을 통해 같은 사고(λόγος)를 하는 것이다. 사고의 보

편성은 ‘인류’ 성립의 기반이되, 말의 다양성은 어족(語族)의 독자성과 특수성의 표

출로서 ‘보편성’이 몰아붙이기 십상인 독재성과 획일성을 방지한다. — 특정 어족의 

말이 인류의 표준어가 된다거나, 인류가 특정 하나의 언어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무

엇보다도 인간을 기계화로 몰아감으로써 인류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 

인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종의 다양성과 함께 언어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칫 그 다양성에서 올 분열과 갈등은 사고의 보편성에 의한 상호소통이 방

지해줄 것이다.      

 5) 미감(美感)  

  인간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를 택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비

싸더라도 다홍치마를 취한다. 잠시 후에 먹을 떡을 형형색색 빚고, 의식주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장미꽃을 애써 가꾼다. 먼 나라까지 가서 시간과 경비를 들여 외딴 곳

의 미술관을 찾아가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할 일을 미뤄놓고 음악회에 간다. 인

간의 미감(美感)은 감각에서 발단하지만 정신적 흡족에서 일어난다. 인간의 실존에

서 이러한 미적 활동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본원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 인간

은 효율적으로 일하고자 하지만, 때로는 미감을 위해 효율성을 뒤로 미룬다. ‘미감



적 효율성’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6) 행복감

  그 성취는 행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덕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인간은 늘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幸福, εὐδαιμονία, felicitas, happiness, Glückseligkeit)은 

일반적으로 “필요들과 경향성들의 전적인 충족” 또는 “자기 상태에 대한 전적인 평

안함과 만족”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경향성이 향해 있는 것은 대개 부(富), 명예, 권

력, 건강, 장수 같은 것들이다.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명예롭게 건강한 상태

로 친한 이들과 더불어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고, 이러한 바람이 충족되면 최고로 

행복함을 느낀다. 저러한 요소들은 사뭇 상대적인 것인 만큼 사람마다 자족(自足)의 

정도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현재와 예상되는 미래에 자기의 상

태가 만족스러우면 행복을 느낀다. 보통은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감도 잠시, 

잇따라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성취를 이루면서 오래

도록 행복을 느끼고자 한다. 그래서 인간 세상은 성과주의 회오리바람에 휩쓸린다. 

그러나 욕구를 줄여나가 평정심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더러는 있어서, 지복(至

福) 내지 정복(淨福, μακαρία, beatitudo, Seligkeit)이라는 개념도 있다. 

  무엇인가 충족감에서 행복이 생긴다는 것은 행복이 실은 결여의 의식에 기초되어 

있음을 말한다. 충족감이란 결여 의식—설령 무의식적이라 하더라도—을 전제로 하

는 것이니 말이다. 무엇인가 결여, 부족함, 허[虛]함, 빈 것의 의식은 보충, 보완, 

완성으로의 욕구를 유발하고, 그 욕구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 불행을 

느낀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서 만들어내고자 하고, 그 성취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적 욕구 충족의 만족감과는 무관하게 자연적 

또는 사회적 쾌적감이나 아름다운 것을 볼 때의 흡족함에서도 행복을 느끼니, 만족

감 이상의 행복도 있다. 어느 경우에는 행복감을 또 어느 경우에는 미흡에 의한 불

행한 감정을 갖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고, 그것은 인간이 감정 작용을 하는 마음을 

가진 까닭이다.

3. 인성 함양

  위에서 일별해본 요소들이 어우러져 인간(human)의 인간임(humanity), 인문성(人

文性), 인성(人性)을 이룬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함양함으로써 한 “인간은 인간이 

된다” 하겠다. — 무릇 “인간은 교육(l’éducation)을 통해 만들어진다.”(Rousseau) 

“인간은 교육해야 할 유일한 피조물이다.” 인간임의 요소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단지 배아일 뿐이기에, 인간은 각자 이를 배양하여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율적인 한에서, 교육은 타자 곧 외부에 의해서 촉발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의 부응 곧 내응(內應)이 있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 인간의 교화(敎化)는 근본적으로는 자기 교화이며, 그 핵심은 지성의 함양이다.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지반은 그의 지성에 있기 때문이다. 

 1) 인격적 주체의 자기 교화

  제아무리 물적 기반이 잘 놓인다 해도 그것으로써 인간이 바로 인간이 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물적 기반은 인간이 기껏해야 동물적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 인간

적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채비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자기 교화, 자기 도야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자기 교화란 덕성 함양을 통해 자기를 다스림, 자제(自制) 자치(自治)함을 말한

다. 덕(德, virtus, Tugend)이란 문자 그대로 도덕적 유능함, 다시 말해 마땅히 할 

바, 즉 의무를 행할 힘을 말하며, 이러한 힘을 기름[敎養]으로써 인간은 인간이 된

다.

  인간의 행위는 의욕에서 생기는 것이고, 의욕은 으레 표적 내지 목적을 향해 있

는 것이니, 덕행이란 “동시에 의무인 목적”을 수행함을 말한다. 인간 행위에서 이

러한 ‘동시에 의무이면서 목적’인 것으로는 ‘자신을 완전하게 함’과 ‘남의 행복을 

증진함’, 두 가지가 꼽힌다. 그런데 이것들을 서로 바꿀 수는 없으니, ‘자신의 행복

을 증진함’은 결코 의무가 될 수 없고, ‘타인을 완전하게 함’이란 이미 스스로 목적

을 세울 수 있는 인격으로서의 타인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론 역시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는 통찰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자기 행위의 최종 목적으로 삼거니와, 그것은 동물로서의 인간은 

저절로 ‘감성적 욕구 충족’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간은 만약 그것이 자기의 완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어떠한 욕구도 단절하

고자 하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다. 자기가 부단히 얻고자 하는 행복을 남이 얻도

록 하는 것은 나의 의무이고, 나의 행복을 얻으려는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곧잘 훼

손될 위험에 처하는 나의 인격을 완전하게 함 또한 나의 의무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에 ‘나의 자유의사로 하여금 나의 행위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 

즉 나의 행위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무 이행이 덕행인바, 덕행의 기초는 덕성의 함양이다. 그리고 덕성의 

함양은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개발을 통해 각자의 이

론이성과 실천이성을 육성하고, 미감(美感)을 계발하고, 공통감을 배양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꼽아보자면 각자의 자기 훈도와 자연과의 교유, 그리

고 사회(이웃)와의 소통 같은 것이겠다.

  인간의 모든 품성과 함께 덕성도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취득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각자 “자

기 자신에게 행하는 훈도(훈육)”가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단한 자기 채찍질, 

절차탁마가 필요한 것이다. 무릇 덕은 방해물, 즉 자기 안의 자연적 경향성과의 투



쟁을 통해 강화되어 가는 것인바, 이러한 투쟁은 때로 생의 기쁨을 희생해야 하니, 

이러한 기쁨의 상실은 자칫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훈육

의 지속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덕의 훈련에서의 규칙은 “완강하고 유쾌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이다. “아름다운 영혼에서 감성과 지성, 의무와 경향성은 조

화를 이룬다.” 덕의 수행은 미와의 친화, 미감의 도야를 통해 큰 효과를 얻는다. 그

것은 아마도 미[감]적 감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덕으로 기울게 하는 어떤 성품

을 굳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미적 감정은 이미 그 안에 사회성을 포함하고 있으니, 미적 감정은 끊임

없이 타인과의 교유를 부축한다. 그러니까 인간 문명의 시작은 감정의 전달[공유]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통감(sensus communis)’에서 비롯한 것이라 하겠다. 이

웃과 미감을 공유하면서 함께 하는 삶보다도 더 유쾌한 삶이 있겠는가. 도덕법칙 

수립의 기반인 ‘양심(Gewissen)’, 곧 공동의 의식, 함께 앎(conscientia, 

Mitwissen)도 이러한 공통감을 전제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공통감, 양심의 바탕 

위에서 덕의 사회를 이룩함으로써 산업의 진흥으로 동물적 생을 구제한 인간이 실

로 인간적 생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성 함양

  과학기술과 산업이 급진전할 때야말로 사람들의 인문학적 지성(intellectus)의 역

할이 절실하다. 달리기는 자동차에, 날기는 비행기에, 계산하기는 인공지능에, 산업 

노동은 로봇에 맡기면서, 인간이 하는 주요한 일은 이것들을 조정하고 이것들의 일

들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인간에게는 균형 잡힌 통찰력, 곧 온

화한 지성이 필요하거니와, 이러한 지성은 기민한 지능과는 달리 냉철한 머리와 따

뜻한 가슴의 화합에서 배양된다. — ‘인공지능시대’의 참 주역은 ‘지능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성적’인 사람, 특히 인문적 지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지성은 믿음이나 판단, 행위의 좋음에 적용되어 동의나 주장을 공유 가능한 의미

들의 자유로운 소통으로 바꾸고, 느낌을 질서 있고 개방적인 인식으로 바꾸고, 반

작용을 대응으로 바꿈으로써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한 좋음을 구성하기 위한 비판적 

방법이다. 그래서 지성은 우리의 뿌리 깊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 즉 모든 합당한 

희망의 버팀줄이자 지지대이다.”(Dewey)

  “지식이야말로 힘이다”(ipsa scientia potestas est)라는 매력적인 표어는 과학적 

지식이 전근대적인 삶의 고초들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의식주의 필수품을 구

하는 데 매인 사람들의 삶에 자유와 여가를 줌으로써 충분한 신뢰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힘인 지식은 인간을 노예화하는 데서도 세계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데서

도 어떠한 한계도 알지 못한다.” 힘인 지식은 타인을 지배하고, 자연을 개작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제한 없이 이용된다. 지식은 기술에든, 자



본에든, 권력에든, 전쟁에든, 가리지 않고 힘이 된다. 갈수록 과학기술이 대세로 자

리 잡고, ‘진짜 힘’으로 찬양받는 것은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과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을 이용하는” 지식=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각종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자연과 사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가는 인간이 자기를 다스릴 힘을 함께 배양하지 못하면, 그 지배력은 자칫 

폭력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로 무장한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

서 자칫 폭력을 휘두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부단한 자기 교화(Kultur)와 교양

(Bildung)이 필요하다. 교화와 교양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품성을 갖추어감이

다. 

  그런데 교양을 쌓기란 참으로 어렵다. 자연을 지배하고, 타인을 지배하는 것보다 

자기를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타자를 지배하는 데서는 쾌감을 얻으나, 

자기를 통제하는 데서는 고통이 따르기 십상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양

의 학문, 인문(人文)의 학문이야말로 사람됨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로서 그만큼 더 

막중한 소임을 갖는다 하겠다. 지능 증강, 인공지능 개발로 이어지는 도구적 지성능

력 배양이 자연과 사회의 지배, 곧 타자 지배를 향해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문명’ 

사회가 배태하고 있는 폭력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교양, 자기 통제적 

이성의 힘뿐이다. 최고도의 산업사회에서든, 포스트휴먼의 사회에서든 인간이 인간

인 한에서 그를 굳건하게 해줄 것은 그의 인문적 교양이다. 

  무릇 자연과학이 자연을 알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탐구하며, 사회과학이 타

인을 알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법을 탐색하는 것이라면, 인문의 학문은 나를 알고 

나와 함께 사는(나를 극복하는) 법을 성찰하는 데 참뜻이 있다. 그러니까 인문 학문

은 본디 타자와 거래할 것이 없는, 오로지 자기에 의한 ‘자기를 위한 공부[爲己之

學]’이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 도구적 이성의 힘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면 인문 

학문은 입법적 이성의 힘을 강화시키는 공부라 하겠다. 여타의 동물들에서도 생존

을 위해 인간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 상응하는 어떤 짓을 하는 양을 볼 수 있

으나, 인문 학문에 해당하는 짓은 볼 수가 없다.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땅굴을 파

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사냥을 하는 짐승들은 보여도 시를 짓고, 하루 일과를 돌

아보며 행실을 뉘우치는 짐승은 보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한 공부’, 입법적 이성의 

힘을 배양함은 아마도 인간성의 특성 중의 특성일 것이다. 

  자신을 만들어 가는 공부는 향내(向內)적인 것인 것이거니와, 인간만이 자신을 

‘이성적 동물’로 규정하고서 자신을 부단히 성찰하며, 자신이 조탁을 필요로 하는 

존재자임을 깨우친다. 이러한 깨우침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고, 자율성을 키

워 존엄성을 고양하고, 말을 다듬고 미감과 행복감을 배양함으로써 지성인

(intellectual)이 되는 일, 그것이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과제이다. 그리

고 그 공부의 단서는 언제 어디서나 다음의 경구 안에 있다. —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을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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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창 우(서울대 인성교육연구센터장 ․ 윤리교육과 교수)1)

Ⅰ. 머리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 늘 방황하는 존재는 시민이 될 수 없고 인간도 될 

수 없다. 타인에게 있어서나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는 그런 존재이다. 무릇 훌륭한 

사회적 존재가 되기 위해선 언행이 일치해야만 한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땐 자신의 방침에 근거해 

심사숙고하되 한 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선 과감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누군가가 

그러한 사람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가 인간인지, 시민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 성향을 동시에 

지닌 사람인지, 그래서 그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Rousseau, 이환 역, 2008: 16).

교육에 관한 탁월한 작품인 『에밀』에서 루소는 인간과 시민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후, 

인간을 만들 것인가, 시민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두 성향을 동시에 지닌 사람을 만들 것인가에 대

해 묻는다. 이러한 물음은 사실상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인간을 

만들어야 하는가, 훌륭한 시민을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두 가지 목표를 통합하여 진정한 인간이

면서 동시에 훌륭한 시민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좋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훌륭한 시민을 길러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러한 두 교육의 동시적 강조는 국내외 주요 문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인격 도야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격의 충분한 계발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강화”(제26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이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더라도 문

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양자를 모두 추구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은 두 교육 간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명

을 생략한 채 결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가 무엇인지 먼저 묻고 

난 후, 이러한 관계 정립을 통해 설정된 교육의 이상과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물

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교육 간 관계 설정에 앞서 각 개념의 조감

(鳥瞰)을 돕기 위해 개념을 정의한 후, 두 교육 간 관계를 정립하고 이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적 인간

상을 설정할 것이며, 끝으로 이에 따른 교육 실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개념

인성은 지금까지 ‘도덕성, 사회성, 감성의 결합체’라고 규정되기도 하였고(천세영 외, 2012), 인

간 본성, 개성, 성격, 기질, 성질 등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자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바

1) 이 글은 한국윤리교육학회 주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 정립 및 실

천 방향 모색”, 2017. 11. 10. 서울대학교)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람직함이라는 가치를 약한 수준에서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과 사회성․감성 간 개념적 위계 

및 연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 인성의 본질적 속성을 놓치면서 다른 속성 혹은 부분적 

속성을 인성과 동일시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인성은 그런 것이기보다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아

가기 위해, 혹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가리킨다(정창우, 2013, 2015a; 「인

성교육진흥법」 제2조).2) 여기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이란 ‘내면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바탕으

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간다움의 핵심적 자질과 능력(즉 도덕적, 시민

적 인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간의 가장 인간됨의 심연에는 ‘양심(良心)’이 자리 잡고 있다. 

인성교육의 목표는 아래 <표1>과 같이 상호보완적 특성을 갖는 인성의 두 차원, 즉 도덕적 인성

(moral character)과 시민적 인성(civic character)을 통합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다.3) 도덕적 인성은 

주로 바람직한 내면 및 인간관계(relationship) 형성에 관련된 것으로서, 선과 옳음, 도덕적 신념에 따

라 행동하려는 성향이자 윤리적 실천을 위해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가리킨다(Lickona & Davidson, 

2005; Shields, 2011: 50). 도덕적 인성은 선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바람(desire)에 뿌리를 두고 있고, 선

택과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 인성을 지닌 사람은 부도덕한 고려보다 도덕적인 고려에 우선성을 부여

한다. 이와는 달리 시민적 인성은 바람직한 시민성(citizenship) 발달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동선에 기

여하는 참여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덕, 헌신 등을 포함한) 자질이

자(Boston, 2005: 5) 공동선을 위해 공적 영역에 효과적으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성향과 기술

(Berkowitz et al., 2008: 402)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를 넘어서, 혹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타인과의 

협력 및 (정의의 원리와 배려 윤리에 의해 인도되는) 공동선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성향과 능력

을 의미한다(Shields, 2011: 51-52). 이와 같이 어떤 정의에 따르더라도 시민적 인성 개념에는 ‘공동

선4)에 기여하기 위한 자질’이라는 특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인성과 시민

적 인성은 훌륭한 인성을 위한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보자면 상호촉진적인 관계

2) 본 연구자는 사회성과 감성, 정체성 등을 인성의 잠재적 요소로 간주하더라도 구심점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삶’과의 연계성을 가져야 비로소 인성의 범주에 온전히 포함될 수 있음을 선행 연구(정창우, 2013: 294)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심미적인 경험을 통해 발생한 감성 혹은 정서성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충일하게 하거나(혹은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끼는데 기여하거나) 자기성찰과 연결되어 자신의 삶

의 방식을 쇄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성의 요소로 간주될 수 없으며, 사회성이 사회적 책임 및 의

무감과 만나는 지점이 없다면, 다시 말해 여기서 지칭하는 사회성이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유익함을 위한 사회

적 기술(social skills)에 불과하다면 이를 인성의 요소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3) 리코나와 데이비슨(2005)은 ‘지적으로 뛰어나고(smart) 선한(good)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교 교육의 두 가지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도덕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performance 

character)’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도덕적 인성이 관계 지향적인 특성(relational orientation)을 갖고 

윤리적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자질인 반면, 수행적 인성은 높은 학업성취나 직업적 성공 등과 같은 과업완수 지향

(mastery orientation)적 자질로서 대표적으로 근면, 인내, 자기규율, 긍정적 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이후에 리코나와 데이비슨의 연구 결과를 차용하여 쉴즈(Shields, 2011; Shields et al., 2013)는 인성을 지적 인

성,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으로 구분하여 보다 정교한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본 연구자가 보

기에, 수행적 인성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질들은 도덕적 인성에 포함되는 핵심 인성역량 중 ‘자기관리역량’(바

람직한 자아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 및 관리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에서 대부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적 인성을 인성의 독립적 차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쉴

즈, 버코위츠 등(Shields et al., 2013: 174)도 수행적 인성이 자기관리(self-management)의 기술을 반영하고 있음

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개인적, 사회적 삶의 맥락에서 바람직한 행동의 가능성을 높이고, 선하고 

정의로운 인간으로서의 됨됨이와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인성교육의 본질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수행적 인

성보다는 ‘시민적 인성’이 인성의 대표적 차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4) 여기서 말하는 ‘공동선의 추구’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선(좋

음)’과 공동체 또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와 공공복리를 지향하는 ‘공동선(the common good)’ 간의 조화

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즉 시민은 자신의 고유한 자유(혹은 사익)를 중시하면서 자제와 양보를 통해 공익에 기

여해야 한다는 것이다(송호근, 2015: 375). 이는 인성 및 시민교육 관점에서 볼 때, 사익과 공익 간에 균형추를 

달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의 계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 성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핵심 가치‧덕목
성실(정직), 절제, 도덕적 용기, 존

중, 배려, 책임, 예(禮), 효(孝) 등

소통과 협력, 시민적 용기, 관용, 박

애(인류애), 인권, 정의, 시민적 예의․

교양, 평화, 생태 등

핵심 인성역량
자기관리역량, 인문학적(심미적) 

감성역량 등

의사소통역량, 갈등해결역량, 공동체

역량 등

시민성

법적 시민성 윤리적 시민성

로위

(Lowi, 1981)

헌법과 법령에 의해 규정된 정치공

동체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

가치, 규범, 전통, 문화에 의해 규정

된 공동체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

쿠퍼

(Cooper, 1991)

공식적인 규칙과 법률에 의해 규정

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지위와 역

할

공적 영역에서의 시민적 참여에 의해 

드러나는 것으로서, 법적 시민성을 

재정의하는(redefine) 역량

를 형성한다.

<표1> 인성의 두 차원 :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

한편, 우리 사회에서 ‘시티즌십(citizenship)’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시민권, 시민성 등으로 번역

되어 이해되고 있다. 시민권은 흔히 시민이 국가나 공동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특정한 정

치 공동체에 귀속될 수 있는 법적 지위나 자격과 관련지어 이해된다. 반면 시민성은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활동 내지 책임 있고 유능한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덕성과 역량에 관련된 것으로, 흔히 

시민의식이나 시민정신 개념과 통한다(Kymlicka & Norman, 2000: 3; 변종헌, 2014: 124; 심성보, 

2014: 357; 장은주, 2017: 132). 이 글에서는 시티즌십을 시민성이라고 번역하되, 두 차원의 의미 모두

를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시민성은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이자 시민이 되기 위한 

덕성과 자질 모두를 포함한다.    

<표2> 시민성의 두 차원 : 법적 시민성과 윤리적 시민성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시민권과 시민성, 혹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중

심으로 전개되어왔지만,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차원들(dimensions)이 고려되면서 논의되고 있다. 이

러한 다차원적 고려중에서 특히 인성교육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주목해야 할 연구는 <표2>에서와 

같이 로위(Lowi, 1981)와 쿠퍼(Cooper, 1991)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은 모두 시민성의 차원을 ‘법

적 시민성(legal citizenship)’과 ‘윤리적 시민성(ethical citizenship)’으로 구분한다. 로위는 전자를 

“헌법과 법령에 의해 규정된 정치 공동체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로 정의하는 반면, 후자에 대해서

는 “가치, 규범, 전통, 문화에 의해 규정된 공동체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로 정의 내린다. 로위의 

방식과 유사하게 쿠퍼는 법적 시민성을 “공식적인 규칙 및 법률에 의해 규정된 지위와 역할”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홉스적 관점과 다수의 횡포를 경계하는 시각, 그리고 높

은 시민성이 작동되기 어려운 현대 사회의 현실에 대한 조망 등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윤리적 차원의 시민성이 작동되기 어려운 이유에 주목하기 때문에, 법적 시민성 개념은 ‘법률

에 의해’ 규정된 멤버십 지위와 권리, 의무 등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윤리적 시민성은 공적 문제



에 대한 시민 참여를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서, 법적 시민성을 재정의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행

시키는 특징이 있다(Cooper, 1991). 여기서는 법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치, 규범, 전통, 문화, 합의’

에 의해 멤버십(membership)의 지위와 권리 및 의무가 규정되고 구성원 간에 권한이 공유되며 광범

위한 능동적인 참여가 권장된다. 이러한 관점을 수용한 왕과 쿠퍼 등(Wang, Cooper et al., 2017: 

830-831)은 최근 연구를 통해 ‘능동적인 시민적 참여’가 이러한 윤리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핵심적

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즉 이러한 능동적 참여가 시민적 자신감(self-confidence)뿐만 아니라, 협상

이나 타협과 같은 민주적 기술, 공동선을 위해 동료 시민들과 협력하는 태도,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과 책임감 등을 포함한 ‘시민의 덕성’ 함양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Ⅲ.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 정립

이상과 같은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인성과 시민성의 관계(즉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교육 실천적으

로 건설적인 양자 간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우선 개념 간 차별성 측면에서 볼 때, 시민

성 개념은 주로 시민과 정치공동체의 관계를 규정할 때 사용되고 공적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및 참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내면의 건강과 아름다움이나 조화로운 인

간관계 형성과는 일정 정도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서도 인성과 시민성 간에는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인성과 시민성의 하위 요소들은 중첩 부분을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적 특성

을 갖는다.     

위의 [그림1]에 제시된 ‘a’는 도덕적 인성, ‘b’는 시민적 인성(혹은 윤리적 시민성), ‘c’는 

법적, 정치적 시민성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각 차원 간의 경계선을 점선으로 표시한 이유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경계선을 친 다음 남게 되는 잔여적 범주를 어떤 

특정 범주인 것으로 잘못 귀결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즉 점선 표시는 각 차원들이 엄

격하게 분리되는 대신, 중첩적이고 연속적이며 동태적인 관계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먼저 주요 개념을 설명하자면,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 개념은 Ⅱ장에서 이미 정의내

린 바와 동일하지만, ‘법적, 정치적 시민성’ 및 ‘윤리적 시민성’ 개념은 앞서 제시한 ‘법적 시

민성’과 ‘윤리적 시민성’ 개념을 변용(특히 확장)하여 사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로위와 

쿠퍼는 법적 시민성을 설명할 때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규정의 근거를 법률적 차원에 국한시켜 

놓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정치적 차원을 추가하고자 한다. 시민적 지위와 역할에 따른 존

재 양식이나 행동 양식은 기본적으로 법적 혹은 법 교육적 근거에 의해 규정되지만, 민주국가의 주

권자인 시민의 정치 생활에 필요한 자질과 역할은 정치학적, 정치교육적 근거에 의해서 보다 풍부하



게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법적, 정치적 시민성’ 개념은 법 

교육 및 정치(학)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의해 주로 뒷받침되며, (법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주체자로

서 시민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 이해, 기능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주로 ① 법에 근

거한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권리 및 역할(의무)’에 대한 지식, ② 법에 근거한 사회‧정치 이념과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 원리에 대한 지식, ③ (법과 정치 영역에서 권장되는) 정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 정치 현상과 이슈에 대한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 등이 포함된다. 

한편, ‘윤리적 시민성’ 개념은 로위와 쿠퍼의 개념을 확장시킨 것으로서, 실정법 너머에 있는 

이성법5)이나 자연법 등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개선하려는 차원이고, 또한 보편적 가치와 원리, 공동

체의 전통과 문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 등을 바탕으로 현실의 규칙과 법률 등을 한 수준 

높게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이다. 또한 왕과 쿠퍼 등(Wang, Cooper et al., 2017)이 주장한 ‘공동선

을 위해 동료 시민들과 협력하는 태도’,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감’뿐만 아니라, 동료 시

민들에게 갖는 관심‧선의‧공감‧배려로서의 ‘시민적 친애’(civic friendship, philia politike)6), 부정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감으로서의 ‘사회적/시민적 양심’(social conscience), 시민으로

서 정중한 태도 및 모든 인간의 존엄함을 평등하게 대접하려는 태도로서의 ‘시민적 예의 및 교양

(civility)’ 같은 시민적 성품과 역량을 포함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인성과 시민성의 상호 중첩지대인 ‘b’(시민적 인성 또는 윤

리적 시민성)에 대해 보다 깊이 논의해보도록 하자. 주로 지식 및 기능 관점에서 볼 때, 이 중첩지대

에서는 행위의 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 규범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준수하지만, 보편적 가치

와 원리, 공동체가 유지해온 전통과 문화 등을 준거로 현행 사회 규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성찰

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열어가고자 노력하는 탈인습적 사고 측면이 강조된다. 이러한 특징은 자

연적 경향성이나 관습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칸트의 관점, 

콜버그(L. Kohlberg)가 말한 ‘사회에 선행하는’(prior to society) 관점, 그리고 “국민(시민)이기 이

전에 인간이어야 하고,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길러야 한다.”는 소로

(Thoreau, 강승영 역, 2017: 21)의 관점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보편적, 

합리적 지평을 추구하는 윤리적 시민성 개념과 합치될 뿐만 아니라, (정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공동

선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시민적 인성’ 개념 속에도 충분히 녹아있다. 

이와 더불어 주로 가치‧태도 차원에서 볼 때, 윤리적 시민성과 시민적 인성 개념 간에는 또 다른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윤리적 시민성’을 뒷받침하는 성품과 역량, 

즉 ‘공동선을 위해 동료 시민들과 협력하는 태도,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감, 시민적 친애, 사

회적/시민적 양심, 시민적 예의와 교양’ 등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타인과의 협력 및 공동선의 증

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성품과 역량으로서의 ‘시민적 인성’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윤리적 시민성과 시민적 인성 개념 모두 윤리적이고 참여적인(혹은 실천하는) 도

덕적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겹친다. 이와 같이 인성과 시

민성 간에 융합과 중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면 인성교육과 시민교육 간에도 중첩이 발생

한다고 봐야 한다. 인성과 시민성은 이 두 교육의 목표 개념이기 때문이다.7) 실제로 인성교육과 시

5)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실정법과 달리 실천 이성에 기초함으로써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는 보편타당한 법을 의

미하며, 자연법과 거의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6) ‘시민적 친애’, 즉 필리아 폴리티케(philia politike)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나누는 ‘개인적 친애’와는 다른 형

태로 공동체에서 삶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을 자기와 동일하게 배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곽준혁, 2008: 140).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창안한 것으로, 동료 시민들이 서로에게 상호 관심과 이해를 갖는 것이며 타인의 

선을 소망하고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즉 상호 관심과 이해, 선의와 공감 및 배려)을 의미한다. 



민교육 모두 자기 혼자만의 안전과 복지와 행복이 아니라 타인과 공존하기 위해 상생하고 더불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공존 및 상생의 인간 모습이 중시된다.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 특히 인

간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공동선’ 및 ‘정의’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에 따라 결정하고 용기 있게 행동할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과 일관되게, 미국의 ‘인성 및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haracter and Citizenship; 

CCC)’에서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교사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쉴즈, 버코위츠, 알토

프 등을 포함한 핵심 학자들도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중첩지대인 ‘시민적 인성교육’ 개념에 주

목하고 있다.

“센터의 명칭8)에 ‘인성’과 ‘시민성’을 모두 포함한 이유는 두 개념 간의 필연적인 중첩, 특

히 시민적 인성(civic character) 영역에서의 중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인성과 시민성이 함께 발달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대부분 존 듀이의 연구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성과 시민성은 민주주의의 우수한 측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맥락에서 가장 잘 발달한다. 우리

는 이를 ‘임파워먼트의 페다고지’라고 불러왔다.”(Shields et al., 2013: 166).

싱가포르 또한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개별적 특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면서도 두 교육 간 중첩

지대에 주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2014년에 ‘인성 및 시민교육’(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 CCE) 과목이 개설되어 싱가포르 학교 교육과정에서 중핵 교과로 기능하고 있

다. 이 과목의 성격 혹은 목적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좋은 싱가포르 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 

즉 불확실한 미래를 견뎌낼 수 있는 도덕적 의지, 싱가포르의 발전과 동료 시민(싱가포르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강한 책임감을 지닌 시민을 길러내는 데 있다. 여기에는 인간과 사회를 도덕

적 가치 지향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공동선에 대한 관심 속에서 책임 있게 행위할 수 있는 의도와 

동기를 지니며, 그렇게 행동 혹은 참여할 수 있는 의지와 성향을 지닌 시민을 길러내겠다는 비전이 

반영되어 있다(정창우, 2015b: 43). 

인성교육과 시민교육 간 관계에 대한 국내의 주요 선행 연구물들(심성보, 2014; 정창우, 2015a; 김

형렬, 2016; 김상돈, 2007, 2009; 조일수, 2009)을 분석해 보더라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두 교육 간의 

중첩 및 상호보완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심성보(2014)의 연구는 단순히 두 교육 간에 교집합

이 존재한다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서 실제 어떻게 양자 간에 결합이 가능한가에 대한 실질적 논의

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볼 때,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은 명확한 경계와 구획을 설정하기보다 중첩 지대

를 중심으로 유연하고 역동적인 승법적 혹은 시너지 작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즉 두 교육 간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 혹은 중첩지대에 대한 교육이 보다 유연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인격의 도야와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교육기본법」 제2조)이라는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기존과 같이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개별적인 노력과 더불어, 아니 그 이상으로 중첩 지대에 해

당하는 ‘시민적 인성교육’을 향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두 교육 간 경계는 약화시키는 대신에 

경계지대(borderlands) 혹은 중첩지대(overlapping areas)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고, 두 교육 간 관

7) 교육과정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볼 때, 어떤 두 교육 간에 목표가 중복되면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 등

에서도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8) 2005년 미국 미주리대(UMSL)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성 및 시민성 센터(CCC)’를 발족하였으며, 알토프(W. 

Althof)와 버코위츠(M. Berkowitz)가 코디렉터로 참여하였다. CCC는 자료와 기술적인 도움, 역량 강화를 통해 인

성 및 시민성 교육의 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확장시키고자 했다(Shields, et al., 2013: 166). 



계에 대한 고착적이고 정태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동태적이고 유동적인 관계 관념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9) 이러한 중첩 지대에서는 통합과 다양성, 인간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 자유인으로서

의 삶의 자세와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삶, 사적 개인과 공적 시민 간에 건강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서 시민적 인성의 함양이 역동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Ⅳ. 시민적 인성교육의 교육 인간상 

여기서는 인성교육과 시민교육 간 중첩지대인 시민적 인성교육의 교육적 인간상을 설정해 보고, 

이러한 교육 인간상이 도덕적, 시민적 실패 가능성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시민적 인성교육 인간상의 특징 

시민적 인성교육은 인성과 시민성 간의 중첩적 역량(overlapping competencies), 즉 시민적 인성이

나 윤리적 시민성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설계는 어떠한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루소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 늘 방황하는 존재는 시민도 될 수 없고 인간도 될 수 없다. 타인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는 그런 존재이다.”(p. 16)고 하였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기심의 조절과 절제에 의해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히는 위험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악행 

금지의 원칙). 이러한 공익 침해 및 악행 금지는 시민적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최소 수준의 교육 

인간상에 해당하며, 사람됨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그리고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

해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덕성에 해당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성과 시민성 간의 중첩적 역량, 즉 시민적 인성을 지닌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조건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승적 견지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려는 

존재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 존엄성과 정의의 가치를 중

심으로 올바른 자아정체성 형성을 추구해야 한다.10) 이것이 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 물질적 

유혹이나 권위 앞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도덕적, 시민적 가치가 자아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

9) 물론 인성과 시민성 개념에 대한 ‘개념적인 분석 및 분류’ 작업이 일정 정도 가능해야겠지만, ‘실체적인 분

류’는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즉 개념적 분석 및 분류를 통해 편의상 양자를 분리하여 

나타낼 수 있겠지만, 실제 삶과 행위의 차원에서는 양자가 엄격히 분리되어 순수한 형태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

니고 혼합되거나 함께 섞인 채 표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봐야 한다. 또한 상대적인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성과 시민성이 상호 혼합된 형태로 현현(顯現)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향후에 우리는 

두 교육을 나누는 분리선 혹은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려는 노력을 줄이는 대신, 두 교육 간의 속성들이 서로 

뒤섞이고 역동적으로 결합되는 미확정적이고 통섭적인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0) 한 개인의 자아정체성에는 자신의 삶의 이상(理想)과 목적, 즉 잘사는 삶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지향성이 들어 있다(정창우, 2015a: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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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하고 결정하는 데에 근본적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실천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도 한다. 특히 도덕심

리학자들에 따르면, 자아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형성하는 교육은 좁은 의미의 도덕적 규범이나 덕목에 주목하는 

교육보다 인간에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행동의 지배 원리를 갖게 한다. 시민적 인성 함양 차원에서는 무

엇보다 인간 존엄성과 정의를 중심으로 도덕적, 시민적 가치를 우위에 두려는 ‘도덕적, 시민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인간 존엄성과 정의 지향) 자아정체성

+ 도덕적․시민적 용기 + 비판적‧성찰적 사유 능력을 지닌 사람

⇧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은 양심적일뿐만 아니라, 이웃과 타자, 지구촌의 삶의 조건이나 질(quality)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혹은 협력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국적, 

종교, 연령, 성, 계급, 인종, 취향 등과 관련된 온갖 꼬리표(labels)를 떼어내고 우리 모두가 같은 인

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인간의 내재적 가치와 동등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실천되는 그

런 세상을 꿈꿀 것이다. 

또한 악을 거부할 수 있는 혹은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도덕적, 시민적 용기(moral and civic 

courage)’가 필요하다. 도덕적, 시민적 용기는 옳음과 자신의 신념 및 원칙을 견지하고자하는 의지

이자 기회주의를 거부하는 의지이고, 사회적 불의에 대해 방관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고

자 하는 것이다. 이는 맹자가 강조한 호연지기(浩然之氣)와도 연결된다. 맹자는 호연지기가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지극히 곧고 굳센 기(氣)로서, 의(義)와 동행하고 도(道)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의와 도가 없으면 (쭉정이처럼) 시들어 버린다.”(『맹자』 공손추 상)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의(義)’를 배양하겠다는 큰 목적을 잊지 않

고 끊임없이 노력해야하고[集義], 빨리 효과를 얻기 위해 조장(助長)하는 짓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고 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시민적 용기와 더불어, 비판적인 사유를 하고 반성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지성의 

힘 혹은 능력으로서 ‘비판적, 성찰적 사유 능력’이 없이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인간이 가진 각종 편견과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11) 자기기만(self-deception)의 성향 등은 폭력

의 심리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이러한 특성은 이미 심리학과 뇌인지과학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어 왔다. 그리고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검토가 없이 몸에 베인 대로 행동할 때의 위험

성은 플라톤의 ‘에르(Er)의 신화’에서도 잘 지적된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중첩적 교육을 받은 사람(혹은 시민적 인성교육을 받은 사

람)은 아르키메데스 지렛대의 받침점처럼 ‘인간 존엄성과 정의의 가치를 자아정체성의 중심’에 두

면서 ‘도덕적, 시민적 용기’와 ‘비판적, 성찰적 사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

다. 이러한 중첩적 교육 인간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중첩적 교육 인간상의 특징

2. 도덕적, 시민적 실패 가능성 극복과의 관계

위에서 설정한 중첩적 교육 인간상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난관을 극복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비극적인 참사를 몇 차

례 경험하면서 도덕적 실패(황경식, 2015: 21-24; 정창우, 2015a)와 시민적 실패12)(Rackaway, 2016)가 

11) 확증편향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 쉬운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

다”가 바로 확증편향이다.

12) 랙어웨이(C. Rackaway)는 시민적 실패를 “시민적 의무에 대한 포기와 공중(公衆)의 이상으로서 시민성의 쇠

퇴”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Rackaway, 2016을 참조하기 바람. 



우리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는가를 체감해 왔다. 이러한 도덕적, 시민적 실

패는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타인 및 공동체의 행복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현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시민적 행동 실패의 원인을 진단할 때, 우리는 악한 사람의 성격 특성과 결함, 

병적 소인, 가학적인 성향 등을 떠올리지만, 심리학적 견지에서 볼 때 선과 악의 이분법적 틀로 행

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심리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짐바르도(P. Zimbardo)

와 밀그램(S. Milgram)은 실험 연구를 통해 인간 행동을 악인과 선인이라는 단순 이분법으로 설명하

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짐바르도는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통해 인간이 악하게 되는 것이 인간성의 문

제이기보다는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을 악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상황과 시스템의 영향력’인 

‘루시퍼 이펙트(Lucifer effect)’에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Zimbardo, 이충호‧임지원 역, 2007). 그는 악마 루시퍼가 상상속이나 머나먼 나라의 남의 일이 

아닌 인간, 곧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민하도록 질문을 던진다. 밀그램의 실험 

또한 이와 유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그 실험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생명에 치명적인 해

를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 주어지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평범한 인간의 무력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Milgram, 정태연 역, 2009).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한나 아렌트(H. Arendt)의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개념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13) 이와 같이 

짐바르도와 밀그램, 아렌트의 연구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면, 

즉 상황에 휘둘리게 되면 인간적이고 시민다운 행위로 나아가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 행동들이 상황이나 시스템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이 논리는 도덕적, 시민적 행위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시스템과 환경

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려운 상황

에서도 도덕적, 시민적 행동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밀그램 실험의 경우, 

35%의 실험 대상자들이 최종 단계 전에 멈춤으로써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맹목적인 복

종을 줄일 수 있는 내재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외에 베트남 전쟁 당시 미라이대학

살 명령을 거부하고 비무장 민간인들을 구한 헬기 조종사 톰슨이 있었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폭군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소크라테스, 그리고 지나가던 모든 배들이 구조를 외면한 베트남 보트피플을 

본인의 운명을 걸고 뱃머리를 돌려 구조한 전제용 선장 등이 존재했다. 이들은 상황 논리에 지배당

하지 않고 도덕적, 시민적 행동으로 나아간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이들의 결연한 행동은 상황주의 

심리학적(situationist psychology) 근거를 가지고는 충분하게 해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짐바르도와 밀그램은 선과 악의 단순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서 상황에 휘둘릴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러한 상황 논리를 극복한 사례들에 대한 설명

을 제공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14)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행위에 대한 보다 풍

13) ‘악의 평범성’ 개념은 단지 아주 사실적인 어떤 것, 엄청난 규모로 자행된 악행의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Arendt, 김선욱 역, 2017). 이 말을 창안한 독일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 치하에서 600여 만 명의 유대인

을 강제수용소로 보내 학살을 지휘한 희대의 악마 아이히만이 우리가 상상하던 괴물이 아니었다고 한다. 오히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그런 그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런 엄청난 학살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아무 생각 없는 삶’때문이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

서 우리 모두 자칫 아이히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14) 물론 짐바로도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과 대조를 이루는 ‘영웅적 행위의 평범성’을 주장하기도 하



부한 설명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이 세상의 

악행과 죄악의 원인을 ‘악인’에서 찾을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조차도 상황 논리를 넘어설 수 없

다는 ‘상황주의 심리학적 근거’를 통해 일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상황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즉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 혹은 결핍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몸의 

일부 질병이 필수 영양소의 부족이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폭력, 속임수, 차별, 

부패 행위 등의 악행 역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진단은 상황 논리에 휘둘리는 것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 간에는 정적 상관관

계(positive correlation)가 성립되는 반면, 상황 논리에 휘둘리는 것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간에

는 부적 상관관계가 성립된다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15)

이런 이유에서 상황 논리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특성을 강조한 짐바르도식 규정은 

분명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역량 혹은 능력의 측면을 상대적으

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조한 소크라테스식 규정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소크라테스

는 메논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Plato, 이상인 역, 2014: 58).

소크라테스: 자네가 말한 것 중에서 좋음(善: 정의, 절제, 경건 등)을 ‘원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최소한 이 점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결코 낫지는 않겠지?

메논: 그렇게 보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면, 분명히 좋음[善]을 획득할 수 있는 

‘힘’(역량)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더 뛰어날 걸세.

이 대화에서 소크라테스는 좋음[善]에 대한 욕구 혹은 지향성은 개인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선을 

획득할 수 있는 혹은 행할 수 있는 역량 차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 교육학계에서 강조하는 ‘역량(competence)’ 개념과도 잘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16)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시민적 인성교육을 통해 시민적 인성 역량의 결핍을 극복하여 자기 삶과 행

동의 자기지배(혹은 자치) 및 성공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앞서 제시한 바 있는 ‘인간 존중성과 정의의 가치를 자아정체성의 중심’에 두면서 

‘도덕적, 시민적 용기’와 ‘비판적, 성찰적 사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도덕적, 시민적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시민적 인성역량의 핵심 하위요소라고 본다. 이러한 시민적 인성역량의 세 

가지 하위 요소들은 실제 소크라테스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글들

였다(Zimbardo, 이충호‧임지원 역, 2007: 643-677). 잘못된 상황과 시스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종하고 순응할 

때, 즉 악의 유혹에 굴복할 때 그에 저항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짐바르도는 이들을 ‘평범한 

영웅’이라 칭하며,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평범한 영웅’이 될 수 

있는 심리학적 근거(메커니즘과 발달론적 입장)는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15) 콜버그는 밀그램의 실험을 반복했고,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은 대상자들의 도덕적 역량에 높이 의존한다는 점

을 입증했다. 높은 도덕적 역량을 가진 실험 대상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끝까지 실시하는 것을 거부한 

반면에, 중간 혹은 낮은 도덕적 역량을 가진 실험 대상자들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연구자(권위자)의 지시사항에 

복종했다(Kohlberg, 1984). 콜버그의 실험은 도덕적 역량이 결핍된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권위자의 판

단에 복종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양심보다 강력한 기관들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경향이 있

다. 반면 더 높은 도덕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명령에 맹종하지 않는다. 모든 도덕성 발달 5단계 실험 대상자

들은 시민적 용기를 보여주었고 전압이 최대치로 집행되기 전에 명령을 불복종했다.

16) 물론 소크라테스적 관점에서 볼 때 선을 획득할 수 있는 역량이란 탁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역량’(혹은 무지를 극복할 수 있는 탐구 혹은 자기검토 역

량), ‘알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지행합일 역량’ 등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의지의 강화’, 맹자의 

경우, ‘호연지기’와 같은 도덕적이고 의로운 기상과 용기가 선을 획득할 수 있는 역량에 해당할 것이다.



은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가) 나는 다음과 같이 충고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인 그대, 그대

는 최대한의 돈과 명예와 명성을 쌓아올리면서 지혜와 진리와 영혼의 최대의 향상은 거의 돌보지 

않고 이러한 일은 전혀 고려하지도 주의하지도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라고 말입니다(플

라톤, 「변명」, 2013: 34). 

(나) … 이러한 일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방식에 따라 말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의 방식대로 말하고 죽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 죽

음의 회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의(不義)를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플라톤, 「변명」, 2013: 51). 

(다) 과두제 밑에서 30명의 집정관이 집권했을 때, 그들은 나와 다른 네 사람을 소환하여 (무고한) 

살라미스의 사람 레온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 나는 죽음을 개의치 않으며, 내가 가장 걱정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은 부정하거나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

다(플라톤, 「변명」, 2013: 39).

(라) … 자신이 들은 일들에 대해 토의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선이며,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만한 보람이 없다는 내 말은 진실입니다(플라톤, 「변명」, 2013: 49).

(마) 나는 반성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믿어지는 이유가 있을 때만, 그러한 이유에 따

라서 행동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고 과거에도 항상 그렇게 해 왔네(플라톤, 「크리톤」, 2013: 

65).

(가)와 (나)를 살펴보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물질적, 외형적 조건을 향하기보다는 진리와 영혼의 

돌봄을 향해야 한다는 원칙,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행위의 피해를 입는 것

이 낫다는 원칙 혹은 불의한 방식으로 불의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원칙 등이 들어있다.17) 이런 원칙

들에 충실한 삶이 자기다움 혹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방식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소크라테스의 모

습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이상과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와 (다)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도덕적, 시민적 용기와 기개가 잘 나타나 

있다. 이 내용은 『맹자』에 나오는 “인간은 실제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면

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면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인 인간의 위대함이다.”(『맹자』, 고자 상)라는 말과

도 일맥상통한다.  

끝으로, (라)와 (마)는 소크라테스가 토론하고 반성하며 검토하는 삶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무지와 

독단, 판단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언급한 시민적 인성역량의 세 가지 하위 요소들은 소크라테스의 사례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18)

17) 생애와 사상 전반을 관통해서 볼 때 소크라테스는 또한 ‘알면서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18) 전제용 선장의 사례에서도 시민적 인성역량의 세 가지 하위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 그는 

“(배를 다시 돌렸던 때의 심경을 묻자) 만약 그 때 구조 안했으면 자꾸 생각나서 내 명대로 못 살았을 것입니

다. … 불이익이니 뭐니 이런 것 계산하면 구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랄까, 생명

을 구조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요(KBS1 2015년 4월20일에 방송된 ‘그대가 꽃’에서 전제

용 선장 인터뷰 내용)”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인간 존중 정신에 입각한 자아정체성, 불이익을 감수하려는 용기, 

보트 피플을 지나치려고 하다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뱃머리를 다시 돌릴 때 작동한 성

찰적 사유 등이 확인될 수 있다. 



Ⅴ. 시민적 인성교육의 교육 인간상 실현을 위한 방법

여기서는 시민적 인성교육을 위한 방법 개선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를 안내할 수 있는 이론적 토

대와 올바른 교사 인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청과 존중, 참여가 있는 학생 중

심의 수업 방식’과 ‘민주적이고 배려적인 학교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방법 개선을 위한 이론적 기저와 교사 인식의 변화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시민적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관해 논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교육 방법의 

변화를 추동하는 혹은 안내하는 이론적 기저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Shields et al., 2013: 166).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볼 때, 교육 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1) 구성주의 접근, (2) 배려공

동체 접근, (3) 민주주의 교육 접근, (4) 사회학적 접근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구성주의

에서는 발달을 대부분 자아와 환경적 맥락 간의 협동적인 작업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한 

구성주의 접근은 학생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사회적 세계에 대해 새롭고, 보다 적절한 사유

방식으로 의미 구성을 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을 요구한다. 따라서 구성주의에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교육 메시지는 교육이 의미에 대한 씨름을 촉진시키는 최상의 교육적 맥락들, 즉 학생들이 직접 삶

과 생활의 문제를 탐구하도록 문제를 제시하고, 세계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한 공간과 자유를 허용하

는 것이다. 

둘째, 교실과 학교를 배려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학생들의 인성 발달을 돕기 위한 최적의 맥락

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보는 배려공동체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도덕적 인성이건, 시민적 인성이건 

인성은 주로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의 산물로 간주된다(Berkowitz & Bier, 2005). 이에 바탕을 

둔 시민적 인성교육의 전략은 가정과 학교생활 속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건전한 배려적 관계에 토대

를 둔 공동체를 조성할 것을 강조한다. 나딩스에 따르면 배려공동체(caring community)는 모든 구성

원들이 “배려적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Noddings, 2002). 

메릴린 왓슨 또한 교실과 학교를 배려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책임감 있고 배려하는 사람으로의 발달

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보았다(Watson, 1998: 59-69). 

셋째, 민주주의 교육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존듀이는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민주주의는 정치

적 지배의 형식이기 이전에 그와 같은 이상을 구현하는 하나의 삶의 양식이며, 학교는 이를 위한 가

장 중요한 기본 단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에 기초하여 합

리적, 윤리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학교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자치

를 허용하면서 도덕적 이상과 도덕적 추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실천적 참여 기회를 

통해 공공성을 향한 자각,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관용과 같은 시민적 인성

과 시민의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끝으로, 민주주의적 교육의 개념과 연결된, 혹은 이를 넘어서 학교와 교실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

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뒤르켕(Durkheim, 1973)의 교육철학이 담긴 사회학을 통해 영감을 얻은 

콜버그가 도덕적 풍토(moral atmosphere)라는 개념을 통해 지향하고자 했던 것이다(Power, Higgins, 

& Kohlberg, 1989). 학교 및 교실의 문화와 풍조를 강조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적 인성교



육은 친사회적이고 학생 자치적인 학교와 교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전략적으로 집중할 것을 요구한

다.

이러한 네 가지 접근을 토대로 시민적 인성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인식의 변화가 있다. 첫 번째로 인성과 시민성은 모두 날 때부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누적된 경험과 노력을 통해 습득되고 함양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Dweck, 

2006). 어릴 때부터 성인 시기까지의 생각과 행동이 누적되어 개인적, 시민적 삶의 독특한 양태가 나

타나는 것이다(정창우, 2016). 인성 및 시민성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교육 가능성에 대한 

믿음, 즉 인성 및 시민성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대로 된다(We are what we 

repeatedly do)”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과 상통한다. 

두 번째로 인성교육과 시민교육 모두 가르침과 배움의 역동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기성장과 

형성’을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고, 이를 돕기 위해 교사와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

다. 즉 인성과 시민성 형성의 주체는 다름 아닌 ‘학생 자신’이고, 조력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교사는 비권위적인 개방성과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서) 가르

침과 배움의 연쇄 과정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교와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학기(學記)』에 나오는 개념인 ‘교학상장(敎學相長)’19)은 이러한 주장을 뒷

받침하는 좋은 근거에 해당한다. 

이런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교사들은 무엇이 옳은지를 일방적

으로 가르치는데 시간을 쏟게 된다. 『학기(學記)』에서는 이와 같이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사가 범하는 교수법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의 교육은 가르치는 자가 경전의 글자만을 읊조리고, 쓸데없이 어려운 질문만을 잔뜩 늘

어놓아 박식함을 과시하며 학생들을 몰아세우니 그 가르치는 말이 산만할 뿐이다. 진도는 서둘러 

나가지만 학생들이 편안히 배우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학

문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않으며, 각자의 역량을 다 발현하게 도와주지도 않는다. 이처럼 가르

치는 방법이 어그러졌으니, 학생들이 학문을 추구하는 방법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학

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감추고 스승을 미워하게 된다. 배우는 것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자신에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학교 과정은 마칠지라도 졸업하자마자 학문에서 

마음이 떠나버린다. 교육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대학․학

기』, 2016: 233-244).

2. 시민적 인성교육을 위한 두 가지 방법 

이러한 교사의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 방법의 변화는 다음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첫째, 시민적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방법이 적합하다. 특히 개인

적 행위 선택의 딜레마 상황이나 인권, 환경, 성평등, 다문화주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토론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 때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포용

19) “배우고 난 다음에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 수 있고, 가르쳐 본 다음에야 가르치는 일의 곤란함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 다음에야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고 교육의 곤란함을 알고 난 다음에야 스스로를 단련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를 키운다[敎學相長].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 그 반이다”

(『대학‧학기』, 2016: 232). 



(inclusiveness)의 원칙’, 발언권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 등이 토론의 규칙 

혹은 규정에 반영되어 즉각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으면 그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시민적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참여식 수업의 교육적 의의를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인간 특성을 고려하며 상호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경청하고 배려하

는 과정,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공정하게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존중성

과 정의’를 자아정체성의 중심에 두는 훈련을 하게 되고, 의사소통을 통해 비판적 사유와 끊임없는 

자기 검토 및 성찰 기회(특히 편견‧집착‧확증편향, 자기기만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임파워먼트가 주어지는 공간에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게오르그 린트(Lind, 박균열‧정창우 역, 2017: 178)는 메타분석을 통해, 만

11세에서 16세까지 연령(우리나라 초등 5,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들이 성인들이나 더 어

린 아이들보다 딜레마 토론 방법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는 더 어린 아

이들이나 성인들을 위하여도 딜레마 토론은 강화효과를 낳지만, 더 낮고 덜 지속적으로 보인다고 주

장하였다.  

숙고하고 토론할 기회가 도덕적, 시민적 역량의 증진을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견이 없

을 것이다. 스포츠에서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날렵해지는 것과 같이, 도덕적, 시민

적 역량도 문제해결과 갈등해결을 위해 사용될 때 성장할 것이다. 도덕적, 시민적 역량이 민주주의

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증거들도 있고, 이와 반대가 참이라는 증거들도 있다. 

다시 말해 민주적 과정에 대한 집중적이고 평등한 참여가 도덕적, 시민적 역량의 증가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한 토론이 있는 참여적 수업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많은 정보를 얻는데도 

유익하다. 교실에서 혼자 이야기 하고, 학생들에게 발언권을 거의 주지 않는 교사들은 그들의 학생

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교사들은 자신의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편

견이나 가정들(assumptions)에 의지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교사라면 누구나 이런 참여식 수업이 시민적 인성 함양에 유익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지만, 문제는 실제적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린트의 연구(Lind, 박균열‧

정창우 역, 2017: 154)에 따르면 이러한 토론 중심의 참여적 수업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도덕적, 민주적 역량이 필요한데, 정작 교사들에게 토론과 숙고를 할 수 있는 도덕적, 민주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참여식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 적용 간 간극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림2] 교사의 도덕적, 민주적 역량과 참여식 수업 방법 활용의 상관관계(Lind, 2017: 154)20)

20)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프로젝트 교수법, 협동학습법, 팀 티칭 그리고 기타의 학생지향적인 교실에서

의 교수법 모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들이 수업 시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는 만약 우리가 교사들이 학생지향적인 교수법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교사들에게도 

그들의 도덕적, 시민적 역량을 발달시킬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본다면, 학생 참여와 협력 중심의 토의‧토론, 문제해결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협력적 

문제해결 학습, 하브루타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방법을 적용하고, 팀티칭, 코티칭, 교과 간 융합 

수업 등을 의미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의사소통 역량, 토론 역량 등이 뒷받침되

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다양한 시도를 위한 자신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고, 비록 시도

되더라도 그 교육적 성과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린트는 이와 같이 의사소통 역량, 토론 역량 등을 포함한 교사의 도덕적,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

해서는 적어도 120시간의 교사 연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실제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21) 이와 같이 교사 연수를 통해 현직 교사들의 도덕적,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려는 노력

은 우리도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적 인성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직 교사 

대상 연수뿐만 아니라, 교사독서(토론)모임이나 교사독서회와 같은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유

용할 것이다(여태전, 2016: 46). 이와 더불어 잘 준비된 예비 교사들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 또한 중

요하다. 즉 도덕적, 민주적 역량을 지닌 교사를 선발(임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그 전에 

대학의 예비 교사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방식 등도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22)

둘째, 학교 문화를 윤리적이고 시민적인 에토스를 가진 곳, 즉 민주적이고 배려적인 문화 풍토를 

가진 곳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즉 시민적 인성교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업 시간을 통해 인

격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학습 공간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생활양식이 자연스럽게 꽃필 수 있는 공적 공간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인간적 가치와 시민적 가치를 

체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그러한 가치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한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

록 돕는 체험적 공간이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최근에 연구한 창원태봉고와 남해상주중의 사례는 시민적 인성교육의 변화를 위해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23) 이 사례들은 직접 체화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즉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때, 시민적 인성교육의 효과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규칙이나 규정, 행동 방식 등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교

사들과 함께 의사결정기구인 ‘공동체회의’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규정

이나 해결 방안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정의

공동체적 접근’이나 이를 응용한 독일의 사례 등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배려적인 관계 형성이 시민적 인성교육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 학교에서는 ‘사랑과 돌봄이 있는 교육’, 즉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등을 교육자로서 민감하게 감지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21)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의 (독일어,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된) 웹사이트

(http://www.uni-konstanz.de/ag-moral/)를 참조하기 바람. 

22) 예비 교사들을 인성교육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교대 및 사대에서는 자연스럽게 ‘스며들기(infusion)’의 방법

을 적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성교육론’이나 ‘인성(혹은 도덕성) 및 시민성 발달론’ 등과 같은 교과 과

정을 개설하여 필수적으로 운영하되, 이러한 한 두 개의 과정에 교사교육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예비 교사들은 인성 및 시민성 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한 강의를 일부 들어야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에 대한 강조는 교‧사대에 개설된 다양한 수업 안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마

디로 바람직한 교사교육 방식은 초‧중‧고 교실과 학교에서 인성 및 시민교육이 가장 잘 수행되는 방식과 유사해

야 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23) 여기서 제시된 내용은 주로 2017년 8월 중순에 실시된 하태종 선생님(창원태봉고 교무부장) 및 여태전 교장(현 

남해상주중 교장 & 전 태봉고 초대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부 내용은 여태전 교장

의 저서(2016)를 활용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을 실천해 왔다. 이를 위해 특히 교장은 학생들과 평소에 쌓은 신뢰와 친근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적시에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교장의 모습은 잔잔한 호수에 동심원이 퍼져나가듯 교사들에게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특징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여러 교육활동 중에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뒷받침될 필

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창원태봉고의 경우, 진로교육과 인성교육의 융합(‘하고 싶은 

일’과 ‘가치 있는 일’ 찾기 간의 융합), 시민적 인성역량 강화를 위해 ‘인턴십을 통한 학습

(Learning through Internship; LTI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TI

는 열정을 쏟아 부어 평생 하고 싶은 일,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찾아보게 하는 프로젝트 수업의 일

종이다. 이는 개별화 맞춤교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매주 6시간 이상 각

자의 관심사에 따라 학교 밖 멘토를 찾아가 배우기도 하고,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여태전, 2016: 

103). 이와 같이 멘토와의 만남, 관찰, 경험(도전) 등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삶의 지혜와 즐거

움, 인생에서 소중한 가치와 삶의 의미 등을 깨닫게 되고, 학기말에 갖게 되는 발표 시간(LTI PT 

Day: 무조건적 존중 및 경청, 환호와 격려의 분위기 속에서 30분 정도 진행. 끝나고 나면 부모님이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네면서 포옹)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은 기억에서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회복탄력성을 증진

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 훈화나 훈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천적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교실 수업의 변화와 학교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 학교 관리자들과 교

육청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시민적 인성교육의 실천은 교사들에게 힘든 일을 감당하

도록 요구한다. 그들은 (교사모임이나 동아리활동, 자기연찬 등을 통해) 그들 자신의 도덕적, 시민적 

역량을 증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학생들의 도덕적, 시민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 또한 민주적이고 배려적인 교실과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순간 학

생들을 관찰해야 하고 때와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서 치열하게 삶과 만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추가적인 

인력과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학교장과 시도 교육청 및 지

역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Ⅵ. 맺음말

타인과 더불어 좋은 삶을 영위하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자 

및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성찰해야 한다. 이 글

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타인과 함께 좋은 삶을 영위하고 민주적 도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즉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개별적인 노력)과 더불어, 중

첩 지대에 해당하는 ‘시민적 인성교육’을 향한 관심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설계 및 실천 또

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시민적 인성교육은 타인, 공동체, 자연과의 공

존적 삶의 방식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시민적 덕성과 실천 역량을 충분히 높은 수준까

지 발달시킨 시민들이 없으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높은 도덕적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도덕적 이상을 기반으로 숙고와 토론을 통하

여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 능력 없이는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의 

실현,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배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을 주로 개인의 직업적 성공 및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투자(혹은 수단)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육은 점점 더 개념화된 지식의 전달로 제한

되어가고, 학생 상호 간,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삭막한 이해타산적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 오

늘날의 이런 교육 현실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문구 하나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건강에도, 세계의 다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세계 문화의 창조에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능력들이 있다.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지역적 차원의 열정을 뛰어넘

어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곤경을 공감하는 

태도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다.”(Nussbaum, 우석영 역, 201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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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성형성이란 무엇인가
  * ‘인성교육’이 아니라 인성형성이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인성은 자기 안에서 돋아나는 인간의 품성이다.  
  - 인성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체계이다. 
  - 인성은 삶의 총체성에 바탕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작용이다.  
  - 인성 논의는 인간의 가변성에 대한 승인에서 출발하는 논의라야 한다. 
  - 인성교육은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천이 강조되어야 실효를 거둔다.

Ⅱ. 인성형성과 문학은 어떻게 연관되는가
  * 문학을 윤리적 담론으로 생각하는 사유의 바탕에서 출발하기로 하자.
  - 문학은 삶의 총체상을 반영한다. 아울러 삶의 총체상을 형성하는 데 문학이 기여한다. 
  - 삶은 감각, 감성, 논리, 윤리, 실천의 다층적 유기성을 지닌다.
  - 문학은 존재들의 대화를 촉구한다. “삶은 본성상 대화적이다.” M.M.바흐찐 
  - 공감과 비판의 반복 가운데 인성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 문학은 현실적 제한을 넘어서서 체화되는 교육작용을 한다. 
  - 문학은 감동을 촉발하고 그 감동이 인식과 윤리적 판단의 바탕이 된다.  

Ⅲ.인성형성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존재인식, 존재감, 존재의 확장 등과 연관된 사항 
  * 윤리의 출발은 존재의 긍정에서 비롯된다. 문학은 존재의 실감을 일구어내는 작업이다. 
  - 내가 존재한다는 존재감 , 존재긍정 - 삶의 가치 연원
  - 내가 남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대감 - 존재의 연계성
  - 내 존재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실감
  - 가람 이병기의 시조 작품 ‘별’을 예로 든다.

     



         별 

                                  가람 이병기

바람이 서늘도 하여 뜰앞에 나섰더니
서산 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달이 별과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뉘 별이며 내 별 또한 어느 게오
잠자코 호올로 서서 별을 헤어 보노라 

  *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 듣기

질문 : 

  * 아, 세상은 살 만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 세상은 잘못되어 돌아간다는 생각을과 그 원인을 따져본 적이 있는가?
  * 내가 세상을 떴을 때, 누가 찾아와서 울어줄 것인가? 
  * 나와 같이 지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 이상의 내용을 다룬 문학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2. 관계- 관계존재로서의 인간, 나-너-우리
  * 관계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인식이 인성을 형성한다.   
  - 인간이란 말, 人間,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  사람 사이에서 성립하는 주체성
  - 이간이란 말의 의미자장의 양극성 - 그는 ‘인간’이 됐어, 돼먹지 못한 ‘인간’  
  - 서양말, 라틴어의 homo는 기본적으로, 단독자로서의 인간을 뜻함
    예외) 기원전 2세기 경, 희극작가 푸블리우스 테렌티우스의 격언 가운데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적인 것으로 나와 관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다.”(Homo sum; humani nihil a me alienum puto.) 
  - 미당 서정주의 ‘푸르른 날’을 예로 든다.

            푸르른 날 
                                                서정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 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 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 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 송창식의 ‘푸르른 날’ 노래 듣기 

  질문: 
  
* 나와 시간적으로 연관이 있는 존재들은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그 끝
은 누구인가? 4~5만년전 아시아로 이동하기 전의 조상은 누구인가? 
* 부부는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는 사랑/ 의무 중 무엇으로 맺어지는 것인가?
* 한국어에서 ‘우리’라는 말은 어떻게 쓰이는가?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어. 우리 어머니, 우리 마누라
* 나의 위상을 지금 여기 hic et nunc의 나로 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가?
* 인간존재의 실상을 형상화한 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3. 의미소통을 지향하는 의지의 윤리성 
  * 문학적 소통이란 무엇인가 -패러다임의 전환
  - 소통의 범위  自省, 대인소통, 집단 대 집단의 소통, 시간차 소통 
  - 문학은 소통의 대리체험 - 강제성이 낮음, 따라서 자율성이 강조됨 
  - 작가와 소통하는 측면과 작중인물(시적 자아, 서술자 등)과 소통하는 특성 
  - 소통의 구체성 - 주체의 노정(露呈) - 보편자아는 철학의 소관
  - 소통의 구체성은 논리를 넘어선다 -실감을 자아낸다
  - 김춘수의 ‘꽃’을 예로 든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질문 : 

*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은 어떻게 다른가?
* “언어는 강력한 에너지 덩어리”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는가?
* 집단과 집단 사이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소통의 반대말은 전쟁이다. 전쟁은 소통의 한 형태이다. ??  
* 소통을 소재 혹은 주제로 한 작품을 읽은 적이 있는가? 



  4. 가족애, 인간애와 인성형성의 연관성
  * 부모에 대한 이해와 인성형성
  - 시간적 단절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부모와 자식 사이
  - 인성의 형성과 부모의 역할 
  - 어머니와 자식의 소통과 상호 이해
  - 아버지와 자식의 사랑의 전이 - 그리고 존재의 연쇄

    부모                      김소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 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 유주용의 노래 ‘부모’ 듣기

  * 성탄제 낭독하기 

   성탄제
                         김종길

어두운 방 안엔
바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藥)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熱)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 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聖誕祭)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새 나도
그 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 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질문 : 

* 전통가족의 복원이 가능한가?
* 일인가족은 어떤 소통을 할까? 
* 밥상이 없어졌는데 ‘밥상머리교육’을 어떻게 하나?
* 효도와 윤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효도를 현대에 필요한 인성으로 환원할 수 있는가?
* 가조족의 문제를 다룬 작품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5. 역사인식과 인성형성
  * 인식과 윤리의 감성적 체화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 인성은 알아야 실천하고 실천하면서 알아간다.  
  - 해석학적 순환 (hermeneutical circle)의 특성을 지닌 인성 형성
  - 존재는 본질에 선행한다. (Exisistence precedes essence. J.P.Sartre ) 이 명제를 어떻
게 보아야 하는가? 
  - 문학은 인성에 앞서 존재한다. 인성에 앞서 삶이 존재한다. 삶과 인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
  - 문학의 체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술은 실천이다. 문학적 실천은 정서적 공감을 바
탕으로 한다. 정서적 공감을 다른 말로 ‘감동’이라 한다. 
  - 인간이 역사적 존재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역사에서 배운다. 반성하는 사람만이 배
운다.  
  - 역사는 기억이면서 동시에 희망이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는 관점 - 현재의 변화를 
따라 과거는 늘 다시 해석된다. 과거의 해석이 미래기획을 규제한다.  
    
* 이육사의 <광야> 낭독하기
 
   광야 (曠野)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참아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나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질문 : 

* 역사의식이 인성으로 전이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역사에 법칙이 있는가/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교체일 뿐인가? 
* 예술, 의식, 역사는 어떻게 연계되는가?
* 역사소설의 예술성과 교훈성 - 역사이면서 소설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6. 연민과 인성형성은 어떤 관계인가
  * 인성형성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실존적 한계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자기인식과 연관된다. 
  -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너는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 느낌-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정과 연
민의 정서가 인성과 연관되는 지점을 찾아보아야 한다. 
  - 나를 너의 자리에 옮겨놓고 바라보기 - 역지사지, 배려 - 문학은 일종의 역지사지에 대
한 언어적 대리체험이다. 
  - 연민 Compassion의 윤리성, 타자의 고통 끌어안기- 나의 한계 인식과 容恕- 忠恕   

  * 박인환 <세월이 가면> 노래 듣기
 
     세월이 가면 
                                                     박인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질문 :

* ‘세월이 가면’모든 것은 사라지는가? 
* 레오 페레의 '아베크 르 땅 (Avec le temps)' 에 나타난 소멸의 미학에 대해 공감한 적이 
있는가? 



마무리 멘트

  우리는 인성교육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한다.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학이 인성교육에 연관되는 까닭은 공감을 통한 자기긍정과 
관계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공통항이 있기 때문이다. 문학적 공감은 
언어적 공감의 한 영역이다.   
  인성은 교육으로 길러지는 면이 분명 있다. 아울러 인성은 내발적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강
하다. 이 때의 인성은 삶의 총체성과 연관된다. 문학은 삶의 총체적 양상을 반영하며, 잃어버
린 총체성을 회복하게 한다. 또한 총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인성의 형성에서, 인성이란 무엇인가 먼저 묻는 것은 아둔
한 짓이다. 인성을 논리적으로, 이념적으로 규정하는 학자들의 논리는 실천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사람을 보라, 나를 보라 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은 이 사람(작중인물, 시
적 화자, 극중 인물)을 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설교하지 않고 공감하게 제안한다.  
  인성은 주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가운데 형성된다. 인성은 주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이 
인성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도 아니다. 인성의 내용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한다. 내가 그 실
천주체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과 소통하는 윤리를 지녀야 한다. 그게 관계존재로서 인간의 
사회참여라 할 수 있다. 소설을 읽고 인간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깊이있게 한다면 그 자체가 
인성형성(인성교육)에 참여하는 길이다. 
  문학은 사람을 바꿔놓는다. 그리고 바뀐 사람을 행동하게 한다. 문학은 삶의 내용이다. 삶의 
내용 가운데 인성이 자리잡는다. 언어적 공감력을 획득하고 그 공감 가운데 자신을 자리잡게 
하는 일은 인성교육의 실천국면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문학이 실천인 것처럼 인성 
또한 삶의 실천 가운데 자리잡고 형성되는 인간의 자질이다. (*) 



우신영
인천대 국어교육과 교수

[언어적 공감력과 인성교육]에 대한 토론문





우한용 선생님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우신영(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교실 안팎, 사회 안팎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구호(口號)가 
대개 결핍을 반영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인성교육에 대한 절박한 요청은 곧 우리들의 인성/
인성교육이 상당히 난감한 사태에 처해있음을 방증합니다. 교육학자 래스(Raths) 등은 학교 
또는 가정에서 학습자들이 보이는 문제가 가치의 결핍과 이에서 파생되는 가치불안 때문이라 
규정합니다. 가치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성립, 유지되기 어려운 현대사회의 속성으로 인해 개
인은 가치탐구자로서의 주체적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가치
판단의 순간에 놓여 있는 자기 입법의 주체임에도 오히려 다양한 가치들의 개방된 세계에 참
여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회피는 곧 지배적 가치를 추수하
거나 모든 가치를 대안 없이 거부하는 냉소주의로 빠질 위험을 내포합니다.1) 그래서 다양한 
이론적 담론 영역에서 윤리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데 알랭 바디우는 이를 '윤리학의 인
플레이션'이라 명명합니다.2)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학>이 재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폭언과 폭력의 
세계가 아닌 대화와 공감의 세계를 모색하는 방식에 문학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롭게 주
목되고 있습니다. 정교한 언어예술로서의 문학이 아닌, 윤리적 의제와 씨름하고 그 응전(應戰)
의 결과를 공동체에 제출하는 문학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종의 ‘서사윤리학’을 표방하
는 누스바움 등의 작업3)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는 각종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을 공감의 상
실에서 찾으며, 이러한 도덕적 상상력의 교육을 위한 내용 및 방법으로서 문학에 주목합니다. 
‘좋은 삶’(Good life)은 무엇이며 그러한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어떠한 ‘인성’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도록 요청하는 매력적인 초대장이 바로 <문학>입니다. 
  특히 중등 인성교육의 수요자가 되는 청소년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명제화된 덕목이나 추
상적인 윤리적 언술에 의해서 그들의 인성이 전면적으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구적 
세계와 그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가 주는 문학적 공감은 깊고 오랜 <울림>이 
되어 독자에게 서서히 내면화되면서 그의 인성을 보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형태로 조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공감이 인간의 품성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고 연속적이며 따라서 
강력합니다. 발표자이신 우한용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문학과 윤리의 독특한 관계-어찌 보면 
늘 긴장관계였고 어찌 보면 늘 동업관계였던-에 천착해 오신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표
문에 나타난 선생님의 통찰에 남김없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발표문에 대한 세부적 질
문을 던지기보다는, <문학과 인성>이라는 이슈에 대한 제 궁금증을 털어놓고 그에 대한 선생
님의 고견을 청해 듣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제 책임을 갈음하려 합니다. 

 첫째, 때로는 문학의 인성교육적 기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학을 
읽는다고 독자가 바로 선해지는가?”, “문학작품 속에는 비윤리적인 내용도 상당하지 않은가?” 

1) L. E. Raths,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정선심 외 역, 철학과현실사, 1994, p.26.
2) Jérôme Bindé 편, 『가치는 어디로 가는가 : 유네스코, 21세기의 대화, 세계의 지성 49인에게 묻다』, 

이선희, 주재형 역, 문학과지성사, 2008.
3) Martha C. Nussbaum, 『시적 정의: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박용준 역, 궁리, 2013.



이상의 두 질문이 대표적인 반론입니다. 이 두 질문은 결국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 듯 합니
다. “그 자체로는 선하지 만은 않은 문학이 어떻게 독자를 선하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문학이 즉각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가?”는 의미라면 답은, “아니다”에 가
까울 듯 합니다. 문학은 독자를 소위 ‘새 나라의 착한 어린이’로 만들어주는 것과 그리 큰 연
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문학이 독자로 하여금 ‘선하고 좋은 삶’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는가?”라면 답은, “그렇다”에 가까울 듯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요?
  둘째, 또다른 자리에서 선생님께서는 문학을 언어행위론의 시각에서 분석해주신 적이 있습
니다. 즉 언어행위론의 시각으로 보자면 문학은 인성의 복잡성에 대해 질문하고 제안하는 언
어이며 그 제안 가운데는 “독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는 물음이 응당 포함되어 있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충실한 독자라면 문학작품이 던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책임성(answer+ability)을 가진다고 보셨습니다.4) 헌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모든 독자-특
히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제안을 경청하고 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응답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독자와 문학작품이 이렇게 윤리적 질문과 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보편적 인
간으로서 갖고 있는 공감(共感)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압력-특히 교육 평가라는 압력- 속에서 그들 고유
의 심성과 공감 능력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문학을 읽으며 내성하고 공명하며, 나아가 자신의 
“타고난 마음”결’5)을 곱게 가다듬을 만한 물리적, 심적 공간이 결핍된 것입니다. 미당은 인간
이 처한 조건이 그네들의 타고난 품성을 해칠 수 없다고 노래하였으나, 오늘날 청소년들이 처
해있는 가치 위기는 그들이 타고난 공감의 가능성을 어느 만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
다. 
  더구나 ‘학습을 위한 문학’이 존재하는 <문학 교실>에서 문학과 인성의 접점이 구해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학습자들이 ‘지금, 여기(hic 
et nunc)’서 살아남는 문제와 연루된 것이 아니면 공감하지 못하는 양상들을 보이곤 합니다. 
가령 황석영의 소설 <삼포 가는 길>을 읽으며 정씨, 영달, 백화의 고단한 삶을 애달파하기 보
다는, “나도 이러한 유랑민이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소설을 덮어버
리는 학습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문학과 인성의 만남이 일어나는 곳은 학습자가 처한 현
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문학 독서가 마련해준 일시적 허구의 공간일 테고, 그 만남 이후에 학
습자가 다시 자신의 현실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오늘날의 학습자들은 좀처럼 자
신의 현실에서 발을 떼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소설을 읽고 인간의 문제에 대해 생각을 깊이 있게 한다면 그 자체가 인성형성(인성
교육)에 참여하는 길이다” 저는 이 말씀에 온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천의 국면에서 문학
과 인성의 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설을 읽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구체적 모델이나 교
수․학습 설계가 요구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우한용, 「언어와 인성교육」,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인성교육의 설계 직무연수 자료집』, 서울대학교명
예교수협의회, 2017.8.9.

5)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있는/여
름 산 같은/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서정주, 「무등을 보며」
(1954) 中



  미욱한 질문들만 두서없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문학과 인성의 문제에 대해 선생님께 질문
하고 배울 수 있다면 제게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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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관계와 교육적 함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친애’와 ‘시민적 친애’

김상돈

Ⅰ. 머리말

인성과 시민성은 어떻게든 결합되어야 한다. 인성과 시민성의 개념이 각각 무엇으로 정의되
든지 간에 인성에는 시민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고, 시민성에는 인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성 없는 시민성, 시민성 없는 인성은 생각할 수 없거나1) 아니면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
성과 시민성을 개념적으로 서로 구별해서 정의할 수는 있지만 그 구별이 둘 중 어느 하나를 
배제한 분리를 의미할 수는 없다. 시민성의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인성만으로는 인성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인성 교육과 시민성 교육은 어떻게든 결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성 
교육과 시민성 교육이 서로 개념적으로는 구별될 수 있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 양
자를 구별해서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양자의 목표가 어느 한 지점으로 수렴되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인성 교육과 시민성 교육이 도달하려는 목표 지점이 서로 다르다면, 각각의 
교육 자체가 이미 교육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정체성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
다는 말이 된다. 그런 교육이 만들어 내는 인간의 모습은 어느 한 쪽만이 발달한 기형(奇形)이
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성 교육과 시민성 교육이 동일한 목표 지점을 향해야 한다는 것은 비유컨대, 서로 다른 
두 배[船]가 동일한 목표 지점으로 항해(航海)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선원(船員)-인성과 
시민성-이 탄 한 배가 한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 서로 협력해서 항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성과 시민성이라는 두 선원이 교육이라는 항해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
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완전한 인간’ 혹은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밖에, 그리고 그런 인간들
로 구성된 ‘완전한 사회’, ‘이상적인 사회’, ‘이상 국가’ 등으로 밖에 답할 수 없다. 

여기서 ‘완전(完全)’이나 ‘이상(理想)’이라는 말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혹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한 답이 아니라 ‘완전한 

1) 이것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밝혀지겠지만 본 연구는 이것이 아리스
토텔레스의 입장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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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길, 즉 항로(航路)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인간’은 어딘가에는 있을 것
이고 항로를 잘 잡는다면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
은 인성과 시민성이라는 두 선원 중에 어느  한 선원을 항해에서 배제한다거나 혹은 항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성과 시민성을 결합시키는 방법, 인성 교육과 시민성 교육이 하나의 목표로 수
렴되는 방법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검토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거나 ‘완전한 인간’을 만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방법이 안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으로 족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대로 “주제가 허용하는 만큼의 정확성에 도달하는 것만으
로 충분하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094b12-132))3)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두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당연한 것이겠지만 여기서 논의되
는 인성과 시민성은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치함축적인 개념, 즉 당위(當爲)를 포함하
는 개념이다.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서 인성(人性. human nature), 즉 객관적 사실 기술(記
述. description)의 대상으로서 인성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인성이 아니다. 시민성(市民
性. citizenship)도 마찬가지다. 본 연구는 인성과 시민성의 관계 및 양자를 결합시키는 방법
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양자의 바람직한 상태를 규정하고자 한다. 다
음으로, 역시 당연한 것이겠지만, 본 연구가 검토하고자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처방(處方. 
prescription)에는 인성과 시민성을 결합시키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인성과 시민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론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
라 그의 윤리학과 정치학도 주된 탐구 대상이라는 점을 뜻한다. 

인성과 시민성을 결합시키는 방법,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로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을 
결합시키는 방법은 인성과 시민성이 무엇인지, 즉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이 어떤 사람인지 규
정하고 각각의 공통점을 추출한 후, 그 공통점을 갖추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처럼 좋은 인간
과 좋은 시민을 두 원으로 하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린 후, 그 교집합에 주목하는 방법은 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좋음’을 
규정하는 것은 탁월함, 즉 덕이기 때문에 각각의 덕을 열거하면, 공통된 덕이 추출될 것이고 
교육이나 법 등을 통해 그 공통된 덕을 갖추게 하면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 인성과 시민성은 
결합될 것이다. 덕을 통해 시민성 없는 인성, 인성 없는 시민성의 불완전성 혹은 기형적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덕을 통한 해결은 간편하기 때문에 뭔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뭔가 중요한 것이 덧
붙여져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덕이 행복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에게도 당연히 필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인간, 
좋은 시민이 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고,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좋음’은 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에게 뿐만 아니라 즉, 덕을 갖춘 인간
과 시민에게 뿐만 아니라 최고의 덕을 갖춘 ‘철학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철학자’에 대해

2)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출처 표기는 관례대로 벡커(I. Bekker) 판 표기법에 따른다. 
3)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국역은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옮김, 『니코마코스 윤

리학』(서울: 이제이북스, 2006)과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천병희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경기 파
주: 도서출판 숲, 2013)을 참조하였다. 영역은 크리스토퍼 로위(Ch. Rowe)의 것을 참조하였다.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translated(with historical introduction) by Ch. Rowe, 
philosophical introduction and commentary by S. Broadie(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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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조차도 ‘친애’와 ‘친구’를 말한다. 이것은 “德不孤必有隣”(『논어(論語)』, 「이인(里仁」)처럼 덕
있는 사람은 반드시 친구가 있으니4)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친애’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덕 외에도 친애를 말한 것은 단순히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에게는 친구가 
“있게 될 것이다(would be ).”라는 의미를 넘어서 친구가 “있어야 한다(should be).”는 의미
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친애는 덕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을 결합시키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친애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 
모두에게 친애는 덕의 가장 강력한 동기이면서 동시에 덕에 대한 가장 후한 보상이다.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으로 그려진 벤다어그램의 교집합에는 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친
애도 있다. 친애와 덕 모두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을 결합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친애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덕을 통한 결합은 단순히 기계
적 결합일 수 있지만 친애를 통한 결합은 소위 화학적 결합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좋은 인간의 좋음, 즉 덕은 좋은 인간들을 서로 친구가 되게 한다. 좋
은 시민의 좋음도 마찬가지다. 친애 없는 덕은 인간을 외롭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덕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덕과 친애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인간을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이끈
다. 이처럼 친애는 덕을 강화하고 또한 완성시킨다. 그런 점에서 비록 덕을 추구하지만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덕은 어려운 것이기에-이라도 그가 덕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그
는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Ⅱ. 인성과 시민성,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분리불가능성

인성 없는 시민성과 시민성 없는 인성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인성은 나쁘지
만 시민성은 좋다거나 시민성은 나쁘지만 인성은 좋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인성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시민성은 좋다거나 시민성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인성
은 좋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보통은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한 듯하다. 현대 사회
에서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구분될 수 있고, 각각의 좋음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보
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해석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은 분리불가능하다. 

인성과 시민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서 출발해보자. 일반적으로 인성(人性)은 인간으로서 
훌륭한 성품, 자질, 지식, 태도, 덕성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도덕교육론의 용어를 차용하
면 인성은 도덕적 지식, 도덕적 정서, 도덕적 행동/실천 능력을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시민성
의 일반적 정의는 ‘인간’의 자리를 ‘시민’으로 대체하면 된다. 시민성(市民性)은 시민으로서 훌
륭한 성품, 자질, 지식, 태도, 덕성 등을 갖춘 것을 말하고, 시민교육론적 용어를 차용하면 시
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지식, 정서, 행동/실천 능력을 갖춘 상태를 말한다.5) 간단히 말해 인성
은 훌륭한 인간이면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특성이고, 시민성은 훌륭한 시민이면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특성이다. 

언뜻 보기에 인성과 시민성의 개념은 서로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정의될 수 있을 듯하다. 동

4) 주자에 의하면 여기서 隣은 親이다. 주희(朱熹), 『사서집주(四書集註), 논어(論語)』.
5) 지금 말하고 있는 인성과 시민성은 일반적인 정의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덧붙이고자 한다. 즉, 인성과 

시민성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해서는 더 자세한 학문적, 이론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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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하나이지만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르듯이 한 인간이지만 그의 인성과 시민성은 다를 수 
있는 듯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도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은 서로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분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양자가 분리될 수 있다면 인성 없
는 시민성이 가능해야 하고, 그 반대도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그것
은 불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은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논증 과정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
은 당위적 개념이기 때문에 양자의 분리불가능성 논증 역시 당위 진술로 표현해야 한다. a) 
인간은 마땅히 좋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b) 인간은 마땅히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c)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d)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
히 좋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먼저 a)를 논증하기 위해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첫 문장에서 시작해보자. 인간의 “모든 기
예와 탐구, 또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πραχις)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한다.”(『니코마코
스 윤리학』, 1094a1-2.) 여기서 기예(τεχνη)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제작(ποιησις)과 관련된 것
(『니코마코스 윤리학』, 1140a1-6.) 즉, 예술 작품의 창작이나 생산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탐구(μεθοδος)는 지적인 탐구 활동, 즉 학문(η επιστημη)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
로(『니코마코스 윤리학』, 1094a5-6, 『형이상학』, 983a22-23.6)) 볼 수 있다. 그리고 행위와 
선택은 합리적 선택에 의한 실천적 활동 즉, 도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치론적 개념으로 진선미(眞善美)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어떤 좋음[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지적인 탐구 활동, 창작이나 생산의 활동, 도덕적 행위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추구 대상인 좋음 역시 많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094a7-8.)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그 중에서 행위가 추구하는 좋음을 탐구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094a18-21.)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위는 인간이 무언가를 바라기(βουλομεθα) 때문에, 
즉 욕구(ορεξιν)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바람 즉, 욕구가 공허하고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최고의 좋음[αριστον]이 존재해야만 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094a22-23.) 
최고선은 행복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095a16-18, 1097b5-8, 22-23.) 행복은 완전한 탁
월성 즉, 완전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으로 정의되고(『니코마코스 윤리학』, 1102a5-6), 그
러한 활동의 본질은 이성을 통해 구현된다. 왜냐하면 이성적 활동이 인간의 고유한 본질이기 
때문이다.(1097b28-1098a5, 1102a27-1102b13, 『영혼론』, 414b18-19.) 이처럼 아리스토텔레
스에게 최고선인 행복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모든 욕구와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다. 따
라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이성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행
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과 행위는 이성적인 동시에 자연이 만든 목적이며 그런 점에서 필연
적인 것이다. 

행복은 완전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기 때문에 덕은 행복에 필수적인 것(τα αναγκαι
ον)이고(『니코마코스 윤리학』, 1099b26-27), 결정적인 것(κυριαι)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00b8-10)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외에 다른 좋은 것들이나 운(運)이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덕이 없다면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있는 사람을 ‘좋은(αγαθος) 사람’(『니코마코
스 윤리학』, 1095b28-29, 1105b10-14), ‘신실한(σπουδαιος. 훌륭한) 사람’(『니코마코스 윤리

6) Metaphysics의 국역은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조대호 옮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1, 2』(경기 파
주: 나남, 2012)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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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1109a18-20, 1124a5-7, 1169b30-31),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ο φρονιμος)(『니코마코
스 윤리학』, 1107a1-2, 1141b9-11, 1142a13-15) 등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행복을 얻기 위
해서 인간은 마땅히 좋은 인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7)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 공동체적 존재, 즉 국가(國家. πολις)를 이루고 사는 동물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1097b8-9, 『정치학』, 1253a3-48))라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
어 b)는 특별한 논증이 필요하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b)를 논증하는 작업은 『니코마코스 윤
리학』과 『정치학』에서 윤리학과 정치학이 분리되지 않았던 이유와 의미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은 ‘정
치학(η πολιτικη)’이고(『니코마코스 윤리학』, 1094a28-b4, 1095a29030, 1130b25-27, 『정치
학』, 1282b20-24), ‘정치학’이 추구하는 좋음은 최고의 좋음이고, 최고선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시민들을 좋은 시민 즉 ‘고귀한 일들의 실천자’로 만드는 데 대부분의 노력을 경주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1099b230-33) 

따라서 ‘진정한 정치학자(αληθειαν πολιτικος)’는 행복의 필수적인 덕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시민들을 좋은 시민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니코마코스 윤리
학』, 1102a12-14) 인간은 본성적으로 시민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시민은 마땅히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좋은 시민이 되지 않고서는 행복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게 있어 국가는 다른 모든 선(善)을 포함하는 최고선(最高善)인 행복을 추구하고 또 실현하는 
최고의(κυριωτατος) 공동체이기 때문에(『정치학』, 1252a5-8) 국가의 구성원, 즉 시민으로 산
다는 것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인간은 마땅히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공동체적 존재라는 
존재론적 사실로부터 추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정부주의나 세계
시민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삶이 인간의 본성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인성과 시민성,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관계를 진지하게 논하
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주장에 담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점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한다. 왜
냐하면 본성에 근거하든 아니든 간에 국가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인간은 특
정 국가의 구성원, 즉 시민으로서 살아간다. 인간이 시민이라는 것은 존재론적 사실이다. 현대
인에게 있어 국적(國籍) 없는 삶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간은 인
간이면서 동시에 시민이고, 시민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론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마땅히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마땅히 좋은 인간이 되어야하고, 또 마땅히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좋
은 인간과 좋은 시민이 분리불가능하기 위해서는, 즉 c)와 d)가 논증되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
과 좋은 시민이 동일하다는 것 혹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좋은 
인간의 삶과 좋은 시민의 삶이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삶은 정치적인 삶, 국
가와 관련된 삶, 공적인 삶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런 삶과 구별되는 인간의 삶이 가능하다.9) 

7) αγαθος와 σπουδαιος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다.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이창우, 김재홍, 강상
진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서울: 이제이북스, 2006), p. 463의 용어 해설 참조.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은 σπουδαιος의 동사형인 σπουδαζειν의 ‘열심을 기울이다’ 혹은 ‘열심을 다하다’의 의미를 
살려 ‘신실한’으로 옮기고 있다. 

8) 『정치학』의 국역은 천병희의 것을 참조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정치학』(경기 고양: 도
서출판 숲, 2009). 영역은 Aristotle, The Politics,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Notes, and Glossary by Carnes Lord(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을 참조하였다. 

9) 시민성에 관한 논의에서 자유주의적 시민성과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인간의 삶과 시민의 삶이 구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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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좋은 인간은 정치적인 삶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삶의 좋음을 최대화할 
수도 있고, 좋은 시민은 자신의 삶의 좋음을 최대화하기 위해 인간적인 삶을 가능한 한 최소
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은 분리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각각의 좋음을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이 분리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시민
이 된다는 것, 즉 시민의 삶과 활동은 인간의 삶과 활동과 구별되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요
구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을 “사법적 재판 업무와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정치학』, 1275a22-23, 1275b17-18) 그런데 시민의 좋음은 정체와 관련되어 있고, 
정체는 다양하기 때문에 좋은 시민 역시 정체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지 않고
서도 좋은 시민이 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정치학』, 1276b26-35) “훌륭한 국가의 시민들이라
고 해서 모두 좋은 인간일 수 없는 만큼 모든 시민이 좋은 인간의 탁월함을 지닌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정치학』, 1277a2-4)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이 언제나 같지는 않지만 같을 수 있는 특
별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정치학』1277a12-14) 그 경우는 치자와 피치자가 엄격히 구별
되지 않는 경우, 즉 모든 시민이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가 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서로 
번갈아 지배하고 지배받는 경우다.(『정치학』, 1261a29-34, 1279a8-11) 그런 경우에만 동등한 
자들(των ομοιων)과 자유민들(των ελευθερων)에 대한 지배 즉, ‘정치적 지배(πολιτικη αρχ
η)’라고 부를 수 있으며(『정치학』, 1277b7-8), 그렇지 않으면 노예(奴隸)에 대한 주인(主人)의 
지배와 같다.(『정치학』, 1259a37-1259b9, 1277a33-34)  

만약 국가가 동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탁월한 자들은 항상 지배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언제나 절대적으로(καθαπαξ)’ 지배받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제기
될 수 있다.(『정치학』, 1259b32-35) 이러한 물음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것은 특정 시민은 
항상 노예, 여자,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들
은 치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정치학』, 1264a11-13) 하지만 아리스
토텔레스에게 그런 물음은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유민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
다(『정치학』, 1279a21-22). 

그러므로 정치 공동체에서 입법가나 정치가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과업은 시민들을 좋
은 인간으로 만드는 일이다. ‘정치학’의 과제 역시 “시민들을 특정 종류의 성품을 가진 좋은 
시민으로, 고귀한 일들의 실천자로 만드는 데” 있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099b29-31) 왜냐
하면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그들이 자유민인 한 언젠가는 치자, 즉 지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훌륭한 국가가 되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들은 모두 국정에 참여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이 훌
륭해질 수 있는지 고찰해봐야 한다.”(『정치학』, 1332a34-36)

물론 시민이 지배자가 될 경우에 그는 실천적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피지배자가 될 
경우에는 피지배자에게 필요한 덕을 갖추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치자 고유의 
탁월함은 ‘실천적 지혜(φρονησις)’10)다. 그리고 정의나 절제와 같은 다른 탁월함은 치자와 피
치자 모두에게 필요하다.(『정치학』, 1277a14-15, 1277b25-26) 물론 치자의 정의는 피치자의 
정의와 언제나 그리고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다. 치자의 정의는 지배하는 행위의 탁월함이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전자는 시민의 삶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강하고, 후자는 최대화하는 경
향이 강하다. 

10) 천병희는 φρονησις를 ‘선견지명’으로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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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자의 정의는 지배받는 행위의 탁월함이다(『정치학』, 1277b20-21) 결국 지배자의 경우에
는 좋은 인간의 덕과 좋은 시민의 덕은 같은 것이고(『정치학』, 1277a21-22), 그에게 양자는 
분리불가능하다. “시민과 치자의 탁월함은 가장 좋은 사람의 탁월함과 같아야 하고, 같은 사
람이 처음에는 지배받다가 나중에는 지배해야 하므로, 입법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행위
를 통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정
치학, 1333a11-16)11)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를 이루고 사는 정치적 동물이고, 국가는 
최고선인 행복을 추구하는 최고의 공동체다. 국가가 훌륭해지지 않고서 국가 구성원인 시민은 
행복할 수 없고, 훌륭한 시민 없이 국가는 훌륭해질 수 없다.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과 
입법자는 시민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의 훌륭함과 좋음은 인간으로
서의 훌륭함과 좋음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좋은 인간이 되
려면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고, 좋은 시민이 되려면 좋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은 동전의 양면 관계라기보다는 흡사 뫼비우스(Möbius)의 띠의 양면과 같다. 얼핏 
보기에 다른 두 가지 같지만 실제는 하나다.    

 Ⅲ. 좋은 인간과 친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최고선으로서 완전한(τελειος) 것인 동시에 자족적인(αυταρκεια
ς) 것이라고 말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097a24-1097b21) 그리고 좋은 인간의 덕이 완전
한 덕이라는 점도 여러 번 말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00a4-7, 1102a5-6, 1124a8-10, 
1129b30-31) 행복이 완전하다는 것은 모든 좋음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뜻이고, 자족적이라
는 것은 행복만으로도 스스로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좋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
러므로 좋은 인간의 덕도 완전하면서 자족적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좋은 인간이 행복하는 
데는 추가적인 좋음이 필요하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명백하게 추가적으로 외적인 좋음(εκτ
ος αγαθον) 또한 필요로 한다(προσδεομενη).”(『니코마코스 윤리학』, 1099a31-32)고 말한
다.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것이다. 좋은 인간의 덕도 완전하고 자족적인 것이다. 하지만 
양자는 동일하지 않다. 행복의 성취에는 덕이 필수적이지만 덕만으로는 뭔가 불충분하다. 아
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는 추가적인 좋음이 필요한 이유를 “일정한 뒷받침이 없으면 고귀한 일
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αδυνατον) 쉽지가 않기(ου ραδιον)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1099a32-33) 고귀한 일을 한다는 것은 덕을 갖춘다는 것과 같은 의미
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용기와 절제를 포함한 거의 모든 덕은 고귀함을 지향
하기 때문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15b13-14, 1116b2-4, 1117a7-8)

이를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좋은 인간의 좋음 즉, 덕이 자족적이지 않음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덕만으로 행복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좋음이 필요
하다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덕 자체도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좋음이 필요하
다는 의미다. 이것은 덕이 가치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덕에 따른 활동과 그것으
로 인한 고귀함은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즐거움을 요구하지 않는다(『니코
마코스 윤리학』, 1099a15-18, 1105a1-2) 또한 “덕에 대한 보상과 덕의 목적은 최고의 것이

11) 1332a34-36의 ‘훌륭한’은 σπουδαιος이고, 1333a11-16의 ‘좋은’은 αγαθος이다. 천병희는 σπουδ
αιος와 αγαθος를 모두 ‘훌륭한’으로 옮기고 있으나 원문에 충실하게 달리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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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적이며 지극히 복된 것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099b16-17) 덕에 따른 활동은 행복
에 결정적인 것이며 가장 안정적으로(βεβαιοτης) 그리고 지속적으로(μονιμωτεραι) 행복을 가
져올 수 있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00b14-15) 덕에 근거한 고귀함(το καλον)은 어떤 불
운에도 빛을 발할 것(διαλαμπει)이며, 고결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불운을 견뎌낼 수 
있게 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00b31-33) 

하지만 덕은 쉬운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덕은 중용(中庸)이다. 하지만 중용
의 지점, 즉 올바른 것은 하나이지만 중용의 지점이 아닌 것, 즉 잘못은 여러 가지다.(『니코마
코스 윤리학』, 1106b29-32) 무엇이 중용인지를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아
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왜냐하면 각각의 경우마다 그 중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09a25-26) 그러므로 중용의 덕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악
덕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취하는 방식(그는 이것을 ‘제2의 항해’라고 부른다.)으로 덕을 추
구해야 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09a35) 행복의 필수조건으로서 덕을 그토록 강조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악덕의 회피를 통한 덕의 추구를 주장하는 이유는 “중간을 맞추는 것은 극
도로 어렵기(ακρως χαλεπον)” 때문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09a34) 

게다가 덕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있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지키
기도 어렵고, 행복을 성취하기도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이
어야 하는데, 덕만으로는 그 자족성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없다. 행복은 완전한 덕도 필요하
지만 그 덕이 인생 전체에 걸쳐 행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는 불
행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변화와 우연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00a5-7) 덕이 운명의 장난으로 인한 불행을 막아 줄 정도로 충분한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덕이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덕만으로 그 힘든 여정을 견뎌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방이 될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행복하다는 것은 첫째, 
“완전한 덕에 따른 활동이 있어야 하고”, 둘째, “외적인 좋음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어야 하
며”, 셋째, 첫째와 둘째가 “일정 기간 동안 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01a14-16)12) 이 세 가지 중에 첫째가 결여되면 행복
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고, 둘째가 결여되면 첫째도 어려워지고 따라서 행복하기도 어려워지
며, 셋째가 결여되면 행복에서 불행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요동치는 삶을 살 수 있다. 행복
에는 덕 외에 추가적인 좋음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덕과 고귀함의 즐거움을 지켜주는 추가적인 좋음, 덕을 안정성을 더욱 지속시켜주
는 추가적인 좋음, 덕이 불운에 견뎌낼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실어주는 추가적인 좋음, 평생토
록 덕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추가적인 좋음, 그것이 있으면 반드시 덕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그런 추가적인 좋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아예 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좋음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좋은 인간에게도 추가적인 좋음이 필요하
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것은 ‘친애’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친애는 “일종의 덕이거나 덕을 수반하는 것(μετ’ αρετης)이며, 삶
에서 가장 필요한 것(αναγκαιοτατον)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55a1-2) 친애 없는 삶은 
완전하지도 자족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친애없는 행복도 존재할 수가 없다. 좋은 인간이 아무

12)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의 국역에는 ‘일정 기간 동안 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서’가 수식하는 
말이 ‘행복’으로 되어 있고, 천병희의 국역에는 그것이 ‘유덕한 활동’을 수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유덕한 활동과 외부적인 선의 충분한 구비를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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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없다면 그의 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는 말한다.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친구 없는 삶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55a5-6) 친구가 있어야만 행복과 좋은 인간의 완전성과 자
족성이 그 온전한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다. 친애는 덕과 행복을 말 그대로 완성시킨다. 

친애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8권과 9권에 걸쳐 매우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논의된다. 좋은 
인간에게 친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친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아리
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누군가를 친애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다고 믿는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
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 바라면서 힘닿는 데까지 그런 것들을 해주려는 것이다.”(『수사학』, 
1380b36-38) 상대방을 잘해 주려는 마음과 행동이라는 점에서 친애는 선의((ευνοια)와 닮아
있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55b29-30, 34-35) 하지만 친애와 선의가 다른 점은 선의는 모
르는 사람에게도 가질 수 있지만, 친애는 선의의 대상을 알고 있고, 상대방 역시 내가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즉, 선의가 상호성을 가질 때 친애가 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56a4-5) 그래서 친애는 “상호적 친애(αντιφιλια)이자 상호 선택(αντιπροαιρεσις προς αλ
ληλους)이다.”(『에우데모스 윤리학』, 1236b2-3)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친애는 유익함(το χρησιμον)을 이유로 친애하는 것, 즐거움(η ηδ
ονη)을 이유로 친애하는 것, 덕(η αρετη)에 있어서 유사한 사람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친애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세 번째가 완전한 친애며, 좋은 인간들 사이의 친애다.(『니코마코스 윤리
학』, 1156a10-1156b8)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좋은 인간들 사이의 친애가 어떤 특징을 가
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친애는 덕을 완성시킨다는 것의 의미가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좋은 
인간의 친애 역시 친애의 일반적인 특징인 상호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좋은 인간의 친애에 
두드러지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좋은 인간의 친애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성이다. 즐거움이나 유익함에 근거한 친애 역시 상
호적인 것이지만, 상대방에게서 더 이상 즐거움과 유익함을 제공받지 못하면 그러한 친애는 
‘쉽게 해체된다(ευδιαλυτοι)’.(『니코마코스 윤리학』, 1156a20, 24) 그런 친애는 불안정하다(α
βεβαιος).(『에우데모스 윤리학』, 1236b19-20) 하지만 좋은 인간의 친애는 좋은 인간이라는 
점 자체가 이미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제공하는 유익함과 즐거움도 지속적인 
것이다. 그들의 친애는 덕에 근거한 것이지 변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즐거움과 유익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친애에 수반되는 즐거움과 유익함은 덕에 대한 보상으
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덕 만큼이나 지속적인 것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56b12-14) 
결국 좋은 인간이 아니면서 즐거움이나 유익함에 근거한 친애는 ‘열등한 사람들(οι φαυλοι)’
의 친애가 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57b1-3, 1158b2-4)

따라서 좋은 인간의 친애는 그들의 사유에 있어서나 행위에서 있어서나 더 강해진다. 『니코
마코스 윤리학』, 1155a15) 오직 그들의 친애만이 어떤 험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니코마코
스 윤리학』, 1157a21) 좋은 인간들의 친애는 그들의 친교에 의해 함께 성장하면서 훌륭해진
다. 그들은 친애적인 활동과 상호 교정을 통해서 더욱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니코마코
스 윤리학』, 1172a11-13) 그들의 친애는 더욱 즐거운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속에 훌륭
함(αγαθο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랑받는다는 것을 자신에게 있는 훌륭함 때문에 사
랑받는 것(αγαπασθαι)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수사학』, 1371a18-21) 친구란 다른 누군가
를 친애하는 사람이 그 보답으로 친애를 받는 것(αντιφιλουμενος)이며, 친구들은 서로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수사학』, 1381a1-3), 좋은 인간의 친애에서 친구들은 서로
의 좋음, 고귀함, 덕으로 보답하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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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목할 좋은 인간의 친애의 특징은 덕의 ‘동등성(ισοτης)’이다.(『니코마코스 윤리
학』, 1158b1)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나 지혜로
운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처럼(『니코마코스 윤리학』, 1159a3-4) 동등성이야말로 친애에 
고유한 특징이며(『니코마코스 윤리학』, 1158b26-28), 좋은 인간의 친애에서 동등함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음’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57b28-9) 서로 친구인 좋은 인간들의 좋음
의 동등성이 그들의 친애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지속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좋은 인간이 서로 친구가 되 때는 좋음에서 서로 동등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해야(δι
απονειν)’ 하는 것이다. 좋은 인간의 친애에서 좋음의 동등성은 탁월함의 동등성, 덕의 동등
성이기 때문에(『니코마코스 윤리학』, 1159b4-5, 1166a14-18) 좋은 인간들은 스스로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고 친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서로 덕의 동등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59b7-8) 유년 시절의 친구로 지낸 사람도 덕
에 있어 마치 소년과 성인처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들은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65b23-29) 친애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제일의 
그리고 결정적인(πρωτως και κυριως)’ 의미에서의 친애는 서로 동등한 좋은 인간들 사이에 
성립하는 친애고,(『니코마코스 윤리학』, 1157a30-31) 나머지 친애는 그 친애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친애라고 불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삶’을 좋은 인간의 친애의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 물론 ‘함께 삶’은 친애
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좋은 인간의 친애에만 고유한 특징은 아니다. 하지만 좋은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삶’이 없다면 친애는 성립하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애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함께 사는 것(το συζην)’,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συνημερευειν)’, ‘함께 지내
는 것(συνδιαγειν)’ 등으로 표현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57b6-7, 18-20, 21, 23, 
1171b31-32, 1172a5-7) 물론 같은 공간에 함께 살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친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의 부재가 길어질 경우에는 친애의 망각이 빚어
진다.”고 말하면서 “말을 건넬 수 없음이 많은 친애들을 해체시켰다.”라는 경구를 전하고 있
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57b11-12)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 함께 살고, 이야기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은 친구의 존재가 주는 즐거움과 유익함의 증거가 된다. 

좋은 친구 사이의 친애에서 ‘함께 삶’은 거기에 좋음, 탁월함, 고귀함의 증거를 덧붙여야 한
다. 지극히 행복한 사람도 그에게 친구가 있을 때에만 그 행복이 즐거운 것이 된다. 그의 행
복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고통스러움을 견뎌야 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고통이 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라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오랫동안 있다면 고귀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58a23-24) 좋은 인간도 친구와 함께 
사는 것이 없다면 좋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친구끼리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쾌락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좋은 인간의 친애에서도 매우 중요
하다. 그는 좋은 인간도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는 데, 그 사람은 당연히 좋은 인간
이어야 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58a26-27)

이처럼 좋은 인간에게도 사랑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친구, 지속적으로 각자의 덕을 권장하
고 자신도 격려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덕과 고귀함이 가치있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덕을 
갖춘 고귀한 친구, 자기와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
는 좋은 인간 중에 최고로 좋은 인간, 즉 최선의 인간인 철학자도 외로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철학자는 지극히 복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친구 없는 외로운 삶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철학자는 지성의 관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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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덕은 최고의 것이고, 고귀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니코마코
스 윤리학』, 1177b19-26, 1177a13-5, 1177a24-6) 그런 철학자도 ‘철학적 공동생활(τοις φιλ
οσοφιας κοινωνησασιν)13)’이 필요하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64b1-4) 철학자들도 자신들
의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며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철학을 함께 하는(σ
υμφιλοσοφουσιν)’ 철학자 친구와 함께 살면서 함께 철학을 함으로써 최고의 즐거움을 만끽
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72a4-6) 

하지만 철학자의 친애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그가 인간인 한 인간인 친구-동료 시민일 수도 있다.-가 필요하다는 관점이고, 둘째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불사불멸의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여(『니코마코스 윤리
학』, 1177b30-1178a2) 신의 친구가 된다는 관점이다. 둘째 관점에 의하면 그는 신의 친구가 
됨으로써 신과 동등한 자(者)가 되고 더 이상 인간인 친구가 필요 없게 된다. 인간과 신은 동
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철학자의 친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
한 듯하다. 그는 “친구에게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 즉 친구가 신이 되는 것을 과연 바
라는가?”를 난제라고 표현하고 있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59a7-10) 

하지만 그 난제에 대한 그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다. 첫째 관점에 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하는 사람에게는 고귀한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외적인 좋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최
소한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최소한 정도를 ‘인간으로 살아가기(ανθροπευεσθαι)’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78b1-5) 여기에 친구가 포함되는지
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관조의 활동은 신의 친구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신은 그 보상으
로 관조하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79a25-33) 결국 편리한 
해결책은 철학자에게 철학적 친구(함께 관조하는 친구)와 인간적 친구(혹은 시민적 친구)(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생활하고, 즐거움과 유익함을 교환하는, 정의로운 국가를 같이 만드는 
친구)를 둘 다 부여하는 것이다.14) 명확한 것은 철학자도, 그의 관조도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69b31-1170a4) 그 친구가 신이건 아니면 인간이건 말이다. 

Ⅳ. 시민적 친애

좋은 인간은 비록 덕을 갖추고 고귀한 활동을 하고, 그 자체로 즐겁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지만 그래도 친구가 필요하다. 친구 없는 외로운 삶에서 덕, 고귀함, 즐거움, 행복은 지속되기 
어렵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덕에 있어 동등한 친구가 함께 한다면 좋은 인간의 삶은 더 
없이 고귀하고,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사람들은 친구 없음과 외로움(την ερημιαν)은 매우 
끔찍하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친구와의 교제는 마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
을 이루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에우데모스 윤리학』, 1234b32-33) 친구들과 함께 삶 전

13)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은 여기서 철학을 함께 하는 사람의 공동체를 “주로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만 해석할 특별한 
이유나 단서는 없는 듯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철학자에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와 철학을 배우는 학생 사이에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니코마코
스 윤리학』, 1164b4-5) 값을 매길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친애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물론 그 때 대부분의 친애는 아마 동등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철학적 친애가 발전해
서 동등해지는 경우, 동료 철학자가 되는 경우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14) 이 난제를 푸는 데는 플라톤의 철학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자에 대한 비교가 해석의 좋은 실마
리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더 이상 상세한 논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 과제로 남
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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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보내는 것은 친지들, 동료들, 자식들, 부모님, 부인과 함께 삶을 보내는 것과 같다.(『에우
데모스 윤리학』, 1235a1-2) 좋은 인간에게 친구는 ‘또 다른 나(αλλος αυτος)’이다.(『니코마
코스 윤리학』, 1166a30-33)

하지만 이러한 좋은 인간의 친애가 좋은 시민의 친애로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이 제기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친애는 사랑이고, 사랑의 감정은 자연스러움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친애의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억지스러울 수 있다. 또한 친애는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친구, 동료처럼 어떤 사람을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일반적으
로 시민은 친한, 즉 가까운 사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한 시민에게 다른 시민은 낯선 사
람, 모르는 사람, 먼 사람이다. 이런 시민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친애를 말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시민적 친애(φιλια πολιτικη)’는 말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말해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적 친애는 시민의 화합과 국가 통합에 필수적일 뿐만 아
니라 시민을 좋은 시민으로 만듦으로서 좋은 정치 질서를 가진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최종적으로 국가의 목적인 행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인간에게 친구가 없
는 삶과 좋은 시민에게 친구가 없는 삶은 같은 것을 의미한다. 좋은 인간들 사이의 친애가 그
들의 삶을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다. 좋은 시민의 친애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시민들 사
이의 친애가 없다면 그들은 각자에게 서로 이익을 두고 경쟁하는 사람 그 이상이 되지 못한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 상호 간에 덕에 대해 무관심한 채 오로지 이해관계만 따지는 국
가를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시민적 친애의 중요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하나
는 최고선의 자족성의 관점에서 시민적 삶의 자연스러움으로부터 시민적 친애의 자연스러움을 
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친애가 없는 시민적 삶, 즉 시민들 간에 적대감과 미움이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시민적 친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먼저 자족성
부터 시작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최고선은 자족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 자족성은 시민의 삶이 배제
된 인간의 삶의 자족성이 아니다. “자족성은 자기 혼자만을 위한 자족성, 고립된 삶을 살아가
는 사람을 위한 자족성이 아니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097b6-8)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상 
정치 공동체, 즉 국가를 이루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규정된 이
러한 자족성은 국가가 다른 모든 좋음을 포함하는 최고선인 행복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공동
체,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함하는 최고의 공동체라는 『정치학』에서의 주장( 1252a5-8)과도 일
치한다. 따라서 시민의 삶이 배제된 인간의 삶만으로는 행복을 말할 수조차 없다. 그런 삶은 
자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족성을 특징으로 하는 최고선, 즉 행복도 존재할 수 없는 것
이다. 그래서 정치 공동체적 존재로서 인간의 자족성은 “부모, 자식, 아내, 친구, 시민들을 위
한 자족성”이 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097b8-9)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8권 제1장에서 친애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
면서 친구가 필요한 이유를 모든 좋음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친구 없는 외로운 삶은 아
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9권 제9장에서 친구 없는 외로운 삶이 
동료 시민이 없는 삶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아마 지극히 복된 사람을 외로운 사람으로 만드
는 것은 이상한 일이며, 홀로 지내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소유하라고 하면, 그것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국가를 이루며 함께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니코마
코스 윤리학』, 1169b17-19)라고 말한다. 시민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삶 자체가 외로운 것이
다. 시민이 외롭지 않다는 것은 동료 시민을 친구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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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국 시민적 친애로 귀결된다. 
하지만 친구 없는 외로운 삶이 반드시 동료 시민 없는 삶이라고 추론하는 것에는 이상한 점

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시민으로서 살지만 반드시 동료 시민을 친
구로 두지 않고서 자신과 친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는 교제는 권리와 
이익의 보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풍부한 교제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민적 친애는 없
지만 인간적 친애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인간적 친구는 서로 잘 아는 사람들로, 
동료 시민은 서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국가에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이런 삶은 모순이다.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은 분리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고 친구도 많다. 하지만 그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동
료 시민들로부터 받는 사랑도 전혀 없다. 그는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좋은 인간으로 여겨지지
만, 시민들에게는 권리와 이익을 가진 한 인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칸트의 표현
을 빌자면 그는 시민으로서는 다른 시민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고, 또 그렇게 대우받는 것
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시민을 좋은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런 시민
들로 구성된 국가가 행복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참다운 정치적 지배는 평등한 시민들 간의 상호 지배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좋은 시민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반대로 동료 시민들이 좋은 시
민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번갈아 가면서 동료 시민들을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원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지배에 있어서 단지 시민들 간의 이해관계만을 조정해주
는 정체에서의 시민들은 지배하고 지배받지 않는다. 그들은 상호 지배를 통해 스스로를 지배
하지 않는다. 이것을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좋은 인간으로만 살고 좋은 시민으로는 살지 않
는 것-즉, 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익의 보호만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자유인
이지만, 시민으로는 노예와 다름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마땅히 좋은 인간이면서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온전한 의미의 정치적 지배에서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자유민으로서 살기 때문이라
고 말했다. 그런 정치체제에서는 자유민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지배하고 지배받는다. 만약 영
원히 지배받아야 한다면 그는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다. 그러므로 자유민은 지배자에게 적합한 
덕을 갖춘 좋은 인간이 되어야 하고, 피지배자에게 적합한 덕을 갖춘 좋은 시민도 되어야 한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유민의 상호 지배의 원칙을 친애에도 적용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군주정, 참주정, 귀족정, 과두정, 금권정, 민주정 등 정체의 유형
에 따라 정의와 친애의 유형과 정도도 다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61a10) 이 중에서 금
권정에서 성립하는 친애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친한 친구들 사이에 성립하는 친애’, 
‘형제 사이에 성립하는 친애’와 닮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시민들은 모두 동등하기를 원하며 
같이 훌륭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동등한 자들은 서로 번갈아 지배한다는 점에서 아무 차별
이 없는데, 그들이 친애도 동등한 것이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61a26-30)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권정의 시민들 사이의 친애가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동등한 자들의 
상호 지배에 근거한 친애는 동등하다는 것이고, 그들이 서로 친구인 한 그들은 친구를 지배하
고 친구에게서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로 번갈아 지배하는 시
민들인 동등한 자유민은 서로 친구를 넘어 형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좋은 시민들이 덕에 근거하여 상호 지배를 할 때 그들은 친애를 느끼면서 형제애도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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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그들은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 간의 친애가 없는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시민적 친애가 없는 국가는 홉스

식의 사회계약에 충실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거나 서로 적대시하면서 권익을 위해 투쟁
하는 것이거나 일 것이다. 그런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서로에게 친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친구는 “좋을 때는 함께 즐거워하고(συνηδομενον) 고통스러울 때는 함께 괴로워하는(συναλ
γουντα) 사람”이기 때문이다.(『수사학』, 1381a4-5) 오히려 그런 국가에서는 다른 시민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괴로워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친애의 종류에는 동료 의식(εταιρεια), 친밀감(οικειοτης), 동족 
의식(συγγενεια) 등이 있는데(『수사학』, 1381b35-39), 적대감과 미움은 그 반대되는 것들이
다. 적대감(εχθρας)을 낳는 것은 분노(οργη), 모욕(επηρεασμος), 험담(διαβολη)이다. 분노는 
“우리와 관계된 것에서 생기지만, 적대감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에서 생길 수도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단지 그는 그러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기고서 미워할 수도 있다.”(『수사학』, 
1382a1-4) 상식적으로 친애의 반대인 적대감과 미움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종국에는 국가에 
내분과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가, 입법가는 시민들 간의 적대감을 방치할 수
는 없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친애로 바꾸거나 해야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미움(증오)의 심리는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작동될 수도 있다. 그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분노는 특정 개인에게 느끼는 것이지만, 미움은 어떤 부류(τα γενη)를 
향할 수도 있다. 도둑과 밀고자는 모든 사람이 미워하듯이 말이다.”(『수사학』, 1382a5-6) 우
리는 특정 부류의 사람, 특정 계층, 특정 인종에 대한 불합리하고, 근거 없고, 비인간적인 미
움의 감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잘 알고 있다. 미움의 집단화는 불합리한 형
태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미움은 “치유되지 않는다. 분노는 고통을 주
려하지만 미움은 나쁘게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수사학』,  1382a7-8) 미움의 감정이 원하
는 다른 사람의 나쁜 상태는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무조건 나쁘게만 되면 되는 것이다. 

분노는 치유될 수도 있고, 분노하는 사람은 “연민의 정을 느낄 때(ελεησειεν)가 많지만 하
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수사학』, 1382a14-15) 누군가
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것은 그와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민의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분노는 일종의 삐뚤어진 사랑-그에게는 분명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미움은 그렇지 않다. 분노는 화해의 가능성-분노의 이유가 해소된다면-이 있지
만, 미움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그 대가로 고
통을 받기 원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그저 없어지기(μη ειναι. 존재하지 않기를) 
원한다.”(『수사학』, 1382a16-17) 

시민이 동료 시민에 대해 친애가 아닌 적대감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 적대감의 원인 중에 
치유될 수 없는 미움의 감정은 더욱 위험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적대감과 미움을 
통해 친구와 적을 구별한다.(『수사학』, 1382a18) 친구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에 대한 생각
이 같고, 사랑하는 사람이 같고, 싫어하는 사람이 같고,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고”(『수사
학』, 1381a7-8)이기 때문에 그 좋아함과 싫어함의 연쇄가 적과 친구를 구별하는 잣대가 된다. 
이런 식의 구별에 근거하여 시민들은 동료 시민들을 적과 친구로 구별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아함과 싫어함의 심리적 매커니즘이 적과 친구를 어떤 식으로 구별하는 지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친구의 친구들을, 우리가 친애하는 사람을 친애하는 사람을, 우리가 
친애하는 사람에게서 친애를 받는 사람들을 친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적대시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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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시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는 하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을 친애한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좋은 것에 대해 우리와 생각이 같아서 우
리에게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수사학』, 1381a15-19) 친구는 친구를 낳고 적은 적을 
낳는다. 적대감과 미움이 존재하는 한 시민적 친애는 불가능하고, 참된 정치 질서도 불가능하
다. 이는 역설적으로 시민들에게 친애를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입법자들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친애를 [구현하
기 위해] 더 애쓰는 데, 그 이유는 입법자들은 시민들의 화합(ομονοια. 같은 생각)을 추구하
며, 무엇보다도 화합이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분열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1155a23-25) 국가가 화합을 이루었을 때는 국가의 구성원이 “무엇이 
국가에 유익이 되는 일인가에 관해 견해가 일치할 때, 그리고 동일한 것을 선택하고 공동의 
이름으로 결의한 것을 실행에 옮길 때”를 말한다.(1167a25-28) 그래서 “화합은 시민적 친애
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이야기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67b3-4) 

시민적 화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공직자는 선출되어야 한다든가, 어떤 나라와 
연합해야 한다든가, 누군가가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든가 등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는 보는 것
이 화합이고, 그런 화합이야말로 시민적 친애인 것이다. 시민들은 그런 화합이 서로에게 유익
함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화합은 
“훌륭한 사람들(επιεικεσιν) 사이에 존재한다. 이들은 말하자면 언제나 동일한 지반 위에 머
무르기에, 자기 자신과 화합할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화합하기 때문이다.”(『니코마코스 윤리
학』, 1167b5-7) 그래서 정치학 혹은 정치술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시민적 친애를 산출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친애를 통해 덕과 유익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에우데
모스 윤리학』, 1234b23-24)

시민적 친애가 중요하다고 해서 정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친애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
의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시민적 삶을 통해 정의로운 것들과 유익이 되는 것들을 바
라며 공통으로 추구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67b9-10) 따라서 “서로 불의를 범하는 사람
들끼리는 친구가 될 수 없다.”(『에우데모스 윤리학』, 1234b25-26) 사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
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도 없다. 물론 악인도 악인끼리는 서로 친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계를 친애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진정한 친구들은 불의를 범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람도 불의를 범하지 않는다.(『에우데모스 윤리학』, 1234b29-30)

친애하는 사람은 친애의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의를 초
월한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어미들은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를 택하는 것(『에우데
모스 윤리학』, 1235a35)”처럼 훌륭하고 신실한 사람(επιεικης)은 친구와 조국을 위해 죽기까
지 한다.(『니코마코스 윤리학』, 1169a19-21) 그래서 “서로 친구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정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서로 정의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친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정의
의 최상의 형태(μαλιστα)는 [서로를 향한] 친애의 태도(φιλικον)처럼 보인다.”(『니코마코스 윤
리학』, 1155a26-28) 결국 시민적 친애는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고귀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1155a29)

Ⅴ. 맺음말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등 다양한 정치이론에서 다양한 시민성의 유형을 탐구해왔
다. 그러한 탐구 속에는 항상 인성과 시민성의 긴장과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 인성 없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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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정치에 대한 불신, 정부와 국가에 대한 불신을 낳을 것이고, 국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물론 인성 없는 시민성을 최소한의 시민성을 갖춘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시민성에 토대를 둔 국가가 든든한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민성 없는 인성도 마찬가지다. 시민성 없는 
인성은 홀로 사는 철학자, 은둔자, 창백한 지식인, 가까운 친구 끼리만의 소규모 우정을 나누
는 사람, 부르주아 등의 삶을 정당화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성과 시민성의 조화 내지 결합은 인간의 인격적 발전뿐만 아니
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성과 시민성의 교집합 
부분을 찾는 것, 즉 덕과 친애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집합의 의미를 밝히고 그 영
역을 좁히는 작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성과 결합될 수 없 
는 혹은 결합되어서는 안 되는 시민성의 영역, 반대로 시민성과 결합될 수 없는 혹은 결합되
어서는 안 되는 인성의 영역이 존재하고, 그러므로 그러한 고유한 영역의 존재를 무시하고서 
인성과 시민성을 완전히 일치시키려는 것은 완전한 분리 못지않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즉 인성과 시민성이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로 각각의 고유한 부
분, 즉 벤다이어그램에서 여집합 부분의 고유성을 파괴하는 식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은 더 위
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인성과 시민성의 결합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능한 한 인성과 
시민성의 교집합 부분을 최소화하고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집합 부분이 최소화되면 될수록 즉, 인성과 시민성의 결합의 정도가 약하면 약할
수록 정의의 구현은 법에 의지하게 된다. 법 만능주의는 시민의 화합과 결속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시민들 간의 유대와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공동선의 실현은 항상 경
쟁과 갈등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당연히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
구들에 대한 정의는 친구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지만,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정의는 오
로지 법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에우데모스 윤리학』, 1235a3-5) 이는 우리가 동료 
시민들을 친구로서 대할 수 있다면 법에 의지하지 않고서 혹은 법에 얽매이지 않고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친구의 정의와 법의 정의가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법의 명
령에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친구를 친애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친애를 통한 인성과 시민성의 결합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에 근거한 인간적 친애와 시민적 친애
는 친애로 인한 정의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친애는 상호성, 동등성, 지속
성, 함께 삶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시민적 친애는 그러한 특징에 더하여 ‘화합’ 즉 ‘같은 생각’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이 같은 생
각을 가진다면 그들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시민의 친애, 즉 시민적 친애를 위해서는 좋은 인간의 친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친애는 무조건 친하게 지내려는 사
람-아첨꾼-과 무조건 싸우려는 사람-싸움꾼, 뿌루퉁한 사람-의 중용에 있는 사람이다.(『니코
마코스 윤리학』, 1108a26-31) 즉, 중용의 덕으로서 친애를 추구하지 않고서는 시민적 친애에 
이를 수 없다. 중용에 어긋난 잘못된 친애는 자기 편(偏)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첨하고, 
다른 편(偏) 사람에 대해서는 늘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무조건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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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한국의 시민성은 좋음보다는 나쁨에 대한 ‘같은 생각’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나쁨은 크게 가난(家難)과 불의(不義)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산
업화를 후자는 민주화와 연결된다. 가난이라는 악에 대한 같은 생각, 즉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같은 생각으로 한국은 생존을 넘어 부와 번영을 이루었고, 불의라는 악에 대한 같은 생
각, 즉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를 실현하자는 생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제 나쁨에 대한 
같은 생각으로 이루어 낸 좋음에 대한 같은 생각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좋음에 근거
한 시민성은 한국의 시민들을 더욱 고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고귀한 자들의 친애가 넘치는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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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관계 및 교육적 함의 논평

강두호(전북대학교)

(Ⅰ) 정리

  연구자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
이 가지는 상호관계, 그리고 그것이 교육의 영역에 던져주는 함의에 대하여 논
하셨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좋은 인간(good man)의 조건과 좋은 시민
(good citizen)의 조건이 일치하는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
스 사상의 중심 테마 중 하나입니다.
  토론자는 연구자님의 논문 내용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하여 이해하였습니
다. 첫째,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 양자는 서로에 대해서 떼어 생각할 수 없
는 관계라는 점; 둘째, 양자의 공통점(교집합)에 비추어볼 때 자라나는 학생들
을 ‘좋은 인간’이자 ‘좋은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덕과 친애를 강조하는 
교육이 요구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토론자는 이렇게 이해된 두 가지의 내용 모
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지엽적이나마 각 내용에 대하여, 논의의 
차원에서 1가지씩 고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Ⅱ) 논의

  연구자님은 Ⅱ장에서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네 가지의 논증으로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 Ⅴ장에서 ‘교집합, 
여집합’ 같은 용어들을 쓰시며 인성과 시민성의 조화 내지 결합 문제가 생각만
큼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간’과 ‘좋
은 시민’이라는 두 개념들의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
움이 남습니다. 
  먼저, ‘좋은’이라는 말의 뜻, 나아가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개념에 관
한 것입니다. ‘좋은’이라는 말처럼 가치를 표현하는 용어는 그것이 무엇을 의
미하는가에 따라 그 기술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좋은(맛있
고 싱싱한) 과일, 좋은(성격 원만하고 예의바른) 직장 동료, 좋은(연구 실적 훌



륭하고 강의 잘하는) 교수, 좋은(국민의 안보와 복리를 최우선시하는) 대통령 
등의 경우입니다. 아울러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이라는 개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감되어 이해된다면, 둘의 공통점 또한 수월하게 탐
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같은 개념들에 근거를 둔 인성교육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에 대한 개념이 명쾌하게 설정된다면, 인성교육(시민성
교육을 포함하여)의 내용을 정하는 일도 그만큼 수월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인 『도덕』 과목의 경우,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내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현행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은 인성과 시민성을 함
께 다루면서 도덕 교과의 내용 체계를 크게 네 영역(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과의 관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내용 구성의 범위에 관한 고민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자님은 Ⅰ장에서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을 결합시키는 가장 강력하면
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친애”라고 단언하십니다. 친애를 양자 결합의 기본적 가
치로 제시하는 이 말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로 그 친애의 위상과 
관련하여 덕과 친애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님의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논문 속에 기술된 다음의 주장들은 친애를 덕과 구분하는 입장의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덕을 통한 해결은 충분하지 않기에 뭔가 중요한 것이 덧붙여져야 
한다; 교집합에는 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친애도 있다; 친애와 덕 
모두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을 결합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 친애가 
더 필요하다; 덕을 통한 결합은 단순히 기계적 결합일 수 있지만 친애를 통한 
결합은 소위 화학적 결합이다; 덕과 친애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인간을 즐겁
고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이상 Ⅰ장). 덕만으로는 행복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렵
기 때문에 추가적인 좋음이 필요하다(Ⅲ장).” 
  반면에 논문 속의 또 다른 주장들은 친애를 덕에 포함시키는 입장의 것이라
고 이해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아예 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런 추가적인 좋음이 필요하다 … 그것은 ‘친애’다(Ⅲ장).” 덕과 친애의 관계에 
관한 이 논의는 토론자의 제언과도 연계됩니다.  

(Ⅲ) 제언



  연구자님께서는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일치에 관한 교육적 함의를, (논문
에 구체적으로 서술된 내용은 없지만)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취하실 것으로 추
측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님은 인성교육이 덕(德)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
을 지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하
나는 덕들의 연결 체계와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성교육의 방향과 관련
된 것입니다.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들이 있습니다. “덕과 고귀함의 즐거움을 지켜주
는 추가적인 좋음, … (여러 가지) … 추가적인 좋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아예 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좋음 … 그것은 ‘친애’”(Ⅲ
장); “친애하는 사람은 친애의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의를 초월한다.”(Ⅳ장). 
  토론자는 이 진술들이, ‘친애’를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을 통합시키는 데 필
요한 하나의 덕으로 그것도 가장 중요한 덕으로 자리매김 시킨다고 이해하였
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필요한 덕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임에 틀림없습니다.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 역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가치를 ‘성실, 배려, 정
의, 책임’ 등으로 나열하여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덕들은 서로 배타적이기
보다 일정한 윤리 체계를 형성하면서 연결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볼 때, 친애의 덕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것과 더불어 다른 
모든 덕들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따라서 덕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서라도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이 되는 데에 ‘친애’를 으뜸가는 덕으로 정하고, 
그것이 그 안에 다른 덕들을 담고 있다고 보면 어떨까 제언하는 바입니다. 소
크라테스(통찰력 내지 지혜로움), 플라톤(정의), 아우구스티누스(신에 대한 사
랑), 토마스 아퀴나스(현명과 사랑), 덕윤리학자는 아니지만 칸트(보편적 의무
감) 등이 최고의 덕 또는 가장 포괄적인 덕을 제시하면서 덕에 관한 논의를 펼
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Ⅱ)의 두 번째 논의를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됨됨이에 따라 행동합니다. 당위가 존재에 의거하는 이상, 
인간적 및 시민적 차원에서 ‘좋은 행위’를 하는 일은 그 행위의 주체가 ‘좋은 



존재’(좋은 인간이면서 좋은 시민)일 때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이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
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명확
하게 알게 된다는 말과 통합니다. 
  좋은 존재로부터 좋은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연구자님의 논문에
서 직접 그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토론
자는 규범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적 원리의 하나로서 ‘Agere 
sequitur esse’라는 라틴어 격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성 단어들(agere 행
위; sequitur 따르다; esse 존재)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는 이 말을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Action follows being) 혹은 ‘행위는 존재에 의해 결정된
다.’(Action is determined by being)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존
재(좋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좋은 시민)와 당위(바로 그 같은 양면적 존재의 행
위)의 합치(合致)를 나타내는 말로서, 우리가 인성교육의 방향을 잡는 데 적절
히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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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 말 :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눈빛이 공허한 학생들이 늘고 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사

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가슴에 꿈과 열정을 품지 못하고 무기력

하게 살아가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잠시라도 눈빛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뭔가에 집

중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학생들. 어른들을 향한 적대감과 경계심으로 정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게임 중독, 담배, 술,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영혼마저 어두워

지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어찌할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의 눈빛이라고 했는데, 그 아름다운 

눈빛들이 허무와 냉소에 젖어들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아이들은 없었다. 다들 

축복받으면서 태어난 고귀한 생명들이다. 그런데 양육과정에서 아이들은 부모로부

터 먼저 상처받는다. 가정교육에서 놓친 아이들을 학교교육이 온전히 품어낸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마을,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나서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돌봐야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평소 학생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과 태도를 조금만 달리해도 그다지 문제될 

것도 아닌데 우리 어른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여 ‘문제아’니 ‘부적응

아’니 낙인찍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어른들의 무지와 편견과 오해가 아이들

을 더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고정관념’이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할 때가 많다. 스

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고 불쑥불쑥 행한 일들 때문에 몸서리치도록 부끄러워해본 

사람은 안다. 그래서 중국의 루쉰은 ‘행이지난(行易知難)’이라고 했다. 멋모르고 행

하기는 쉬워도 진정한 앎이란 지독히 어려운 문제이다. 소크라테스도 늘 자기는 아

무것도 모르고, 다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논쟁

의 결론은 늘 ‘아직 그것은 모른다’였다. 결국 진정한 앎이란 무지에 대한 반복적인 

고백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니 우리는 시시때때로 앎에 속고 이념에 속고 산다. 

인간이 이렇듯 무지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이론이나 

프로그램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 창조한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의 맹신은 예수님도 부처

님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 것이다. 성인들은 하나같이 인간에 대한 조건 없는 사

랑과 자비를 강조했을 뿐이다. 사랑과 자비가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이다. 최악의 경

우에도 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고 가르쳤다. 

간디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온 세계가 성장한다”고 했다. 역사는 그 ‘한 



 

 

 

사람’에서부터 싹튼다. 훌륭한 교사는 문제의 해법을 ‘사람’에게서 찾고, 평범한 교

사는 문제의 해법을 ‘프로그램’에서 찾는다고 했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해도 사람을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천만가지 이론이 

있다한들 ‘사람’을 놓치면 그 이론도 다 헛것이다.  

그렇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그 한 사람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

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희망이다. 반칠환 시인은 “노랑제비꽃 하나가 피기 위

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가 아이 한 명을 온

전히 키워내는 일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어떤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보다도 아이

들 한명 한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는 교사의 ‘맑고 밝고 따뜻한 사랑’이 

더 소중하다. 

사랑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온 몸을 낮추어 아이들 한명 한명의 이

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교사, 하여 그 아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나날이 성장하

는 교사가 좋은 교사요 행복한 교사일 것이다.  

 

2. 행복한 학교문화 변화를 위한 실천 방향 
 

소중핚 핚 사람, 사랑과 섬김의 교육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3주체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이이다. 전통

적인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를 이끌어갔지만, 21세기 미래형 학교

는 교육의 3주체가 대등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간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때 더러는 각 주체들의 욕망과 무지로 인해 갈등과 좌절을 

겪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

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의 구도자가 되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

하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 순간도 망각하지 말고 사랑

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사랑의 길은 ‘감동’과 ‘행복’으로 통한다. 교원으로서 우리가 먼저 아이들을 지극정

성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가슴이 따뜻해

질 것이다. 가슴 따뜻한 사람은 시시때때로 ‘감동호르몬’을 잘 분비해낸다. 감동호르

몬은 죽어가는 세포도 활성화시키고 행복감에 젖어들게 한다. 결국, 아이들을 매일

같이 섬기면서 맞이하는 일이 곧 우리가 하루하루 ‘감동과 행복’을 창조하는 길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배움의 공동체인 ‘교사회’ 살리기 

우리사회에서 교원들처럼 우수한 인재집단도 드물다. 그들의 자발성이 제대로 발

현되기만 한다면 우리 교직사회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철옹성같이 굳건한 관료주의 문화의 덫에 갇혀서 일찍부터 ‘임금노예’로 길들여져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현상은 교사의 문제이

기 이전에 교장 교감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교장도 교사다. 교사인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동료교사들을 내 삶의 구도(求道) 



 

 

 

길에 동행하는 도반(道伴)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 도반을 처음 만날 때는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최선을 다한다. 교장 교

감은 단순히 교원들의 복무상황을 통제하거나 업무상황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정도

에 그친다면 말 그대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도에서 머물고 만다. ‘관리자’

라는 말이 정말 듣기 싫다. 누가 누구를 관리한단 말인가? 교사 개개인을 삶의 주

체로 세워야 한다. 교사를 춤추게 해야 한다. 교장 교감은 교원들에게 시시때때로 

교육비전과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도 우선해야 할 일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살아있는 ‘교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교장 교감의 일방적인 지시나 전달에만 의존하는 교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열정 있는 교사들의 진솔한 목소리가 살아나야 비로소 학교가 살아난다.  

교사회는 교사들의 집단지성과 성찰적 사유가 소통되는 진정한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때 교사들의 목소리는 살아나고 교장 교감의 목소리는 줄어들어야 

한다. 배움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실 수업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살아나고 교사

의 목소리가 낮아져야 하는 원리와 다를 바 없다. 교사회에서 교장 교감은 ‘적극적

인 듣기’의 명수가 되어야 한다.  

학교는 무수한 ‘관계망’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장 교감은 교사회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배움의 공동체 원리인 ‘연결 짓기’와 ‘되돌리기’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또 적절한 타임에 ‘점핑 과제’를 제시하여 교사회의 팀워크를 이끌어 내야 한

다. 배움의 공동체로서 교사회의 성장은 개인플레이가 아니다. 철저하게 팀이 만들

어내는 공동의 작업이다.  

 

참여와 소통의 학부모회 지원하기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 사이이다. 관계가 좋을 때는 더없이 좋지만 

어쩌다가 그 관계가 불편해지면 막다른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그래서 흔히 교사들

은 학부모들이 교육활동에 깊이 참여하는 것을 경계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다보

니 실제 교육의 3주체 중에 하나인 부모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학부모 단체들이 생겨나고, 학교운

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면서부터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서도 그동안 학부모 교육이나 학부모 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교육 3주체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부모회를 교육 주체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이다. 학부모들이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 낼 때 학교문화는 변화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학부모들이 교육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부모

-교사, 학부모-학생, 학부모-학부모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회의 자립과 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  

 

3.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실제 



 

 

 

 

공립 대안 태봉고 이야기 : ‘공교육을 살리는 희망징검돌’  

태봉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마을에 있다. 폐교된 태봉초등학교 옛터

에서 2010년 3월에 출범한 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 대안고등학교다. 

태봉고의 비전은 “학교를 넘어선 학교, 사랑과 배움의 공동체”다. 교육목표는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는 행복한 사람 육성”이다.  

대안학교는 기존의 학교가 너무 교사중심, 성과와 관리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선택을 존중하는 ‘아동중심 교육

관’을 바탕으로 한다. 경쟁을 부추기는 일제수업과 획일주의 수업을 지양하고, 더불

어 협력하고 개개인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형태를 바꾸려고 

한다. 또 교과서 중심으로 일방적인 지식 전달교육에서 체험중심으로 지식을 창조

하는 수업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태봉고는 미국 공립 대안

학교인 메트스쿨의 성공 사례와 일본 공교육의 혁신을 주도하는 ‘배움의 공동체’ 원

리에 기초하여 학교 비전을 세웠다.  

메트스쿨은 아이들 한 명 한명에 맞추는 개별화 맞춤 교육이다. 아이의 관심사에 

따라 학교 밖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체험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인턴

십을 통한 학습’(LTI : learning through internships)의 원리인데, 학생들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길잡이 교사(advisor), 사회길잡이(mentor), 학부모가 공동으로 협

의하면서 학습계획을 짜고 인턴십을 실행한다. 그래서 메트스쿨을 ‘학교를 넘어선 

학교’라고 한다.  

한편 일본 도쿄대학교 사토 마나부 교수가 주창한 ‘배움의 공동체’ 관점에서 보면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수업은 실패한 수업이다. 여기서 교사는 ‘가르치는 전

문가’가 아니라 ‘배우는 전문가’로서 거듭나야 한다. 훌륭한 교사는 ‘귀 밝은 사람’이

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 주는 사람이다. 교실에서 교사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살아나야 한다. 교사는 온몸과 마음으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또 들으면서 학생들끼리 서로서로 배우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연결 짓기’와 ‘되돌리기’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수업이 활동중심, 협동중

심, 표현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교안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모두가 

다 함께 몰입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 ‘한 명의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

도록 하자’는 게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 꿈꾸는 이상향이다. 

요컨대, 학교를 넘어선 학교와 배움의 공동체 원리가 자연스럽게 융합된 한국 공

교육의 새로운 학교모델을 반듯하게 만드는 일이 태봉고등학교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이다.  

‘공립 대안’이라는 명칭이 보여주듯이 태봉고는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범생이와 

날라리, 잘사는 집 아이와 못사는 집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와 신체 건강한 아이가 

골고루 섞여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는 학교’다. 그런 

점에서 태봉고는 기존의 사립형 대안학교나 일반 공립학교와는 다르다.  



 

 

 

지난한 논의를 거친 설립 과정 또한 전례 없었는데,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문제는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인가’와 ‘어떤 학생을 모집할 것인가’였다. 경남에서 최

초로 시도되는 ‘공립 대안학교’를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아 위주로 뽑

을 것인가, 아니면 일반학교처럼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섞어 뽑아 

힘들더라도 서로 부딪치고 융화하며 함께 비전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대립되었다. 태봉고는 “교육의 본질은 우정을 싹트게 하는 것”이라는 이반 일리치의 

말을 인용하며 학교는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자기와 

다른 존재를 상대하는 법을 배우며 우정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태봉고는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3퍼센트의 소금 같은 학교’를 꿈꾼다.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서 온갖 잡동사니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지닌 3퍼센트의 소금 

덕분에 썩지 않는 것처럼 태봉고는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3

퍼센트의 소금을 지향한다. 

태봉고의 졸업식은 감동의 눈물바다를 이룬다. 대안학교는 ‘문제아 집합소’라는 사

회적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태봉고는 이런 편견을 넘어 누군가는 

꼭 가야만하는 길이기에 그 길을 당당하게 앞장서서 걸어왔다. 당연히 이 길은 많

이 외롭고 고독한 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하자는 ‘담

쟁이 정신’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함께 가자 우리’와 ‘담쟁이 정신’이 태봉고가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는데 큰 자양

분이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태봉고는 경남교육의 새로운 창 하나를 열었고, 한국

교육사에서 공립 대안학교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었고, ‘공교육을 살리는 희망 징

검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해금산 교육마을 만들기 : 남해 상주중학교 이야기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작은 학교’ 되살리기가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나

는 태봉고 임기를 마치고 2014년 3월 상주중학교 교장에 부임하여 학교 되살리기

에 매진했다. 또다시 ‘담쟁이 정신’으로 ‘여럿이 함께’ 손잡고 경남 최초의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큰돈 모아 기숙사를 짓고, 전국적으로 학생을 

불러들이는 기적을 이뤄냈다. 이제 상주중학교는 전교생 6학급 90명의 ‘꿈의 학교’, 

‘삶의 학교’, ‘행복 학교’로 거듭났다.  

나는 상주중학교에 부임하여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라는 구호를 내

걸고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교육마을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간디 선생의 말씀을 현실 세계에서 직접 실현해보고 싶

은 꿈이다. 하여, 교육 때문에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남해로 초대하여 새

로운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 남해대교와 창선대교만 건너면 남해의 어떤 학교에

서든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행복한 교육도시’ 남해를 상상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소도(蘇塗), 교육해방구, 교육공화국을 여기 남해 땅에 꼭 세우겠다는 큰 꿈을 

꾸고 있다.  



 

 

 

미래사회는 ‘성공중심’에서 ‘행복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

국은 ‘행복한 마을학교 살리기’로 거듭나야한다. 농촌 지역 마을학교를 되살리고 도

회지 큰 학교의 학급 수를 줄여야한다. 그러면 도시와 농촌이 동시에 행복해지는 

상생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을학교 살리기’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면, 오늘날 사회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 학교 중단 문제, 학교 부적응 문제 

등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길이 한국교육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라고 본다. 

‘행복한 교육공화국’ 남해의 꿈은 4년이 지난 지금 하나하나 현실로 확인되고 있

다. 지난 2년 동안 상주중학교 입학을 위해 전국에서 10가구가 작은 시골마을로 

귀촌을 하였다. 이들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중심이 돼 새로운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연대’와 ‘공존’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조합 설립에 착수

하여 마침내 2017년 4월 <남해상주 동고동락 협동조합> 창립식을 가졌다. 앞으로 

“남해금산 교육마을”의 꿈은 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펼쳐질 것이다. 

나아가 상주중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상주학원은 2016년 12월에 교육부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자로 지정받는데 성공했다. 교

육부는 전국에 5곳을 지정하여 태봉고와 같은 공립 대안학교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

로 또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공립 대안학교의 모델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인 보물섬고등학교는 배움과 삶의 기쁨을 발

견하는 교육본질 중심 ‘꿈의 학교’, 삶 자체가 교육인 여행-창조-현장 중심 ‘삶의 

학교’, 한명도 소외되지 않는 사랑-돌봄-소통 중심 ‘행복 학교’를 실현하려는 목표

를 세우고 있다.  

‘남해금산 교육마을’ 만들기는 단순히 작은 시골마을 하나를 되살리자는 데 그치

지 않는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함께 가야 하는 길

이다. 우리들의 꿈은 평생 이룰 수 없는 큰 꿈이다. 꿈은 우리가 꼭 이루지 않아도 

좋다. 이 꿈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 우리가 하루하루 간절하

게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4. 맺는 말 : 모든 학교는 ‘행복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안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안학교’라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냥 좋은 학

교, 행복한 학교만 있는 것이다. 일반학교다 대안학교다, 공립이다 사립이다, 일류

학교다 삼류학교다 등으로 나누고 분별하는 마음부터 졸업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

한민국 어디서나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하

게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새로운 교육, 혁신교육, 대안교육을 꿈

꾸는 사람이다. 

사회 구조악을 만든 것도 사람이고 그 구조악을 뛰어넘는 것도 사람이다. 결국 

누구 말대로 ‘사람이 희망이다.’ 학교 현장에 한정하여 말하면, ‘교사가 희망이다.’ 한 

사람의 교사가 먼저 바뀌고, 한 사람의 교장이 먼저 바뀌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

리 교육의 희망은 다시 싹틀 것이다. 



 

 

 

허구한 날 제도 탓, 세상 탓이나 하면서 말잔치만 벌일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일

꾼으로 거듭나야 한다. 세상이 온통 흙탕물이라고 한탄하고만 있기에는 우리 아이

들이나 내 자신에게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하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참 좋은 

샘물이 되어야 한다. 길은 여럿이 함께 걸어가면 길이 된다고 했다. 어둠을 탓하는 

것보다는 촛불 한 자루 밝히는 게 더 낫다고 했다.  

바로 이런 정신, 이런 용기, 이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학교를 꿈꾸

는 대안학교, 혁신학교에 모여든 사람들이다. 이들과 함께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어 나는 참 행복하다.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하다’고 외치면서 나는 오늘도 ‘행복한 학교’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참 좋은 샘물이 되자.” 

 

ytj747@hanmail.net 

 

mailto:ytj747@hanmail.net




백종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인공지능시대, 인간임의 요소와 인성함양

박영하
서울대 인성교육연구센터 연구원

[시민적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문화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1-

토론 : 시민적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문화의 변화 
-태봉고와 상주중 사례를 중심으로-

박 영 하(서울대학교 인성교육연구센터)

먼저,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남다른 열정 그
리고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교육 본래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한 평생을 바쳐 오신 
여태전 교장선생님의 귀한 경험을 글로 읽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잘 들었
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계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희망스럽
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자리에서 선생님의 교육경험에 대한 토론자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선생님의 발표 내용들은 말이나 글로 끝나
지 않고 모두가 실천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이라서 감동과 그 울림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한 저의 생각과 
질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생님은 오늘 날 교실 속 학생들을“눈빛이 공허한, 가슴에 꿈과 열
정을 품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잠시라도 눈빛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
을 힘들어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뭔가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어른들을 향한 
적대감과 경계심으로 정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게임 중독, 담배, 술, 폭력적
인 말과 행동으로 영혼마저 어두워지는 학생들”묘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이러한 현실진단이 전체 학생 일반으로 확대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대다
수 학생들을 이렇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교사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제
시하기 위해 표현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학생들의 이러한 어두운 면들이 어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 지속되어왔다고 보고 계시는데, 토론자는 조금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
다. 오늘날 학생들의 꿈과 삶의 의지 부족, 학교 부적응, 학습의욕 감퇴의 원인을 
저는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고 배우고 싶은 것과 교사 혹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르
치고 싶어 하는 것 사이의 불일치에 있다고 봅니다, 주고 싶은 것(교육과정, 수업, 
교과)과 받고 싶은 것(꿈을 키우고 끼를 살리는 행복한 교육))이 너무도 다른데(특
히 중학교는 좀 그렇다 치고, 고둥학교는 더욱 그 불일치가 심하다) 어떻게 그 관
계가 원만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난 정부 때부터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교
육’을 목표로 내걸고 야심차게 교육 정책을 펴 왔지만 실제로 우리 학교 현실은 
입시 및 취업을 대비한 지식 중심의 교육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도입이라는 청신호가 위안을 줍니다. 그러
나 우리 교육 본래의 목표인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의 이상과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 교육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교육이 넘어야할 큰 산입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경험
을 통해 그 해법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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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강조하셨는데, 학
생과 학부모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고 교사의 길을 ‘구도자’의 길로 말씀하신 
대목에서 선생님의 교육관과 교사관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 선생님과 같이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지닌 구도자적 자세로 교직
에 임하는 것이 모든 교사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연구자는 매우 회의적인 생
각이 듭니다. 그것이 결코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이자 
이상적인 목표라고 여기는 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게 되셨고, 교사의 길을 ‘구도자’의 길로 생각하시게 되었는지 그 계기나 연원
을 알고 싶고 그런 교사를 현실적으로 양성하기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와 
교대, 교원대, 교육대학원 등의 교육과정과 교수요원(교수)둘의 선발에 관심을 기울
여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
는 ‘교사의 질은 그 교사를 양성하는 교수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감히 말씀드리
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기존의 교사 양성 시스템이 선생님이 추구하는 교육적 이상
을 구현하는 교사를 양성하기에 과연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바람직한 교사양성과 
관련하여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 

선생님은 “태봉고는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3퍼센트의 소금 같은 학교’를 꿈
꾼다.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서 온갖 잡동사니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지닌 3
퍼센트의 소금 덕분에 썩지 않는 것처럼 태봉고는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바다를 썩
지 않게 하는 3퍼센트의 소금을 지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머지 97퍼센트’입니다. 이들 97퍼센트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학교가 3퍼센트이고 나머지 97퍼센트 학교는 모두 그릇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유지되고 운영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제자들과 후손들이 계속 
떠안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를 태봉고나 상주중학교처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신‘꿈과 감성을 키우는 행복교
육’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일까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
고 싶습니다.   

끝으로, 선생님께서는 실천해 오신‘시민적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성
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태전 선생님의 교육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
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  

 



백종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인공지능시대, 인간임의 요소와 인성함양

손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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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성 역량과 배움 중심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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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성역량과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토론

이혁규(청주교육대학교)

중요한 행사에 토론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움의 공동체 운동을 열
심히 하고 계시는 손우정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런데 토론자의 소임을 하기에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손우정 박사께서 하시는 활동과 파워포인트의 내용
을 바탕으로 간단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성교육에 대한 제 생각의 일단을  
다음 인용문으로 나타내보고자 합니다. 

광복 이후 한국교육은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교육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부담, 살인적인 입시 경쟁,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도 

등은 우리 교육의 부정적인 단면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부정적인 것보다 더 부정적인 것이 

있다. 인성 교육의 실패가 바로 그것이다. 나는 인성교육의 실패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

제라고 생각한다. 

궁서체로 인용한 글은 신배화 선생님의 <결국 인성이 이긴다>라는 책에 대한 제 추천사의 
맨 앞부분입니다. 참고로 신배화 선생님은 초등교사로 제 제자입니다. 15년 경력의 교사로 학
교에 발령을 받은 후에 스스로 인성교육에 대한 여러 실천 방법들을 배우고 개발해서 학년별 
인성교육, 상황별 인성교육, 가정의 인성교육, 습관 형성을 통한 인성교육 등 인성 교육에 대
한 산 지혜와 실천 방략들을 담아서 책을 내었습니다. 저는 신배화 선생님처럼 인성교육에 대
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한국 교육은 지식 교육을 지나치게 경쟁적인 방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좋은 인성을 길러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손우정 박사님께서 열심히 이끌고 계시는 배움의 공동체 운동은 그런 경쟁
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협력이 있는 수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쟁적인 수업 분위기를 
완화하고 서로 돕는 인성을 형성하는 데 유익한 좋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토 마
나부가 주장하듯이 누구도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는 교실을 만드는 것은 인성 교육의 핵심 정
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글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일본보다 더 경쟁 교육
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왜 우리의 자생적인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
실’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운동론이 생성되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우정 박사님께서 파워포인트의 중간에 인용하고 있는 국어 수업의 사례가 흥미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국어교육?>이라고 물음표를 붙여 놓은 질문도 흥미 있는 논쟁거리입니다. 
교과에서 인성교육에 접근하는 가장 쉬운 길은 교수방법에 인성 교육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를 배울 때 일제식 수업이 아니라 모둠별 협력 수업을 하고 서로 도
우면 인성 형성에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지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텍스트를 아예 
인성 교육적 요소가 강한 내용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수업이 이 단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국어와 도덕을 융합한 수업에 윤리적 메시지가 강한 “넌 괜찮아”라는 그림
책을 텍스트로 가져와서 방법이 아니라 내용 자체에서도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개별 교과에서 인성 교육적 요소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들어오면 교과가 교과답게 가
르쳐지는 것이 침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컨대, ‘넌 괜찮아’라는 그림책은 도덕적 



교훈을 얻기 위한 텍스트로도 읽힐 수 있겠지만 그림과 텍스트가 조응하는 문학 텍스트의 한 
장르로서 이해되어야하기 때문이지요. 인성 교육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자칫 잘못하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몇몇 덕목에 대한 반복적인 설교조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교육의 반복은 
인성교육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그 뻔한 도덕 교과서를 오랫동안 배웠던 학
창 시절을 떠올리면 곧바로 회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바하 음악의 아름다움, 주기율표의 
경이로움, 시 읽기의 즐거움을 그 자체로서 제대로 배우는 즐거운 경험 또한 인성 교육의 또 
다른 한 형태일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수단적인 목적으로 지겹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과를 그 교과가 열어 보여주는 세계를 온전히 경험하는 방식으로 제대
로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인성 교육이 아닐까요? 세상과 사물과 관습에 의문을 제
기하고, 사유하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문을 제
기할 수 있는 능력이 참된 공부의 모습일 테니까요! 

다만 교과를 교과답게 배운다는 것이 사물을 대상화하는 서양의 객관적 지식 교육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파머 파커는 호기심과 지배욕에 의해서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의 비도덕성을 지적하면서 자신과 이웃과 세계 전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터해서 인식 주체가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배움의 
세 가지 차원에서 ‘만남’이라는 대화적이고 인격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토 마나부의 이
론에도 서양 근대 교육의 공부 방식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내포되어 있어 보입니다. 

인성교육보다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현재의 교육실천에 대해서 한 마디만 언급하고 마무리하
겠습니다. 최근 배움의 공동체를 비롯해서 하브루타, 거꾸로교실, 발도르프 등 다양한 교육적 
흐름이 한국에 수입되어 한국 교육 실천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열린 시각으로 다양한 사조를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 교육계의 고유한 강점입니다. 다만 일정
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식과 모방을 넘어서 한국의 토양과 풍토에 맞는 우리 식의 이론과 
실천으로 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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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엇

  4차 혁명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

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의 전망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온다. 이미 다른 나라에 뒤쳐져 

있으니 빨리 4차 혁명시대에 걸맞게 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거나 사회 제도와 정

부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등 기업인부터 각계 전문가, 여야 정치인까지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4차 혁명시대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가야할 방

향이 어디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4차 혁명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단순히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 정도로만 이해하거나 혹자

는 3차 혁명의 연장쯤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전문가들도 4차 혁명시대가 가져 올 과

학기술의 변화에만 매몰돼 진정 그것이 의미하는 개인 삶의 변화와 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4차 혁명은 이미 조금씩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를 정확히 우리가 인지하

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다보스포럼이 4차 혁명을 의제로 제시하면서 온 세상

이, 특히 한국이 ‘네 번째 물결’에 완전히 빠졌다. 무엇보다 같은 해 3월 알파고와 이

세돌 9단의 대국이 있고 난 후부터 4차 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무

렵부터 허겁지겁 설익은 대안과 정책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무엇 하나 본질을 제대로 밝혀낸 해법은 없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까. 바로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접근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표현을 빌리

자면 문제의 본질을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 섣불리 해결책부터 내놓고 있던 것이 잘못

이었다. 지금 우리는 문제를 풀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지부

터 생각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즉, 아인슈타인의 55분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어설픈 대안과 해법을 내놓기에 앞서 4차 혁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휴마트 씽킹을 통해 4차 혁명이라는 개념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자한다. 그렇게 함께 고민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 앞의 4

차 혁명이 일상을 사는 개인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큰 위기이면서, 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2. 4차 혁명의 본질은 인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 다가올 미래 사회의 본질을 정확하고 충분

하게 담아내지 못한다. 인류 문명은 지금까지 크게 3번의 도약기를 거쳤다. 1차 농업

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정보혁명이다. 그리고 눈앞에 4차 혁명이 도래했다. 하지만 



섣불리 네 번째 도약기를 ‘00혁명’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미래 사회를 한정된 틀 안

에 가두는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 앞의 그 ‘00’이 명확해질 때까지, 적

어도 아인슈타인의 55분 동안만큼은 그냥 ‘4차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우린 먼저 이런 4차 혁명의 본질을 찾기 위해 핵심적인 특징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

다. 1~3차 혁명은 각자의 성격과 방식은 달랐지만 혁명의 모든 베이스가 물질적 토대 

위에서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토지와 화석 연료 등이 바탕이 돼 기술과 산업, 사

회의 발전을 이끌었다. IT 기술로 대표되는 3차 정보혁명도 산업혁명 시대의 자원과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본질적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4차 혁명시대엔 이러한 물질적 베이스를 떠나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다. 인공지능(AI)의 활성화로 지금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미래 사회에는 오히려 사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또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했던 에너지 문제, 즉 화석연료의 사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

다는 기대도 더욱 현실화 돼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재강국으로 불렸던 우리에게 

4차 혁명시대는 큰 기회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천연 자원이 부족했던 우

리가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사람의 힘이었다. 훌륭한 인적 자원

과 이들이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고 사회를 변화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절대적인 4차 시대는 우리에게 매우 좋

은 기회다.

  하지만 이는 또한 큰 위기이기도 하다. 그 동안 우수한 인재를 키웠던 한국의 시스

템은 2~3차 혁명 시대에 최적화 된 것이었다. 우리는 산업·정보화 시대의 모범생이었

지만, 그 때의 방식으론 4차 시대를 풀어나갈 수 없다. “문제를 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처럼 말이다. 즉, 3차 시대가 남긴 과

제를 풀고 4차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금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접근을 해

야 한다.

  제일 먼저 우리는 3차 시대와는 다른, 4차 시대만의 ‘무엇’을 고민해야 한다. 그 ‘무

엇’의 핵심을 나는 ‘생각의 변화’라고 꼽는다. 그 동안 우리가 중시해왔던 가치, 삶의 

목적,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 등이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변

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오롯이 ‘교육’의 힘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문화’다. 즉, 

4차 시대의 본질은 그 동안 우리가 목청 높여 이야기 해왔던 것처럼 과학과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4차 시대를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 우리는 미래 자원인 휴먼 리소스를 키워야 하

고 그래야만 4차 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과거 1차 혁명시

대는 토지가, 2차 시대는 산업기술, 3차 시대는 정보혁명이 그랬듯 4차 시대는 교육과 

문화가 새 시대의 핵심 자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교육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 제일 먼저 우리의 낡은 생각을 변화시켜

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교육의 철학과 방식을 송두리째 리셋해야 한다. 이미 우린 모두

가 국어,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지금의 초중고 교육 시스템으로 미래를 대

비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교육을 입안하는 정책가도, 해당 분야의 권



위 있는 전문가도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 

것이며, 이들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 나아가 전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를 4차 시대에 걸맞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다. 

3.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역량

  앞서 4차 시대의 본질을 우린 교육과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구체

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인성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4차 시대엔 사람과 사람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상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된다. 그 때

문에 협업과 팀워크 같은 공동체 역량이 더욱 강조된다. 

  예전에 도덕이나 윤리적 덕목으로 치부됐던 인성의 영역이 필수 능력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즉, 남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상대를 배려하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들

이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량’이 된다는 점이다. 과거엔 이

런 인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이라기보다는 덕목과 가치의 접근에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들로 치부돼 왔다. 그래서 이전의 우리 사회에선 오직 학업 성적만 

높여서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업을 구하는 것만이 제일 목표였다.

  인성역량이 강조되는 더욱 중요한 의미는 인성은 삶의 도구가 아닌 목적이라는 점

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능력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삶의 목적과는 괴리된, 다소 

도구적인 것들이 주를 이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영어와 수학 등 전통적인 입시 과목

부터 요즘 뜨는 코딩까지 우리 사회에서 중시되는 영역의 지식들은 삶의 목표가 아닌 

도구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되는 것들, 이를 테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가치, 자

연과의 어울림, 행복을 구현하는 문학·미술·음악 같은 예술은 학교에서 꼭 배우지 않아

도 되는 것들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4차 시대엔 인간이 근본적인 삶의 목표를 고민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다. 

AI의 발전에 따른 삶의 변화, 이로 인한 인간과 로봇의 공존 또한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될 것이다. 사실 3차 시대까지 인간은 ‘탈인간화’의 과정을 거치며 물질적 성장을 거

듭해 왔다. 농업·산업·정보 혁명을 거치며 인간은 기계화 하기 위해 노력했다. 수백만 

년 진화의 과정에서 수렵·채집에 적합했던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불과 1만 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3번의 혁명기를 거치며 기계처럼, 또는 기계의 부속품이 되

기 위해 물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맞춰 왔다.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인

간은 파편화 됐고 그에 걸맞은 매우 한정된 역할만을 수행해야 했다. 

  특히 20세기 초반부터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시작된 의무교육은 산업 시대에 걸맞

은 인재를 만드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산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 삶의 목표를 가르치는 교육보다 산업화 시대의 스킬을 습득토록 하는 교육이 중

심이 됐다. 사실 교육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즉 19세기 이전까지의 교육은 소수의 지

배층을 대상으로 한 전인교육이 중심이었다. 인문과 교양, 매너와 품성 등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근본이었다. 

  다시 4차 시대에는 이런 전인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20세기에 기계화 

됐던 인간의 많은 업무가 AI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교육을 통해 우리가 습득



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수많은 도구적 기술들이 이젠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이

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19세기 이전까지 교육의 본질을 이뤘던 전인교육

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어쩌면 AI에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산업혁명기 러다이트 운동(1811∼1817년 영국의 중부 ·북부의 직물공업지대

에서 일어났던 기계 파괴운동)처럼 투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라에서 주는 기본소득

과 정부가 만들어준 ‘가짜 직업’에 의존하며 그냥저냥 살 것이냐 하는 결단의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 같은 미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4차 혁명시대에 인간

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기계적이지 않은 더욱 인간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지금

부터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그 동안 가져왔던 근본적 사고방식 하나를 바꿔야 한다. 바로 인간

이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지구의 주인 노릇을 해왔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똑똑한 인간(호모 사피엔스)’라는 개념으로 인류를 규정할 수 없다. 이미 AI

는 산술과 수리 등 지적 능력의 상당 부분에서 인간을 초월해 있다. 외부에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AI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인간은 똑

똑함만으론 AI를 쫓아 갈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잊고 살았던 더욱 인간적인 가치, 휴머니티에 대한 부분을 더욱 고민

하고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 시민의 공동체로 구성된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가 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인류의 책임과 의무

도 더욱 강조돼야 한다. 미래에도 우리는 여전히 ‘스마트(smart)’ 할 것이지만 ‘휴매니

티(humanity)’도 함께 갖춰야만 4차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이 미래역량의 첫 

번째인 인성역량, 즉 휴마트(humart)다.

4. 하우노우의 시대

  인성역량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실천지식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4차 시대

에 걸맞은 새로운 개념의 지식을 의미한다. 3차 혁명까지 지식의 개념은 일종의 탑을 

쌓는 것과 같았다. 자연과 사회의 무질서 속에 보이는 무수한 정보들 사이에서 패턴

과 규칙을 찾아내 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이들을 체계화 해 견고한 탑을 

쌓아 올린다. 그렇게 탑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인류의 지식체계는 만리장성처

럼 방대해졌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지식을 한 인간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

와 크게 효율적이지도 않았다. 지식의 분야는 계속 세분화 됐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이 생겨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당 분야에서 지식의 탑을 높게 

쌓아 올려 전문가가 되면 한 세대 동안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 가끔 주기적 

업데이트만 한다면 그 분야의 권위자로서 큰 대접을 받으며 무리 없이 살았다.

  그러나 4차 시대엔 이런 지식의 반감기가 매우 짧아진다. 평생을 견고하게 쌓아 왔

던 탑도 어느 한 순간 쓸모가 없어져 와르르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검색창에 키워드

만 치면 웬만한 전문지식까지 모두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탑을 얼마나 높이, 크게 쌓

느냐는 과거처럼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의 지식은 더 이상 나보다 나은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취합해 인과관계를 만들고, 다른 분

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창출해 내는 과정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달리 말하면 얼마나 높고 크게 탑을 쌓느냐가 3차 시대의 중요한 고민거

리였다면 4차 시대엔 얼마나 빠르고 크게 효율적으로 탑을 쌓을 수 있느냐, 그 ‘축성’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이제 지식은 쌓아 놓은 탑, 고정된 어떤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과 과정으로서 실천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선 4차 혁명

시대엔 이전 시대의 지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실천지식’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정보와 지식체계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고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인성역량과 실천지식으로 대표되는 미래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무엇을 가

르치고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오랜 통념을 뒤흔들 것이다. 지식의 재생산이 목적이었

던 교육, 즉 고정된 지식의 체계를 습득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전통적인 교육 시

스템은 곧 붕괴하게 된다. 삶의 도구가 되는 능력보다 목적이 되는 무언가를 습득해

야 할 것이며 더욱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무슨 역할을 할지도 모를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기

존의 지식 체계를 머릿속에 성을 쌓는 일을 이젠 그만해야 한다. 대신 스스로 지식의 

탑을 쌓을 수 있는 실천지식과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고 공동체 이익에 일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당장 학교에선 국어·영어·수학 등 과목별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법, 갈등을 해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문제의 

탐구 및 해결 능력, 협업을 통한 창의력 향상 등과 같은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해야 한

다. 다양한 사람과 지식, 생각, 감정을 공유하고 이들을 존중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량, 아마존의 열대 우림 파괴와 아프리카의 난민과 같은 세계적 이슈가 내 삶에 어

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인식 능력 등을 길러야 한다. 

  무수한 정보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 규칙으로 만들고 통계를 활용해 산술적으로 조

합하는 능력은 이제 과감하게 AI에게 맡길 때다. 대신 인간은 더욱 인간적인, 인간만

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유연하게 사고하고 통섭할 줄 알며, 옳고 그름을 정

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휴머니티’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런 모든 시작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된다. 교실에서 옆에 앉은 친

구를 밟고 올라설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자신에게도, 친구에게도, 사

회 전체에도 이익이라는 것을 행동과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선하고 바른 

행동을 했을 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큰 이득을 돌아올 수 있게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처럼 4차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휴마트’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뛰어가

려 해선 안 된다. 4차 시대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 본질인 교육과 문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인류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아인슈타인의 55분을 함께 고민해보자. 

4차 혁명시대의 첫 걸음, 여러분 각자의 ‘휴마트 씽킹’ 하나하나가 모여 4차 시대의 



미래를 연다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할 것이다. 

5. 결론

  3만5000년 전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북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유럽 대륙의 주인은 네안데르탈인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사피

엔스는 네안데르탈인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얼마 가지 않아 네안데르탈인은 멸종

했다. 다른 종과의 전쟁에서 사피엔스가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을 지금까지 우리는 ‘똑

똑함(smart)’에서 찾았다. 가장 지능이 높은 종이었기 때문에 지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착각이다.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왔다는 

믿음을 이젠 버려야 한다.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밀어내고 지구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던 이유는 개체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집단의 시너지 덕분에 가능했

다. 개인의 뛰어난 사냥 실력과 물리력으로 자연을 지배한 게 아니고 협업과 분업을 

통해 사회라는 경쟁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네안데르탈인에게는 부족했던 공동체성

이 지금의 문명을 만들었다. 

  지구를 정복했던 다양한 종들 중에서 돋보이는 가장 큰 공통점은 이 같은 공동체성

이다. 외계인이 찾아오면 지구의 대표로 개미와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농담처럼 

지구의 오랜 주인을 꼽아본다면 인간보다는 오히려 개미가 가깝다. 개미는 1억2000만 

년 전 처음 지구에 나타나 고도로 조직화 된 사회구조를 만들며 생존해왔다. 현재 약 

1만여 종의 개미가 지구상에 존재하며,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살아남는

다.

  인간은 개미가 가진 공동체성을 뛰어넘어 고도로 조직화되고 발전한 사회라는 경쟁

력을 구축했다. 사회라는 허구의 상상물을 통해 종교와 이념 같은 가치 체계를 만들

어내고, 군집 단위의 공동체를 넘어 전 인류를 하나로 묶어냈다. 즉,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스마트가 아니라 ‘소사이어티(society)'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성이 

휴머니티의 가장 큰 본질이다. 스마트 하되, 휴머니를 갖춘 ’휴마트‘여야만 인류의 미

래가 어둡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사회에 인간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가. 그 첫 번째 휴마트한 능

력, 즉 ‘인성역량’이다. 미래사회에선 인간의 본질인 공동체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4차 혁명시대는 사람과 사람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상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된다. 그 때문에 협업과 팀워크는 더욱 중요해 질것이다. 

  과거엔 인성 교육을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이라기보다는 덕목과 가치의 접근에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치부해 왔다. 오직 학업 성적만 높여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번듯한 직업을 구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겨졌다. 하지만 앞으로

의 사회에서는 인성의 영역이 ‘필수 능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즉, 남들과 사이좋

게 지내고 상대를 배려하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성이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량’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성은 삶의 도구가 아닌 목적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우

리 사회에서 능력이라 불리는 것들은 삶의 목적과는 괴리된, 다소 도구적인 것들이 

주를 이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영어와 수학 등 전통적인 입시 과목부터 요즘 뜨는 



코딩까지 우리 사회가 중시하는 영역의 지식들은 삶의 목표가 아닌 도구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되는 것들, 이를테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가치, 자연과의 어울림, 문

학·미술·음악처럼 행복을 구현하는 예술은 학교에서 꼭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4차 시대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다. 19세기 이전까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목표를 찾는 전인교육이

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 이후 대중교육이 시작되면서 인간은 ‘탈인간화’의 과정을 거

치며 산업이라는 거대 구조의 부속품이 되기 위한 도구적 교육, 스킬을 습득하는데 

집중해 왔다. 삶의 목표를 가르치는 교육보다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4차 시대에는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많은 도구적인 업무

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으론 새로운 시대

에 걸맞은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인성역량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실천지식이다. 이는 4차 혁명시대에 걸맞

은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지식을 말한다. 지금까지 지식의 개념은 일종의 탑을 쌓는 

것과 같았다. 자연과 사회의 무질서 속에 보이는 무수한 정보들 사이에서 패턴과 규

칙을 찾아낸다. 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이들을 체계화해 견고한 탑을 쌓아 

올린다. 그렇게 탑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인류의 지식 체계는 만리장성처럼 방

대해졌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지식을 한 인간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크게 

효율적이지도 않았다. 지식의 분야는 계속 세분화 됐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

문가들이 생겨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당 분야에서 지식의 탑을 높게 쌓아 올려 

전문가가 되면 한 세대를 먹고사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 주기적으로 지식을 업데이

트만 한다면 그 분야의 권위자로서 큰 대접을 받으며 무리 없이 살았다.

  그러나 4차 시대에는 이런 지식의 반감기가 매우 짧아진다. 평생을 견고하게 쌓아 

올린 탑도 어느 한순간 쓸모가 없어지거나 와르르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앞으로의 

지식은 더 이상 나보다 나은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자기 분야

에서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취합해 인과관계를 만들고, 다른 분야와의 융합

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창출해 내는 과정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다. 달리 말하면 얼마나 높고 크게 탑을 쌓느냐가 3차 시대의 중요한 고민거리였다면 

4차 시대에는 얼마나 빠르고 크게, 효율적으로 탑을 쌓을 수 있느냐 하는 ‘축성 능력’

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제 지식은 쌓아 놓은 탑, 고정된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과 과정으로써 실천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4차 혁명시대

에는 이전 시대의 지식과는 다른 차원의 ‘실천지식’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기존

의 정보와 지식체계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고,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가는 능력

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즉, 무언가를 아는 것(knownow)보다 아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howknow)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야기를 마무리 해보면 4차 시대라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우리는 스마트만이 

아닌 휴마트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휴머니티의 핵심은 공동체성에 있다. 사람에

겐 누구나 두 개의 큰 원을 가지고 산다. 하나는 욕망과 이익, 자아실현과 같은 개인



적 욕구들이다. 다른 하나는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뜻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두 

원 사이의 교집합이 있다. 사람에 따라 교집합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휴마트는 

그 교집합을 키우는 일이다.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와 

나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이를 키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4차 시대

를 대비하는 우리가 마음 깊이 각인해야할 첫 번째 명제다.

  1451년 문종 때 편찬된 『고려사』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간악한 도적들이 백

성들의 땅을 빼앗고, 그 규모는 한 주(州)보다 크며 산과 강을 경계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간악한 도적’ 즉 권문세족은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고 과거(科擧)가 아닌 음서

(蔭敍)를 통해 벼슬을 대물림했다. ‘헬조선’과 ‘흙수저’가 이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된 상황에서 지금의 한국 사회를 고려말과 다르다고 반문할 수 있을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 ‘공부해서 남 주냐’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4차 혁명은 그저 허구일 뿐이다.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한 상황

에서 무조건 빨리만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더 이상 나

쁜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사회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해 ‘휴마트 씽킹’ 해야할 

때다.

<토의 주제>

1. 학교의 종말 시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워야 할까

2.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 미래엔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해질까

3. 인성은 성품인가 역량인가, 역량이라면 객관적 평가는 가능할까

4. AI의 특이점 도래한다면, 인간은 어디서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할까

5.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6. 인간이,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문명이 멸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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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좋은 시민, 미래교육의 전망과 과제 

박미애

 

Ⅰ. 말

 ,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은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분리될 수도 없다.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를 증명해낸다는 것은 무척이나 쉬운 일이다.

 가령, “Mother,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감사와 존중, 이타심과 연대”를 내러

티브 방식과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수업에 적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인성교육에 가까운

가? 아니면 시민교육에 가까운가? 

 인간은 완전히 감정적이기만 하거나 완전히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다. 또한 이는 무

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도 아닌 것이다.

 인성의 요소가 감성역량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 시민성의 요소가 비판적‧합리적 역량

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가치‧덕목의 내면화와 역량의 외현적 발현이 칼로 자르듯 분명

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 참여를 좋은 삶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던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인(仁)의 궁극적 

실현을 위해 예(禮)의 실천을 강조했던 동양의 공자(孔子)의 주장을 살펴본다 해도 마찬가지

이다. 앞서 기조강연과 주제 강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도덕적 미덕과 실천적 지혜, 인

(사랑)의 정신과 이를 표현하기 위한 외면적 형식인 예(禮)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호작용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여러 가지 실험과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청소년 시기, 특히 사회 참여를 앞둔 고등학교 학생의 시기에서 인성교

육과 시민교육이 갖는 의의 및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피력하고자 한다.

 

Ⅱ. 인공지능 시대, 산업 4.0의 프레임? 

-----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에 참여하지만 수동적인 학생



-----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학생

-----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학생

-----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학생

----- 변화를 두려워하는 학생

 이들의 고민, ‘지금의 나’는 ‘불안하다.’, ‘우울하다.’

 그렇다면,

1) 성취를 늘리기보다 욕망을 줄여나감으로써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2) 신에게 귀의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3) 불안은 ‘사건’자체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아닌 ‘사건’에 대한 왜곡된 신념에서 오는 

것이니 그저 견디는 방법으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신이 이 시대(또는 오지도 않은 미래시대)에서 경쟁력이 없고, 뒤쳐질지 모른다는 생각, 

자신은 리더가 아니라 팔로우가 될 것이라는 생각,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 

 왜 요즘 애들은 나약하고 생각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

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훨씬 더 진화된 뇌로 무척이나 다양한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21세기 소년, 소녀들. 

 그들에게 깔 맞춤 교육이 무엇인지 AI가 찾아내 줄 수 있다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잠

깐 스친다. 점점 생각하기 싫어지고 일하기도 싫어지는데 무슨 생각을 할지 무슨 일을 할지도 

AI가 결정해 주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잠시 스친다.

 분명 편리해지는 게 많은데, 또 앞으로 더욱 많아질 텐데 왜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생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나는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도태된 인간인가? 

 결국 불안의 본질은 남보다 뒤처지기 싫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관념이 세상을 진보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신기술과 진화된 인공지능

이 우리의 관념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도래된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다. 셀 수 없이 많은 경

험과 지식의 축적, 고도로 프로그래밍 된 인공지능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기록

한다. 앞으로는 고도의 쾌고 감수능력까지 지닐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미 “부엌 

로봇이 죽은 고기가 아닌 살아있는 고양이를 요리하지 않게 하는 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니 말이다. 



 논의는 이론과 실생활 사이의 간극에 대해 매우 실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는 만큼 미래에 예측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책임질 수 있

도록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책임, 기술을 활용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책임, 무분별한 과학 기

술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 당국의 책임이 마땅히 뒤따를 때 산업 4.0의 프레

임에 갇히지 않고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즉 ‘규격화된’ 인간이 아닌 ‘인간적인 너

무나 인간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Ⅲ. 현실과 인성 ‧시민성 교육

 약 10여년 만에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다시 맡게 되었다. 오랜만에 학생들을 만나 설레기

도 했지만, ‘입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쉽게 떨칠 수 없는 문제였다. 진학지도를 오랜

만에 하는 터라 다른 담임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특히 학생부종

합전형과 특기자 전형 공부는 하도 열심히 해서 달달 외울 정도까지 되었다. 

 매일 11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며 학생들이 문제풀이에 매진할 때,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서 특색 있는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로 여겨졌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게 무엇인가? 학업역량 뿐 아니라 전공적합성, 인성역량과 시

민적 역량, 성장잠재력 등을 고르게 평가한다는 것이 종래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에, 과감하게 인성교육 중심의 교과교육과정과 민주시민교육 중심의 창체 교육과정을 운

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동 학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동 학년 내 동료 교사 간 팀티칭 주제통합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수업 내용과 방법에 

있어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 및 역량 요소를 추출해 내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제로 구현하

였다.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퍼실리테이션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주제토론 수업을 

병행하였으며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학생 참여 수업이라는 게 무엇인가? 학생들이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배움

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스스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것이 참여 수업의 본질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 참여 수업이라고 하며 ‘발표식’ 수업으로 진행되는 교수-학

습 방법(학생 발표⇔동료 평가⇔교사 피드백)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교과 수업을 인성교육 중심으로, 창체 수업을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재구성하자고 제안했

을 때, 가장 우려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동료교원들이다. 교육의 본질을 찾자는 ‘이상’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이 당연히 제기되었고, ‘불안감’의 불식을 위해 필자



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수업 공개 및 자체제작 자료*
( 인문학적 상상여행」, 정창우 외)를 모티브

로 동 학년 팀티칭 수업 교재와 인문학 읽기자료로 재구성)의 현장 적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인성

교육과 시민교육의 성공 요인은 내용 요소와 전달 형식이 학생 맞춤형으로 전개되어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생들의 의견과 소감이 가장 중요했다.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연간 

운영한 인성교육 및 시민교육은 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동료 교원

들은 학교 교육의 본질을 되찾는 것이 결국 입시에서도 통했다며 자축했다. 비록 시작은 어려

웠지만 추후 지역교육청에서 우수 실천사례로 꼽힐 만큼 본교의 “소통과 공감능력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프로젝트는 인성교육의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교육에 있어 무엇이 중요하랴? 이론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만 목표와 비전 수립에 있어 ‘사람됨의 교육’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상위 목

적에 있어 그 이념을 실현하는 데 방향키를 잡지 못한 채 바다를 헤매는 것과 다를 바가 없

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하여 사람들은 현혹되기 쉽다. ‘개인’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사회를 끌고 
가려는 ‘집단’의 움직임에 노예처럼 반응해서는 안 되며, 삶의 주체로서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목표를 정해 놓은 역사적 관점을 거부한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위한다. 다만 자신의 견해에 대하여 타인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타인의 생각을 신중하
게 검토하고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교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합리주의자라 할 수 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 인식을 위한 열린 자세와 합리적인 태도이다. 인간은 인식 능력에 한계
가 있으며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또한 그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인식하는 인간은 항상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오류를 최소화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
려해야 한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칼 포퍼) 

 앞으로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일 현 세대들에게 자신의 삶에 있어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

지,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곧 삶에 대한 통찰과 안목을 바탕으로  

공동체 속에서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교육학자들과 현

장전문가들의 과업이자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록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세종국제고등학교)

 ◌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 (교과 수업 및 평가) 다수 교과*에서 팀티칭 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학생 정보 공유 
        * 3학년 교과 교육과정: 8개 교과 중 6개 교과에서 팀티칭 주제통합 수업

      ※ 수업 내용: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 추출

        수업 방법: 주제 토의‧토론, 연구 발표, 퍼실리테이션 등 학생 참여 수업 확대 

        평가 방법: 구술평가‧연구수행‧모둠별 프로젝트 등 과정중심 평가 확대 

    

교과 담당교사 수업방법 평가방법(과정평가) 핵심 요소

사회와 문화
윤리, 역사

‧ 퍼실리테이션

‧ 디베이트

‧ 주제통합 프로젝트

‧ 구술사

‧ 토의과정 평가

‧ 프로젝트 연구 보고서

‧ 독서 및 서평

‧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 동료 상호 평가

‧ 교사 피드백

정직

존중

협동

책임

비판적사고력

자리관리역량

의사소통역량

지역이해 지리, 사회

‧ NIE 협동학습

 (어플리케이션 개발) 

‧ 주제통합 프로젝트

‧ NIE 과정 평가

‧ 포트폴리오

‧ 그룹발표 과정 평가

존중

협동

의사소통역량

심화영어 

회화
영어, 윤리

‧ 협동학습

 (Article → 직소)

‧ 퍼실리테이션

‧ 협동학습 과정평가

‧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 동료 상호 평가

존중

협동

의사소통역량

심화영어 

독해
영어, 사회

‧ 협동학습

 (비판적 독해)

‧ 주제통합 프로젝트

‧ Issue, Article 발췌

→ Summary과정평가

→ Review과정평가 

창의적사고력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역량

수학연습 수학, 경제
‧ 주제통합 프로젝트

 - 단계별 심화발표

‧ 창의적 문항 제작

‧ 수학이론 실용경제적용

→ 경제essay 작성

‧ 문제해결방법 발표

 (풀이방법의 다양화)

책임

존중

비판적사고력

창의적사고력

문제해결역량

고전 국어, 역사

‧ 고전 탐독

‧ 주제통합 프로젝트

‧ 디베이트

‧ 창의 융합 인형극

‧ 독서 및 서평

‧ 주제탐구 보고서

→ 동료 상호 평가

→ 교사 피드백

정직

존중

창의적사고력

논리적사고력

    ☞ 수업 방법과 평가 방법의 개선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수업 전반에서 만족도가 향상되고 교수-학습의 양질이 높아짐



 ◌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재구성

    - (창의적 체험활동) 3학년 전체 학급을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급’으로 운영
      하고 특히 기존 자습 위주의 창체 교육과정에서 탈피해 자기관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실천 위주 프로그램으로 운영
       ※ 모의 유엔활동과 모의 선거활동 등 학급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자율 활동 운영 

         → 창체용 워크북(창연록)을 개발하여 전체 학생에게 보급하고 활동 내용을 기록

   

영역(시수) 창체 특색프로그램 중점

자

율

활

동

(47)

자

치

‧ 학급 이슈토론부(19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공약집 탐독 후 

 정책 비교․분석 활동 및 모의 선거 실시)

‧ 학급 국제관계탐구부(모의 유엔활동을 통해 의장단, 각국대사, 리포터 등

 으로 학급 전체 학생이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

‧ 학급 판례분석부(법, 인권교육 및 헌법토론대회 주관)

‧ 학급 교양예술부(명화, 음악, 도서 소개)

‧ 학급 정보알리미부(학교행사, 진학정보, 학교급식 게시)

‧ 학급 친화부(사진 영상 기록, 생일 파티 전담)

적

응

‧ 민주시민교육 실천 학급 운영(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 보급)

 - 인권, 다양성, 공감과 연대, 자연과 환경, 평화와 공존, 참여 민주주의, 경제, 언론과 

    미디어, 과학기술 윤리 등 8주제를 바탕으로 학급별 8~10차시 동안 토의‧토론‧발표

 - 민주시민의식 실천사례 발표회 추진

‧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 강화(학급별 카페, 개인별 블로그 활성화)

행

사

‧ 런치디너 토너먼트(사제동행 프로그램으로써 매주 수요일 점심/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학급 대항 배구대회 추진: 경쟁보다는 단합의 중요성을 체득)

‧ 힐링콘서트(수능 다짐대회를 ‘학부모와 함께하는 콘서트’로 추진

‧ 학생 중심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선후배 간 나눔 프로그램)

진로활동

(36)

‧ 진로심화탐색 계획서(2017.3.1.~2017.9.30.)를 워크시트지로 작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영상활동, Ted강연 등 온라인 수강, 독서연계활동, 전문가 

 동반활동, 학생 간 협력 활동 등을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전문가 멘토링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

‧ 명사 초청 특강 추진(5회 진로 특강 중 2회의 인성교육 주제 특강 실시)

봉사활동

(10)

‧ 지역사회 교육봉사(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학습 멘토링)

‧ 인권봉사(세월호 추모), 해외학교 문화교류 프로그램 행사 보조

‧ 재능기부(단편소설집 독립극장, 꽃보다 보석 프로젝트 출간)

‧ 위령비 제막식 활동(세종시 은고개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

(34)

‧ 학술 위주의 정규동아리 외에 교양/생활/전공관련/인권/봉사 동아리 등이 

 다양하게 활동함

 사례1) 자율동아리(IMF: I am Feminist) 활동: 페미니즘 이론 연구 및 

        토론, 체험 위주(설문, 홍보)의 캠페인활동(환경, 여성인권) 추진

 사례2) 자율동아리(존재의 흔적) 활동: 학술과 예술의 만남 ‘실존주의와 

        예술’주제의 사제동행 인문학 갤러리를 운영하고 캠페인활동 추진

 사례3) 자율동아리(델타포스) 활동: 옥상 텃밭 가꾸기, 학교주변 무궁화심기, 

        기숙사 화재대피 훈련 구급 반 활동, 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지속적으로 활동함



    - (창연록)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기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문정신 기반의 인성교육 읽기자료 및 워크북 형태로 개발
       ※ 3학년 각 학급 시범적용 및 모니터링을 거쳐 제작‧보급(매 차시 시, 단편 등 문학적 

         요소를 첨가하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 풍부한 읽기자료를 통해 사고력을 

         확장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차시 주제 영역/역량 가치‧덕목

1~2 철학_ 무지의 자각과 진정한 깨달음  자기관리 지혜, 용기

3~4 역사_ 시련 속에 피어난 탐구 정신 공동체 책임, 절제

5~6 예술_ 미(美)의 창조와 표현 심미적/감성 공감, 협동

7~8 철학_ 피그말리온의 사랑 VS 사랑의 기술 갈등관리 존중, 배려

9~10 역사_ 겨레의 고전, 삼국유사 공동체 책임, 정의

11~12 경제_ ‘모두’가 ‘잘’사는 사회 공동체 정의, 소통

    - (창연록-학교생활기록부 연계) 학교생활기록부 기초자료 생성을 위한 보조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도록 창연록에 독서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 성장 계획서 수록 
       ※ 독서기록장,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체험활동 내용을 창연록에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진학 관련 사이트 및 월별 자기 성장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제작



 □ 교과 수업 사진 자료 및 학습 자료

수학연습-국제경제, 수학(창의적 문항 제작) 한국의 사회와 문화-역사, 윤리(구술사)

심화영어 회화-영어, 윤리(퍼실리테이션) 심화영여 독해-영여, 사회(비판적 독해)

지역이해-지리, 사회(이슈토론, NIE) 고전-국어, 역사(창의융합 인형극)

주제 통합 프로젝트 연구 보고서 주제 통합 수업을 위한 손글씨 학습교재

주제통합 프로젝트 

수업에서 한 학생이 

조선후기 실학의 이

용후생을 설명하면서 

인성교육 중심 학년 

교육과정 운영 비전

을 제시함

수학-창의적 문항 제작 학습 자료 고전 서평-문학‧철학 융합형 평가지

<총,균,쇠> 서평 학생  

자료로써 목적론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아 

동 학년 학생들에게 

예시자료로 활용 

    



 □ 창의적 체험활동 사진 자료

적응활동-민주시민의식 실천사례 발표(공동체역량과 사회 참여의식 제고)

적응활동-민주시민의식 함양(인성 동아리 학생들의 유권자의 잘 기념 강연 콘테스트 참가)

대전‧충청‧세종 지역 예선 1위로 

본선에 진출하여 다시 결선에 

최종 진출하여 JTBC 사장상 

수상, 연극과 힙합을 접목시켜 

출전 팀 중 가장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임

자치활동(국제관계탐구부-모의 유엔 활동)

학급 전체 학생이 의장단, 대사, 

리포터, 영상 촬영, 편집 및 

기록 등 각자의 자치활동 부서

활동과 연계하여 역할 분담을 

한 후 유의미하게 활동한 점이 

돋보임

위령비 제막식(학생 사회 참여의식 제고)

위령비 제막식 활동 개요

: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보도연맹 학살사건 

  관련하여 세종시 은고개 위령비 제막식 

  활동을 추진함. 위령비를 세우기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막식을 진행함. 학생들의 

  추모시 낭독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는 등 감동의 자리를 선사함.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

html?idxno=20032



자치활동(사회이슈토론부-모의 선거: 각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 비교 후 투표 실시)

인성‧독서 프로그램(꽃보다 보석 프로젝트) 인권 관련 단편소설집 ‘독립극장’

환경 캠페인-미래 세대 존속을 위한 ‘책임’ 윤리 강조 기르기-학교 둘레길(이든샘길)

환경 캠페인-잔반 없는 Day! 런치 디너 토너먼트 종료 후 간식파티



진로활동-진로 심화 탐색활동 계획서(양식 및 학생 사례)

학교생활기록부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용 워크북(창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