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서 2017>

실천적 인성교육 방안모색 연구보고서

2018년 3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후원: 총동창회((재)관악회)



- 2 -



연구결과보고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가 “실천적 인성교육 방
안모색”이라는 주제로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 연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2. 28.

책임연구원 : 이 인 규
공동연구원 : 진 교 훈
공동연구원 : 조 창 섭
공동연구원 : 황 경 식
공동연구원 : 최 종 태
공동연구원 : 손 봉 호
공동연구원 : 최 대 권
공동연구원 : 이 정 인
보조연구원 : 이 상 준
보조연구원 : 박 혜 진



- 4 -



- 5 -

목 차

Ⅰ. 서론 --------------------------------------------- 7
Ⅱ. 본론 --------------------------------------------- 9

A.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인성교육 ---------------------- 9
    진교훈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B. 전통가치 함양을 통한 인성교육의 시도 --------------- 25
    조창섭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명예교수)
C. 실천윤리와 實行 인성교육 -------------------------- 40
    황경식 (인문대학 철학과 명예교수)
D. 경제사회 지각변동과 민주시민 인성교육 -------------- 50
    최종태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E. 윤리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69
    손봉호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명예교수)
F. 준법정신과 법치주의와 인성교육 -------------------- 79
    최대권 (법과대학 법학부 명예교수)
G.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과학적인 생명윤리 -------------- 97
    이인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H. 사이버 공간의 윤리와 인성 ------------------------ 106
    이정인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

Ⅲ. 종합고찰 및 결론 --------------------------------- 118
Ⅳ. 참고문헌 ---------------------------------------- 123



- 6 -



- 7 -

Ⅰ. 서 론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선 우리 사회는 지금 전통적인 윤리관이나 가치관의 붕괴와 
새로운 사회 질서의 확립을 위한 진통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젊은이들은 생활 속
에서 체험하는 첨단 과학기술과 그 성과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4차 산업사회의 
물결을 어떻게 수용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기성세
대는 과거 체험하지 못하던 이 새로운 삶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자신들의 삶 속에 어
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처럼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향하여 달음질치는 젊은 세대
와의 의사 단절의 벽을 어떻게 극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당황해하고 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이런 질서붕괴 현상을 바라보면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은 무거
운 책임감과 자괴감을 느끼면서, 과거 현직에서 교육하던 때에 후학들에게 이런 시대
적인 발전을 예견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을 절
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걸맞은 인성교육의 실체는 무엇이어야 하며, 
그 삶의 가치관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구현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으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길러낸 이 시대의 주역
들은 지난 날 우리가 지향하던 삶의 지표를 따라 양육되었고, 그 교육성과가 영글어
서 오늘 이 시대 삶의 실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인 의사
소통 단절의 책임은 일단 우리 기성 지도세대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날의 인성교육은 전통적인 역사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일찍이 서구 사회의 윤리
관의 기초가 된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정신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전승되어 오
늘에 이르렀고, 불교나 유교 사상이 동양철학의 바탕을 이루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전통적인 생활 이념으로 받아들여져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
적인 삶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은 이제 더 이상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 액면 그대로 수
용되거나 접목될 수 없도록 시대는 격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는 지난 3년 동안 이와 같은 오늘의 시대상을 바라보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들이 추구하던 지난날의 교육 이념과 그 성과를 
성찰하고 오늘의 시대상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
기 위하여 거듭되는 집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걸맞은 인성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였고, 그 실천적인 교육 방안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탐색하였다. 그리하여 그 교육의 실체는 비록 전통적인 철학과 윤리학적
인 가르침을 다양한 학문 영역에 접목시켜야 하지만, 그 패러다임의 대 전환은 이루
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수렵되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우리 명예교수들의 생각을 각자가 자신의 전공 영역 속에서 
찾아내고, 그 성과를 각자 학문 영역의 교육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기획되었다. 그리하여 우선 이 연구에 동참하는 몇몇 교수들이 자신의 학문 영
역 안에서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교육의 실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
를 자신의 교육 일선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지를 예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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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과는 앞으로 대학 학문의 전 분야에 걸쳐서 각기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기를 기
대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일선에 효율적으로 접목되어 이 시대가 바라는 진
정한 인성교육을 구현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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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학문 분야별 주제에 대한 논의로 종합되었다.

A.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인성교육

진교훈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1.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1) 인간다움의 뜻
  우리는 인간다움(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다움의 의미
를 살펴보고, 그 다음 사람답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깊게 성찰해보기로 
하자.
  사람다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다움, 사람됨, 인성, 인간성
(Menschlichkeit)이라는 말은 매우 다의적(多義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참된 인간성은 
인간중심주의(homo-centrism)에 의한 ‘잘못된 인간화’(人間化; Vermenschlichung: 
化는 造作, 作爲를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된다는 인간화란 만
사를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성된 존재
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이며, 그 밑바닥을 헤아릴 길이 없는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도무지 일의적(一義的)으로 간단명료하게 규정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말도 일의적으로 정의(定義)를 내릴 수 없다. 그러
나 우리는 우리의 논의를 위해서 편의상 몇 가지 관점에서 누구나 공감(共感)할 수 
있는 인간다움의 의미에 관해서 밝혀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간(人間)이라는 말은 이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라는 우리말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동물이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짐승 이상의 존재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인간을 단순히 “자연적인 
사람”(homo naturalis)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존재로 볼 때, 다시 말해서 사
람을 한갓 된 동물이 아니라고 말할 때 이것의 돌파구가 바로 “정신”(Geist)이라고 셀
러(M. Scheler, 1874~1928)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인간을 ‘정신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정신적 존재인 인간은 항상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를 묻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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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인간은 누구나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회적(唯一回的)인 존재임을 
자각(自覺)하는 것이 사람다움의 첫걸음이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하나의 인류를 구성하며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든지 
국적, 성별, 인종, 언어, 종교, 학식, 재산, 건강, 문화 및 사회생활 등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한 형제이며 하느님의 자녀들이
다.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된다고 해도 그 차이점이란 일시적인 것이며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인간은 미완성된 채로 태어나며, 비전문화(非專門化), 즉 특수화되어 있지 않는 존
재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열려져 있는 존재’(Offenheitswesen)로서 그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기계적인 본능(instinct 
충동)과 자연 환경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인 자유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 
즉 창조적으로 자기 결정을 하고 자연과 환경을 자기의 삶에 맞도록 변화시킬 수 있
는 적극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
야 하고 또한 ‘나의 자유’를 드높이 외치고, 가능하다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리려고 한
다.
  인간은 미완성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완성하지 아니하면 안 된
다. 이 자기 완성의 과정이 정신활동이며 이 정신활동을 쌓아 놓은 것이 바로 문화이
다. 그래서 인간은 문화존재이다. 인간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가도록 되어 있
다. 인간은 자기의 사람됨을 그 나름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 활동은 
개성(個性)을 갖습니다. 따라서 문화도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장소
에 따라, 늘 똑같은 방식으로 문화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인간의 
자기반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다양성을 가집니다.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보다 더 높다든가 더 낮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
람이 있다면, 그것은 병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 또는 편견에서 나오는 말일뿐이다.
  인간은 문화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문화에 의해 교화(敎化)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우
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는 우리가 모두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
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삶의 방식과 풍속은 우리의 조
상과 이웃으로부터 전수받고 배운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역사적 존재이며 사회적 존
재이듯이, 문화도 사회성과 역사성을 가진다. 가령 우리의 의식주는 항상 사회의 제약
과 지리적 환경의 제약과 전통의 구속을 받으면서 만들어지며, 어떤 민족이나 부족이
나 가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개량을 거듭하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보존되며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주에 급격한 변화를 주거나, 고유문화가 
파괴되면, 그러한 문화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정신은 황폐화되고 만다.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약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듯이, 인간은 자기가 사는 고장에서 오랫동
안 전승(傳承)되어 온 삶의 방식을 잘 보존해야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은 모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人間)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은 사람들 사
이에서만 人間임을 말해 준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남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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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가며 살게 된 사회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 살 수 없다. 한 사회가 
존속하려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의 근본 질서인 연대의식과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규범을 준수해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생활은 
바로 사람답게 사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역사적이다.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해 주는 언어와 우리의 
삶의 방식도 역사적으로 전승(傳承)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승되고 있는 역사
를 배우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전통은 전부가 다 옳거나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전통을 그대로 무조건 고수하려는 태도도 잘못이지만, 전통을 무조건 거부하려는 태
도도 잘못이다. 전통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 과거를 짊어지고 미래를 선택하여 이를 
현재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와의 실존적인 만남에서 개방적인 미래에 
대한 결단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성을 초월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교 
전통도 소중하지만, 한국 문화의 전통도 소중하다.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서양 사상과 
서양 문화의 전통 그 이상의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나 유대인의 풍습을 무조건 모방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씨알이 없는 한국인은 참된 그리스도교인도, 불교신자도, 
도교신자가 될 수 없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성이라는 말
은 간단히 말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반성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며 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묻고 이치를 따지며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능력과 
가치 판단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성을 통하여 발명과 발견을 하고 문화
를 창조하고 문화를 보존합니다. 우리는 이성의 능력을 간단히 반성, 추리, 비판 및 
초월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이성주의자들(또는 합리주의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율성(autonomy)이나 자기 충족성(充足性, 
Autarkie)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좀 더 인간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
해 준다는 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동물은 본능(instinct, 충동)1)에 따라 기계적으로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지만 인
간은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컨대 식욕이나 성욕을 
보더라도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동물은 대체로 필요한 만큼만 
먹고 그 이상 더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흔히 과음과식을 해서 병을 앓게 된
다. 또 동물은 영양 상태와 발육 조건이 좋을 때에만 발정을 하며, 수태기간(受胎期
間)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며, 천재지변 등으로 종족 번식이 어려울 때나, 해당 동물
의 건강 상태가 나쁠 때, 동물의 성욕은 자동적으로 감퇴된다. 그러나 인간은 이와는 
달리 오히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주위 여건이 인간을 불
안하게 만들 때, 인간의 성욕은 더욱 항진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오래 살려는 욕
구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때그때마
다 자기반성을 통하여 절제(節制)와 극기(克己)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무엇을 해서

1) instinct를 본능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충동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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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되며,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알고 이를 실천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므
로 사람답다고 하는 말 속에는 무한한 욕구와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윤리적인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 아름다우며 무엇이 추한가를 알고 자기의 삶을 아름
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다. 인간은 도구(道具)와 의식주를 단순히 기능적인 필요에 의
해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위를 높여 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느
낌을 가질 수 있도록 고안하고 작성한다. 예술은 인간을 위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세계를 창조해 내고 인간의 품위를 높여 보려는 인간의 본성적 요청, 즉 사람다운 삶
의 요청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인 활동이다. 인간은 음식도 단순히 주린 배를 채우
거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만 먹는 것이 아니며, 맛과 멋을 동시에 중시한다.
  우리는 앞에서 사람다움을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 그 
자체는 우리의 인식과 관찰과 기술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밑바닥을 헤아릴 길이 없
는 신비스러운 것이다. 인간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도 하다.
  우리는 사람다운 삶의 이상(理想)을 인격(Person)에서 총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다. 
이 인격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격을 그가 어떻게 그의 사
랑을 실천하는가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사
람의 인격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오로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만, 그
의 인격을 체험할 수 있을 뿐이며 자기의 사람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의 종
지(宗旨)는 하느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을 사랑 자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말은, 정신을 개념적으로 정
의할 수 없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사랑은 단지 우리가 어떤 사
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선
물입이다. 사랑은 자기 전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선물이며, 모든 지
향(志向)적인 정서 생활의 최고 단계를 이룩하며 인격적 활동의 기초이며 윤리적 삶
의 근본 작용이며 핵심이다. 따라서 사랑은 인간의 지(知), 정(情), 의(意), 진(眞), 선
(善), 미(美)를 통일시킨다. 사랑 없이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는 갈등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사랑을 통해서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만일 어떤 사람
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든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정 관념을 갖게 
된다면, 그는 곧 인격파탄 자가 되고 정신질환자로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사람다운 삶을 사는 모범을 성인(聖人)들과 성현(聖賢)
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실제로 살아 계셨던 성인들에게서 완전
한 인격의 모범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다움의 길은 결국에 가서는 성화(聖
化)되는 길에 있다. 성화(聖化)된다는 것은 비정(非情)한 비인간화(非人間化)로부터 벗
어나서 따뜻한 인정(人情)을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데 있습
니다.
  우리는 다음 절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의미를 좀 더 천착(穿鑿)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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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람답게 산다는 말의 의미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은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는 이 말에서 모든 사람이 언제나 사람다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란 외형
만을 갖춘 자연인(homo naturalis)으로서 동물의 하나의 종(種)을 가리키는 말이고, 
맨 나중의 “사람이지”하는 말에서 사람은 한갓된 짐승 이상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러면 사람답게 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철학적 인간학의 비조(鼻祖)인 셀러(M. Scheler. 1874~1928)는 인간을 단순히 ‘자
연적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 이상의 존재로 볼 때,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한갓된 동물
이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의 돌파구가 정신2)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만이 정신
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짐승 같은 놈’이라든가, ‘짐승보다 못한 놈’
이라는 욕설을 듣게 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정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포유동물(젖 빨
이 짐승)의 하위 무리 속에 속해 있음을 알면서도,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라고 믿는
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도 서양의 유물론적인 자연주의적3) 사고방식에 의하면 
거부된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인간과 동물은 같다고 망언하거나 인간과 동물은 구
별되지 않으며, 사람은 곧 짐승이라고 부르짖기도 한다. 이러한 자들은 생물학, 의학, 
심리학, 사회학, 심지어 교육학을 공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많이 있
다. 예컨대, ‘사회진화론자’(social Darwinist), ‘행태주의자’(behaviorist), 프로이트학
파 등 이들 중에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기계에 불과하다’ 
(Lamarck)든가, ‘사람은 가스 덩어리에 불과하다’(Haeckel)고 극언하는 자들도 있었
다. 아무도 아직까지 사람은 원숭이나 그밖에 영장류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는 필요
충분조건을 제시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짐승으로부터 진화되었을 것이라
고 간주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자들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지 않음으로 말
미암아 우주에 있어서의 인간의 특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한다. 이른바 유물론자(唯物論者)들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측면만을 문제 삼고 마
침내 인간을 사물화(事物化; 물건으로 취급)시켜 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고귀
한 정신세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며, 인간의 의식을 물리 화학적으로만 설명하려
고 든다. 심지어 그들은 인간의 정신적 산물인 도덕을 부인한다. 그들은 양심조차도 
물건처럼 분석(分析)되지 못하고 엄밀하게 측정(測定)되지 못하며 정의(定義)되지 못한
다는 이유로 양심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 결과 사람도 약육강식(弱肉强食)하는 들짐승
이 되어버리고, ‘만인은 만인의 적’이라든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라고까지 서슴없

2) Max Scheler, Umsturz der Werte, 전집 3권, s 189-191 참고. 막스 셀러, 진교훈 옮김,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아카넷, 2001, 64–67쪽 참조

3) naturalistic( 자연주의적)은 동방의 노장사상과는 다른 유물론적 환원주의, 즉 프로이드학파나 스킨너
의 behaviorism 따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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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쳐댄다.4) 그래서 그들은 선조들의 슬기가 연면하게 이룩하고 쌓아온 전통을 묵
살해 버리고, 인간의 행위의 기준이요 중심인 도덕을 무시합니다. 그 결과 맹목적인 
기술의 발전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으며, 자연의 
위기와 인간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자기반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맹
목적인 기술의 발전은 온갖 공해(公害)로 말미암아 지구의 황폐화를 가져 왔다. 인류
의 보금자리인 지구의 황폐화는 지금 살고 있는 인류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살아야 
할 인류에게 크나큰 위협이며 심각한 문제이다5).
  “인간은 죽는 순간에서조차도 벗어던질 수 없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프랑소아 모
리악(François Mauriac)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
큼 엄청난 편견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다움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편견(偏見)을 불식(拂拭)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생명을 부여받는 순간부터 사람답다. 모든 인간은 하나의 인류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성별, 국적, 인종, 언어, 종교, 학력, 재산, 건강상태의 차별 없이 인
간으로서 충분하고도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사람을 짐승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다움을 바로 이
해하기위해서는 사람이 짐승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3)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점을 우리는 우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동
물은 그의 육체적인 기관기능에 있어서 사람보다 더욱 전문화(專門化)되어 있다. 사람
이 아닌 동물들의 육체적인 기관기능들은 그것들의 자연적인 생활조건과 주어져 있는 
특수한 환경에 알맞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갓난아기의 생물학적 초기 양상을 연구한 
겔렌(A. Gehlen, 1904~1976)은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하면 미완성된 상태로 출생한
다.”6)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자연환경에 꼭 알맞도록 육
체적인 기관기능들이 특수하게 완성되어 나타나므로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할 때 
기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기계적으로, 또는 자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컨대, 식욕, 성욕과 생존욕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왜
냐하면 사람은 그의 생각에 따라서 금욕할 수도 있을뿐더러, 굶어죽을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짐승의 이빨은 초식(草食)에 알맞도록 되어 있으나 사람의 이빨은 육식에도 초식에
도 꼭 알맞도록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람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한다는 것
이 본능적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사람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한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농사를 지어 곡

4) T. Hobbes, Leviathan, cap. 67
5) H. J. McCloskey, Ecological Ethics and Politics ,(New Jersey : Rowman and Littlefield, 

1983), pp. 13-16
6) A. Gehlen, Der Mensch, Berlin, Walter De Gruyer, 1940,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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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먹고 살 수도 있고 또는 목축이나 사냥을 해서 짐승의 고기를 먹고 살 수도 있
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
는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지 다른 동물들처럼 자연적인 기계적인 본
능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사람의 육체적인 기관들이 특수한 생활조건과 특정한 환경에 꼭 알맞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생존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 할 수도 있다. 인간의 치아는 맹수에 비해서 육식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불리하고 초식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불리하다. 그러나 사람은 꾀를 
써서 요리를 만들어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겔렌은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결핍된 것이 많음으로 결핍존재(Mängelwesen)7)라고 말했다. 그
러나 사람은 동시에 그의 결핍의 보상으로 자기의식과 자기반성을 할 수 있는 정신이 
주어졌다.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능력이 주어졌다. 인간이 ‘비전문화(非
專門化, Unspzialisiertheit)’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간은 자유로운 정신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은 성장의 리듬이다. 사람은 다른 젖 빨
이 짐승에 비하면 더 오랜 임신기간을 필요로 할 것 같은 데, 일 년 쯤(?)은 더 빨리 
출산(子宮外早期出産)8)한 것이라고 포르트만(A. Portmann,1897~1982)은 말했다. 사
람은 다른 동물보다 더 오랜 성장기간을 갖는다. 인간은 성인이 되는데 거의 20년이 
걸리지만, 고래는 2년 만에 20미터에 이르는 거의 완전한 성숙에 도달한다. 다른 동
물은 모태 안에서 그의 육체적 기관들이 성숙한 다음에 출생하기 때문에 오랜 성장기
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람은 출생 후 20년 동안 계속 일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성장이 끝난 후에도 다른 동물보다 더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 후에도 정신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다른 동물은 성장기
간이 끝나면, 곧바로 쇠퇴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고 생각하면서 
삶의 경험을 쌓고 자기의 경험의 축적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준다.
  사람의 조기출생과 유년기가 긴 것은 사람은 본래부터 배우게 되어 있는 학습존재
임을 의미한다. 인간의 직립보행은 기본자세조차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에 의거하
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기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표양과 모범의 영향을 받는
다. 그래서 사람은 나서부터 죽기까지 일생동안 배우고 생각하도록 되어 있다. 
  사람은 저절로 살 수 없다. 인간은 다른 생물처럼 저절로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부평초(浮萍草)처럼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갈 수
는 없다. 사람은 항상 자기반성을 하고, 가치판단을 하면서 자유의지에 따라 결단을 
내리면서 행동하고 살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을 때 사람은 온전할 수 없다. 사람
은 항상 염려하도록 되어 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또 다른 특징은 사람에게는 환경이 열려져 있다는 것

7) Arnold Gehlen, Mensch, Seine Natur und Seine Stellung in der Welt, Berlin, 1941, s. 2.
8) Adolf Portmann, Zoologie und das neue Bild des Menschen, Hamburg,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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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개방되어 있는 존재’(Weltoffeneswesen)라는 것이다. 다
른 동물들은 주어진 일정한 환경에서는 인간보다 환경에 더 잘 적응하지만, 일단 환
경이 크게 바뀌면 능동으로 환경을 그들의 삶에 알맞도록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과 세계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또한 그의 환경과 세계를 자기의 삶에 
알맞도록 변조시킬 수 있다. 인간은 환경에 고정되거나 매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환경을 그들의 삶에 맞도록 변조시킬 수 없다. 인간은 고정된 하나의 환경
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집단마다 그때그때 인간에게 적합한 또 다른 환경
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은 관심을 가지기에 따라서는 다른 생물의 환경 속으로 감정이입(感情移入, 
empathy)을 할 수 있다. 환경에 얽매여 있는 것과 세계가 열려 있는 것은 인간의 내
부에서 서로 교차(交叉)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인간이 동물처럼 유전적으로 확정되어
져 있는 환경 속에서만 산다면, 인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로타커는 
갈파한 바 있다.9)

  사람은 본래부터 윤리적인 존재입니다. 돼지는 과식하지 않으며, 필요한 만큼만 먹
고 그 이상 더 먹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과음과식을 하고 소화불량에 잘 걸리곤 
한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처럼 자동조절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사람은 
자기반성을 통해서 자기제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F. Nietzsche)는 ‘인간은 병든 존재’(Kranksein)라고 말했고, 또 인간은 
자기를 극복해야 할 존재라고 말하기도 했다.
  동물들은 영양 상태와 발육이 좋은 때를 골라서 발정기(發情期)와 생식기(生殖期)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주위환경이 종족번식에 적합한 때에 수태를 합니다.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 동물의 건강상태가 나쁠 때는 동물은 교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은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고도한 정신생활을 하 기 어려울 때, 주위여건이 나쁠 때, 
심지어 병들었을 때, 또 전쟁 중이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일수록 성욕이 항진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동물들은 수태 중일 때는 절대로 성교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
람은 정신이 부실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자
유가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성욕을 자제하여야 한다. 성의 문란은 한 개인에
게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사회 전부에게 악
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기도 한다. 한 문명이 멸망하거나 쇠퇴
하고 한 사회가 붕괴하는 것과 성의 문란은 항상 연관되어 있다.10)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달리 엄청난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 인간은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자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의식적으로 자기반성을 통하여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윤리
적인 결단을 해야 함미다. 그와 같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판단이 내려지
면, 인간은 아무리 배고파도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9) E. Rothacker, Philosophische Anthropologie, Bonn, 1975. S. 19 참조.
10) 진교훈, 「성욕의 인간학적 이해」, 진교훈, 『현대사회윤리연구』, 울력, 2003 451-4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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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사람답다고 말할 수 있다.11)

  인간은 자기와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금욕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인간을 정신
적 존재라고 말할 때 정신이라는 말은 자기억제와 금욕에서, 다시 말해서 ‘나는 동물
이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인간의 정신생활이란 금욕과 윤
리적인 행위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정신이란 무엇일
까?

 4) 정신의 의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빠진 사람’, ‘얼빠진 사람(놈)’이라고 멸칭(蔑稱)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정신이 들었다’든가 ‘정신이 난다’든가 ‘정신 차려라’는 말을 흔
히 듣는다. 그러면 여기서 정신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
  우리말에서 정신(精神, Geist)은 얼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씨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이라는 말은 엄밀한 정의(定義)를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말은 물건처럼 대상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은 분석되거나 측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정신적인 활동을 할 때 그 말의 뜻을 음미하
고 체험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말에 대해서는 다
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더군다나 정신이라는 말은 서양사상의 영향을 받은 후에
는 너무나도 함부로 사용되어 다의성(多義性)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말이 되고 말았다. 
가령, ‘심리분석“(psychoanalysis)을 ’정신분석‘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
못된 표현이다.
  본디 우리말에서 정신은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으로 지(知), 정(情), 의(意)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며, 간단히 말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가리킨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특히 셀
러(M. Scheler)가 인간을 ‘정신적 존재’(Geistwesen)라고 말한 것을 중심으로 정신이
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셀러에 의하면 정신(Geist)은 초월의식과 활동
(Akt)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간명하게 살펴보자.
  (1) ‘초월의식’의 의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삶을 초월(超越)할 때, 육체의 한계 등
을 넘어 설 때, 우리는 초월의식을 체험한다. 인간은 가치와 사실의 순수한 내용, 사
태의 본질과 초감각적이며 객관적인 사람의 도리를 초월의식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가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초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초월의식이 활동할 때이다.
  인간은 유기체, 즉 육체적 기관기능으로부터 실존적인 해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월의식에 의하여 선험적인 본질에 참여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11)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은, 진교훈, 철학적 인간학연구(I), 2015(초판  
1982), 경문사, 61-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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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와 가치의 절대적인 영역에 대하여 본질직관(Wesensanschaung)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셀러는 “인간의 선험적인 통찰, 즉 본질직관을 부인하는 자는 인간을 짐승으
로 만들어버리고 만다.”12)고 말하기도 했다. 인간이 하느님과 부처님을 찾을 때 초월
의식이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초월의식의 활
동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2) 정신적 활동의 의미
  셀러에 의하면, 초월의식은 정신활동과 불가분으로 밀착되어 있다. 셀러는 “초월의
식은 활동(Akt) 속에만 있고, 활동을 통해서만 있다.”13)고 말한다. 이 “활동은 기능
(funktion)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14)라고 말한다. 그러면 활동, 즉 정신적 활
동과 기능은 어떻게 다를까?
  기능(機能)이란, 심리적인 것, 의식된 것, 특히 대상화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
약을 받으며, 측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활동, 즉 정신활동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
며(심리적인 것은 물리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이다), 초의식적(초성적, 超性的)이며, 결
코 대상화될 수 없으며, 초시간적이며, 측정할 수 없고, 지향성(志向性)을 가지고 있
다. 예컨대, 우리가 ‘듣는다’(聽)고 할 때, 무엇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hören auf 
etwas)경우는 지향성, 다시 말해서 합목적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히 우리가 청각작용에 의해서 듣게 되는 것은 생리기능이며, 대상화(측정가능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신)활동의 본질은 지향성 속에 있으며, 우리가 이를 함께 공수행
(共遂行. Mitvollzug )할 때만 체험된다.15)

  셀러에 의하면, 우리가 사물 자체가 그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신의 
작용(活動)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즉물성(卽物性: 不偏不黨性)16)이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사태자체(事態自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정신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컨대, 측은(惻隱)함을 느끼는 
것, 사랑하는 것, 희망하는 것, 의욕하는 것은 바로 이 정신활동이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이 바로 나의 정신활동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활동들의 구체적인 수행자로
서의 인격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셀러는 말한다.17) 그러면 인격은 무엇일까?

 5) 인격의 의미
  (1) 인격의 뜻
  인격은 엄밀한 개념정의를 할 수 없고, 다만 소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추측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격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물
이나 대상이 아니며”,18) “인격은 오로지 인격활동, 즉 정신활동의 공수행(共遂行) 에 

12) M. Scheler, Philosophische Weltanschauung, Bern, 1929, s. 30.
13)  M. Scheler 전집 3권, Umsturz der Werte, s. 233.
14)  같은 책, s. 236.
15)  같은 사람, 전집 2권, Der Formalismus in der Ethik und die materiale Wertethik, Bern, 

1954.
16)  같은 사람, Die Stellung des Menschen im Kosmos, Bern, 1947, s40.
17)  같은 사람, 전집 2권, s. 488 및 s.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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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만 나에게 주어질 수 있을 뿐”19)이기 때문이다. 인격은 결코 관찰, 기술(記述), 
설명으로 파악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독립해서 단독으로 자기의 정신적인 인격중심
체를 가지고 있으나, 사람들이 이를 잘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다.
  우리가 추억, 기다림, 사랑하는 것, 양심 등과 같은 정신활동들은 바로 이 인격에서 
나오는데, 이 인격의 활동은 심리적, 물리적인 것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격의 활동은 물론 대상화할 수 없고, 대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인격
은 정신활동의 공허한 출발점도 아니며, 상이한 정신활동들을 합쳐놓은 것도 아니다. 
인격은 서로 다른 방식의 활동들의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존재통일(Seinseinheit)이다.
  인격은 모든 정신활동들을 설립한다. 모든 정신활동마다 그 활동 속에 전인격(全人
格)이 깃들여 있다. 인격 그 자체는 모든 인격 활동(Personakt) 속에 살아 있으면서 
모든 활동마다 그 인격의 고유한 방식으로 꿰뚫고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
떤 사람의 구체적인 인격에 몰입되지 아니하고서는 인격의 활동은 결코 충분히 주어
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인격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제 윤리학적인 관
점에서 살펴보자. 
인격가치들은 그 자체로는 상이한 가치들이다. 모든 인격가치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
다.
  인격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인격가치들은 결코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냐하면 모든 인격가치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유한한 인격은 인격
들의 공동체 속에 있으며, 그 공동체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인격은 자립(自立)하며 
개별적인 개성(個性, Individualität)이다. 한 인간의 인격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인격의 자율성에 모든 도덕적 가치가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격은 도
덕 가치를 짊어진 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의 정신적인 인격의 자율성
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인격은 실제적으로 양심에 의해 보편적으로 타당한 
그 선에서 나오는 당위(Sollen)의 내용을 파악한다. 선행(善行)을 했을 때 수반하는 
적극적인 기쁨의 느낌, 즉 축복과 선행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인격은 일회성이
다. 따라서 인격은 그 무엇과도 대치(代置)할 수 없다. 모든 인격은 서로 같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모든 것과 구별되는 유일회적(唯一會的)인 존재이다. 인격가치
는 일회적인 것이다. 그래서 인격은 존엄한 것이다.

  (2) 인격과 사랑의 관계
  인격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활동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개별인격이 주어진 
다. 인격자체에 대한 사랑으로 매개된 인격의 가장 중심적인 원천에 대해 우리가 이
해할 수 있을 때, 이 이해는 비로소 우리에게 인격의 이상적인 개별적 가치본질의 직
관을 매개시켜준다. 그러므로 인격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은 자발적인 사랑의 결과라

18)  같은 사람,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Frankfurt a. M. 1948, s. 180.
19)  같은 사람, 전집 2권 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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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다. 그래서 모든 개별적인 인격은 총체인격
(Gesamtperson)에 속해 있다. 인격공동체는 한 인격의 자명한 본질에 속한다. 이것
이 도덕적인 공동유대(연대성, Solidarität)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범을 그리스도교회의 초대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기서는 용
서와 감사가 도덕적인 연대성의 원칙입니다. 인격의 가장 깊은 활동은 종교적 활동이
다. 종교적 활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이 중에서 사랑이 으뜸이다. 왜냐하면 사
랑은 인격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격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나, 하
느님만은 무한하고 완전한 인격이다. 인간 정신의 초월성은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나, 
모든 본질의 총괄개념으로서의 신적 존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 사
이에서가 아니라 동물과 하느님을 찾는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본질한계가 있는 
것이다. 20)

  인간은 모든 것과 구별되는 유일회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 만물가운데
서 최고로 귀한 존재이다. 우리는 이 인격을 사랑의 활동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사
랑을 실천함으로써만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다.21)

2.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인성에 대한 개념 규정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성에 대해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
냐에 따라 인성교육의 정의, 방향, 목적, 추구하는 내용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정의와 해석을 우선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성교육을 전인교육(全人敎育)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여기서 전인교육이
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즉 지(智)·덕(德)·체(體)의 통합 및 조화로운 발달
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전인교육은 인간의 지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측면
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획일적인 지식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기되었다. 전인교육은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만남, 즉 상호작용(相互作用)을 통해 人格이 성숙되고 문화의 계승(繼承)과 재구성을 
하며, 창조하는 가치 지향적 활동을 규정하는 것을 추구한다. 요컨대 인성교육은 ① 
교육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라는 점, ② 교육은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점, 
③ 교육의 목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격형성(人格形成)이며, 사회적 맥락에서는 공
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치에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 성스러운 가치, 도덕적 가치, 
미적 가치, 생명가치, 재화가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떤 가치를 제일가치로 

20) 진교훈, 인격, 『한국가톨릭대사전』 9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7109-7110쪽 참조 ; 진교훈 외, 
『인격』, 서울대출판부, 2007, 16-17쪽 참고.

21) Kyo-Hun Chin, Das Verhältnis von Person und Liebe bei Max Scheler(Dissertation), 
Universität Wien, 1972 :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결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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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느냐는  문제가 있다.
  둘째, 인성교육을 인간의 체(體)·덕(德)·지(智)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조화시켜 인
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활동으로 정의를 내리는 전통적인 교육학자들이 있다.
  셋째, 바람직한 의사결정(意思決定)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교육하는 것을 인성교육이
라고 보는 교육심리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개성존중(個性尊重), 
적극성 함양(涵養), 긍정적 자아관(自我觀), 미래지향성(未來指向性) 등으로 제시(提示)
하고 있다. 여기서 인성교육이라는 말은 주로 심리학적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인간의 개별적 特性에 관심을 가지고 그 특성들이 존중되며 자유롭게 개발되어 그 특
성대로 사회적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하자는 것이다.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인성교육
은 성격지도(性格指導)로 간주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성격발달(性格發達)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성격특징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지도의 한 
영역이라고 하기도 한다.
  넷째, 철학적 인간학 내지 인격주의 윤리학을 주창하는 셀러(M. Scheler), 힐데브
란트(D. Hildebrand), 헷센(J. Hessen), 코레트(E. Coreth)등은 형이상학적인 면에서 
사람됨을 ‘총체적(總體的)으로 이해’(Gesamtschau)시키려는 인격교육을 논하며, 교육
학적 인간학을 내세우는 쉬프랑거(E. Spranger), 보르노프(O. F. Bollnow) 등의 교육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인격교육론이 있다. 이러한 인격교육론은 오늘날에도 독일어문
화권에서는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되고 있으며, 그리스
도교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전자가 가톨릭적이라면, 후자는 프로테스탄트적이다.
  다섯째, 인성교육을 성격교육(性格敎育)과 같은 의미로 보는 입장이 있다. 행태주의
자(behaviorist)인 스키너(Skinner) 알포트(Allport) 등은 인성을 인간이 지니는 특정
적인 반응(反應 )양식 내지 행동양식(行動樣式)의 개념으로 간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는 인격(人格) 과 인성(人性)과 성격(性格)이 혼용되고 있다. 한국교육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친 도구주의(instrumentalism)를 내세우는 듀이(J. Dewey)와 스키너 등의 행동
과학 내지 행태주의의 교육론에서는 인성을 천성(天性)으로 보는 공맹(孔孟)사상을 백
안시하고, 전승되어온 가정교육과 효(孝)교육을 무시한다. 그러나 성격심리학에서 성
격지도의 대상이 되는 문제로 ① 긴장, 불안, 욕구, 좌절 등의 정서적(情緖的) 문제, 
② 대인관계, 사회활동, 오락 등의 사회적 행동 문제, ③ 신체적 질환, 불구(不具), 허
약 등의 신체적 문제에 대한 심리적 반응(反應) 문제, ④ 부모, 형제, 친척 등의 가족
과의 관계에 관련된 갈등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교육의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때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인성을 곧 마음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여기서 인성교육이란 심성교육
(心性敎育)으로, 한마디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종의 가치교육(價値敎育)이
라 고 할 수 있다. 가치교육의 경우는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와 사회적 차원
에서의 도덕적 가치를 실현(實現)하게 하는 교육이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컨대 효(孝)교육, 예절교육, 생명존중교육, 인간의 존엄성,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절
제, 책임감, 또는 예능교육을 인성교육의 중요과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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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우리는 인성교육의 다양한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인성
교육의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일의적(一義的)으로 정의하기
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성교육은 기존의 인지적(認知的)으로, 실리적(實利的)
으로 편중된 교육상황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는 정의(情誼)적 측면 및 인간의 본
성(本性)과 관련된 것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건전한 전인적(全人的)인 인격으로 성숙함
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이 지식+정서+행동을 제대로 가르치
고 총체적인 인간의 고른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全人’적 
인간으로 기르는 일이라고 보면, 인성교육은 전인적인 인간교육, 사람다움을 일깨워주
는 교육의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성교육은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함으로써 全人을 키워내는 과정이며, 여기서
의 바람직한 人性은 건강한 自我를 바탕으로 자기성장을 통해 풍요한 내면세계(內面
世界)를 가꾸면서 동시에 원만한 대인관계(對人關係)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적 요구를 적절히 내면화한 상태와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라고 말
해도 좋을 것이다.
  2015년 1월 20일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
장하고 ...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을 제시하고, 동법 제2조에서는 “인성
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정
의한 것에 발표자는 동의한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면서 갈등을 해
소하고 친밀하고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이룩한다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인간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도덕교육을 통하여 
인성교육에 접근해야하고 가정에서는 소통하기 위한 발판으로 밥상머리 대화가 이루
어져야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비방하는 댓글보다 공감하기를 배우게 하고 경청하
기와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할 수 있는 언어적 기술을 배우는 인성프로그램을 도입하
여 실생활에 접목하여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삶의 고귀한 가
치를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며, 자존감
도 높아지고 정서가 안정되고 긍정적인 사고로 사회생활을 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선악의 분별 능력이 되는 양심성찰이 살
아 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다운 참된 인간으로 길러내는 교육의 본질을 찾
기 위하여 우리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하고 사람다움(Anthropinon)의 의미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인성의 교육은 
또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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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성교육의 여러 방향

  발표자는 여기서 사람됨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전문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상실
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개괄적으로 제시해
보려고 한다.
  사람다움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적시
해 볼 수 있다.

① 인간은 물음을 묻는 존재, 즉 이성적 존재이다.
② 인간은 문화의 창조자이며 피조자(彼造者)이다.
③ 자유의지를 가진 윤리적 존재.
④ 고유한 내면적 세계를 가지고 있다.
⑤ 탈(脫)중심성을 가진 불편부당한 존재.
⑥ 유토피아의식을 가지며 미래지향적이다.
⑦ 사회적 존재.
⑧ 상징적 존재. 미적 가치판단을 한다. : 시(詩), 가(歌), 무(舞), 화(畵)
⑨ 수치를 아는 존재이다. 
⑩ 비전문화된 존재;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고정된 기계가 아니며, 단순한 짐승이 아니다.

  상기한 인간의 특성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관되며 보
완(補完)된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전문분야별로 
성찰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①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문화존재이다. 문화는 구체적
으로 인간의 문화생활, 즉 의식주를 통해서 나타난다. 문제는 오늘날 문화가 인
성을 고양시키기기도 하지만 오히려 인간을 비인간화고 있으며 인간소외를 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의 하강(몰락)의 원인규명과 문화재건이 인성교육의 과
제임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well-being과 인성교육의 상관성

② 경제활동과 인성교육: 경제윤리; 배금주의의 극복, 양극화현상 해소 등
③ 예술분야와 인성교육 : 詩歌舞畵와 인성교육, 음악치료, 미술치료
④ 과학기술과 인성교육: 테크노크라시와 인간의 기계화의 극복
⑤ 정치계와 인성교육: 공동선추구와 공생(共生)모색
⑥ 학교교육의 요체는 인지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⑦ 가정교육과 인성교육: 가정해체의 재건;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결혼, 출산, 양

육 등의 문제와 인성교육, 만행의 근본인 孝의 교육 등
⑧ 도덕교육과 인성교육 :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그 말 속에 이미 윤리성을 포함하

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사회윤리의 기본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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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이다. 예절교육
⑨ 전통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성교육
⑩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해와 인성교육; well-dying , 생명윤리와 죽음준비교육
⑪ 법과 인성교육; 질서와 준법정신 함양

4. 나가는 말

  앞에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본 인성교육에 대한 주장들은 그 개념적 성격과 구
체적 방법에서 엄밀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들이 교육에 부정
적 결과를 의도하면서 시작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주
장들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를 별도로 논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
나 그 기준과 관점의 형성이 매우 복잡하고 그것 역시 또 다른 관점에서는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의 근본은 사람을 짐승이 아닌 사람다운 사람으로 일깨워 사람다운 사람이 되
게 하는 것이며 끊임없는 인격적 각성조성을 하는데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비리의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의 실패에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치관교육이야말로 모든 인성교육의 중심내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부정부패와 갈등은 황금만능주의와 
개인적·집단적 이기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에서 생겨나왔다. 잘못된 직업관과 직업
(vocation, 召命)윤리 의식의 박약, 교육에 대한 편견, 사치와 허영과 낭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함부로 자리 매김하는 소위 一流病, 결과 중심주의 등은 가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데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대한 것
은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다.
  사람다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부단한 자기반성을 통해 인간에 대한 풍부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
져야 할 것이며 자기연마(鍊磨)와 풍부한 인간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폭넓은 교양
(敎養)서적의 독서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사람다움을 지향하는 인성교육의 활발한 활동이 요청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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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통가치 함양을 통한 인성교육의 시도

조창섭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명예교수)

1. 서언

  인성교육은 공동체의 가치관을 공유하여 바람직한 사람이 되도록 사람됨을 교육하
는 것이어서 ‘인간 교육’과 동일한 의미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의 착한 본성을 교육하는 것이
어서 인성 교육은 ‘인간성 교육’과 동일한 의미이며, 공동체의 구성원 간에 친밀감을 
느끼도록 예(禮)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인격 교육’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다.
  인성교육의 범주인 인간교육, 인간성교육, 인격교육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인성교
육진흥법’1)에서는 통합하여 마음이 착하고 인격을 갖춘 바람직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
하는 성품 교육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교
육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 

  ‘인성교육진흥법’에는 사람의 성품을 기르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성품이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思考)와 태도 및 행동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품은 가치를 표방하는 시대정신과 결합되어 있으면서 일상적 관심을 유발 
하고, 일상적 관심은 일상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시대정신은 자본주의의 민주주
의 시장 경제 체제와 결합되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창출한다. 이렇게 하여 
창출된 보편적 가치인 물질주의와 본능주의는 전통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주저 없이 저지르며 그 강도와 횟수 또한 점
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학교폭력 및 동료에 대한 가혹행위 증가

1)  주(註): 인성교육진흥법의 법제화 과정과 인성교육의 시행 계획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
           201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
           2015년 1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7월 21일 시행됨
            ◎ 일정 시간 이상 교원들의 인성교육 연수 의무화
            ◎사범대·교대, 예비교사의 인성교육 역량 위한 과목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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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남용 증가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존경심 상실
부정적이고 저속한 언어 사용의 증가
자살 등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위의 급증  

  이러한 바람지하지 못한 행동을 인성교육을 통해 경감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예(禮), 효
(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라고 가치를 함양하여 착한 마음과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주만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성품을 기르도록 배려한 것이다.
  산업화 사회를 맞이하자 곧장 지식·정보로 나아가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가치 변
동 또한 급하게 이루어져 기존의 전통 윤리·도덕이 그 가치를 잃었거나 평가절하 되
고 있다. 과거에 생활규범화 되어 윤리·도덕의 표준이 되었던 유교의 가치가 다음과 
같이 심하게 폄하되고 있는 것이다.

명분은     →   핑계로
의리는     →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가
                깡패의 조직원 간의 유대강화의 용어로
지조는     →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꿋꿋한
                의지인데, 봉건시대의 가부장적 낡은 올가미로 전락하여
                불리하면 지조를 꺾고,
기개(氣槪)는  → 사기(士氣)라는 용어로 축소되어 군대나 집단의 결집 구호로  

                      전락하였고, 
청렴(淸廉)은 →  낡아빠진 구시대의 덕목으로 조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가치 붕괴는 인권이나 개성 존중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빠
르고 철저하게 진척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건전하고 바르게 가꾸어 더불
어 사는 공동체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스스로 쌓아
올린 지적·경제적 성과에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인성교육을 실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은 학문적 이론이나 강의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씀
씀이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 달성할 수 있는 ‘붕어빵 교육’이다.
  유학(儒學)에서는 세상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간주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면 몸가짐을 바르게 가질 수 있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세상
과 일체감을 가지게 되어 모든 생각과 행동에 덕(德)이 묻어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
므로 유학은 태극, 천명, 이기(理氣), 음양, 오행, 사단, 칠정 등의 이론이 모두 사람
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을 품성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본 강의에서는 품성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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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전통가치, 즉 유학적 가치를 들추어 시대에 적합한 것을 골라 인성교육의 윤
곽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2. 본론

  인(仁)과 의(義)와 예(禮)에 근거하여 이상적 도덕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원초유
학과는 달리 16세기 이후의 우리나라 성리학에서는 성리학적 인식 속에서 마음의 근
원과 구조를 이론적으로 밝혀보려고 형이상학적 접근을 시도한 심성론, 지식을 배우
고 익히면서 그리고 사물과 현상을 수용하면서 선하고 사악한 것, 정의로운 것과 불
의한 것을 가리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마음을 단련하고 다스리는 형이하학적 접근
을 시도하는 수양론, 성리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백성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는 경세론, 이 세 가지 영역의 핵심에는 마
음이 자리하고 있다.
  유학(儒學)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2)이 자리하고 있다. 하
늘과 사람이 마음으로 연결되어 합일체를 이룬다는 사상이다.
  공자(孔子)는 천명사상(天命思想)3)을 발전시켜 하늘의 뜻과 인간의 본성이 일치한다
는 것을 근거로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을 주장 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유학자들
은 하늘의 뜻이 인간의 일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천리불리인사(天理不離人事)를 당연
시 하게 되었다. 『중용(中庸)』 1章에도 “천지와 만물이 본래 나와 일체이다. 나의 마
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이 또한 바르고 나의 기운이 순하면 천지의 기운이 또한 순
하다.”4)고 적고 있다. 하늘의 명령이 인간의 본래적인 마음의 작용과 일치하기 때문
에 하늘과 사람은 마음을 매개로 하여 합일된다는 중국 성리학의 주장을 넘어서서 이
색(李穡)은 하늘과 사람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천인무간(天人無間)을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 선생은 우주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여5) 우주자연을 인격화하고 ‘물아일체적(物我一體的) 천일합일(天人合一)’6)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마음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유학의 천인합일 사상의 배경에는 이기론(理氣
論)이라는 유학의 형이상학적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2) 주(註): 공자는 천명이라는 용어에 근거하여 하늘의 뜻과 인간 마음속에 있는 본래성의 움직임이 일치
한다는 천인합일사상을 제시하였다.

3) 주(註):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에 대한 기록에는 상제(上帝)는 천상에서 조정대신들을 거느리고 정
사를 보면서 지상의 만물을 감독하는 자로 등장한다. 고대 중국의 하, 은, 주 시대에 이러한 의미를 
지녔던 상제라는 용어가 천(天)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다가 차차 천으로 통일 되고, 상제는 합리적 사유
에 기초하여 천명(天命)으로 전환되었다. 천명은 하늘의 명령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계속 주어지
는 것이 아니라 덕(德)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갈 수 있다. 즉, 하늘이 내려주는 명령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덕(德)에 따라 수혜(受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명사상이다.

4) 『중용』, 1章, 蓋天地萬物 本吾一體 吾之心正, 則天地之心亦正矣 吾之氣順 則天地之氣亦順矣
5) 조식, 『학기유편』, 〈天理氣圖〉, 易曰 天地之大德曰生
6) 尹絲淳,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사상』, 〈천인관계에 대한 남명의 사상〉, 남명학회 제1회 국제 학

술대회, 131쪽, 2001년 11월 16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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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 이후의 성리학자들이 하늘이 부여하였다는 마음인 본성(本性)이 곧 이(理)라고 
주장하였다. ‘성즉리(性卽理)’라는 이론(理論)이 보편화 된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기
초하여 우주 자연의 변화도 천(天)이 주재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자연법칙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이(理)는 소이연지고(所
以然之故)라고 하여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理)를 말하게 되었다. 반면 
마땅히 해야만 되는 이(理)는 소당연지칙(所當然之則)이라고 하였다.
  사물은 각기 하나씩의 이(理)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理)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궁무진한 이(理)는 ‘본체의 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본체의 
이란 무극(無極)의 진(眞)과 이오(二五)의 정(精)이 묘합(妙合) 응결해 만물을 화생(化
生)하게 하는 이(理)를 본체의 이라고 하는 것이다.
  본체의 이에 의하면 나의 이와 다른 사람의 이가 다르지 않고, 사람의 이가 사물의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본체의 이’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모두 동일하다. 그
러나 기질의 측면에서 보면 각각 다른 것이다. 기질에는 청탁편정(淸濁偏正)의 차이가 
있고 물욕(物欲)에는 천심후박(淺深厚薄)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 사이에 
같지 않음이 있고, 사람 사이에는 현자(賢者)와 우자(愚者)의 차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이(理)의 측면에서 보면 만물은 모두 동일한데 기질의 측면에서 보면 각기 다르다. 
이것을 이일분수(理一分殊)라고 한다. 이일(理一)은 본체의 이로 태극이요, 분수는 개
체의 이로 원리요 법칙인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에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외부 세계의 제반사를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내면세계를 밝히는 것이 심성수양의 원리이다. 심성수양은 마음의 보존, 
존양, 성찰 극기의 단계로 나아간다.
  보존한다는 것은 본성을 지키는 것이고, 존양(存養)은 명상과 같은 정(靜)적인 정신
활동을 통하여 마음을 기르는 것이며, 성찰(省察)은 외부 세계를 접촉하는 동(動)적인 
활동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고, 극기는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 충동 따위를 이성적 
의지로 눌러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마음을 수양하여 외부 세계의 제반사를 처리할 때 유학의 가치에 따라 행동
하게 되는 것이다.

 1) 명분(名分)
  과거시험을 통하여 인재를 뽑아 등용하였던 조선에서는 과거시험에 유학의 경전인 
사서삼경이 부과되었음으로  유학은 조선에서 통치 이념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유학의 이념에서 지고한 가치로 존중받는 가치는 명분(名分)이었다. 명분은 각각의 
이름(부자, 부부, 군시 등)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사람
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큰 도리인 대의(大義)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명분 앞에 대의(大義)를 붙여 대의명분이라고도 표기한다. 명분을 지탱하는 하위 
가치는 의리(義理), 지조(志操), 기개(氣槪), 청렴(淸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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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표방하는 으뜸 가치가 있었다. 그것은 명예(名譽)이었다. 
명예를 떠받치고 있는 하위 가치는 정의(正義), 공정(公正), 인내(忍耐), 용기(勇氣)이
었다. 기독교의 전래와 함께 사랑, 믿음, 소망이라는 가치가 합쳐져 정의, 공정, 인내, 
용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7가지의 가치가 유럽의 국가들에서 삶의  원리이자 나라
를 통치하는 원리가 되었다.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는 유럽의 선진국은 합리적 바탕위
에 정·반·합의 변증법적 역사흐름을 가꾸어 가고 있다.
  고려 충렬왕 때 안향에 의해 성리학이 전래 된 이래 가치를 추구하는 명분 싸움은 
조선이 창건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인간 내면의 본성(本性)을 강조하며 
만고불변의 도덕을 견지하고자 하는 정몽주의 의리 중심의 의리학파와 『중용』의 시중
(時中) 논리에 입각하여 불변의 도덕성보다는 상황에 대응하며 창조적 변화를 지향하
는 시류파가 명분을 앞세워 왕조의 교체와 왕의 교체를 두고 대결하였다.
  이방원은 왕의 교체를 통해 고려를 쇄신하고자 하는 정몽주에게 「하여가(何如歌)」
라는 다음과 같은 시(詩)를 지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왕조 교체를 하자는 명분
에 동의 하는지 의향을 묻는다.
 

이런들 엇더며 져런들 엇더료
만수산(萬壽山) 드렁츩이 얼거진들 엇더리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몽주는 다음과 같은 「단심가(丹心歌)」로 왕조교체의 명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이방원에게 전달하고 선죽교에서 명분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초
개같이 버리며 의리를 드러내 보였다.

이몸이 죽어죽어 일백번(一百番) 곳쳐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여 넉시라도 잇고업고
님향(향)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 줄이 이시라

  불변의 인간성 개발을 통하여 관념적 대의명분을 세우고 의리와 도덕에 따라 행동
하는 정몽주는 선죽교에서 유명을 달리하였지만, 상황에 대응하는 창조적 변혁을 강
조하며 인간 의지의 따라 행동하였던 이방원은 조선조의 삼대 왕에 등극하였다.
  합리적 이치를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였던 이방원은 명분을 중시하며 의리
를 중시하였던 정몽주를 제거하고 패도 정치(覇道政治)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정몽주
에서 시작된 의리 중시의 성리학은 길재, 김숙자,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로 이어지는 
유학의 의리학파를 태동시켰다.
  특히 ‘인간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 세상이 바로 하늘의 뜻이 펼쳐진 이상 세계가 되
도록 해야 한다.’는 조광조의 지치주의는 정몽주 계열의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계승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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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조의 지치주의에서는 수양을 통해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성인(聖人)이 되는데 성인이 정치의 대표자인 왕이 되는 것이다. 왕이 성인이 아닐 때
에는 현재의 왕이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양을 거쳐 성인에 
이르게 하여 왕위를 계속 유지 하고, 성인이 될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왕이 
되게 하는 것이다.
  급진적 개혁정치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조광조의 지치주의를 이언적이 계승하여 소
극적이고 이론적인 형태로 변화시켰다.
  명분에 근거하여 원하는 바를 관철하려고 한 역사 사건에서 명분에는 지켜야할 도
리를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도리라고 설득하는 ‘소통’이 필요하였을 것이
라고 짐작할 수 있다. ‘소통’의 내용이 거짓이 없고 참된 것이어야 가치를 공유하는 
같은 무리에 속할 수 있으므로 ‘정직’하여야 했을 것이고 공유한 가치에 의하여 그것
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협동’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라는 행동에
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니 명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전제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명분은 소통, 정직, 협동, 책임이라는 가치들에 의하여 지탱될 수 있으며 기
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진학을 할 때 자기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고자 할 것인가? 혹은 
일류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학과 선택은 무시할 것인가? 

 2) 의리(義理)
  사람이 지니고 있는 성품은 지속적인 행동양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성이란 개인
을 특징짓는 요인이며 인간관계7)의 요체가 된다.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져
야 할 도리‘를 의리라고 하는 바,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존중받
고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행(行)해야 할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
을 마다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리라는 것은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자본주의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행동 동기로 작용하며 사유재산제도를 통해 이기주의를 권장하고 있는 형
국이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 행동은 일상적 관심과 연관을 맺고 있
으며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구성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때때로 피할 수 없는 경쟁을 하게 된다.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자신의 이
기주의가 공동체의 구성원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상호간 의리로써 관계를 
7) 한 리서치 전문회사에서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1위는 ‘성실

한 자세’였습니다. 그 다음은 ‘원활한 대인관계’, 그리고 ‘뚜렷한 목표의식’, ‘전문분야 개척’, ‘끈기와 
열정’, ‘긍정적인 사고방식’, ‘건강한 육체와 정신’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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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소외
당하여 열등감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뒤쳐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허탈감과 강박
관념에 빠져든다. 이럴 때 의리에 의한 관계정립이 되어 있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유머를 개발하여 강한 자를 풍자하여 일
반화함으로써 열등감을 해소한다.8) 그러나 인간관계 설정이 의리에 기초하고 있지 못
하면 열등감을 범죄 행위로 해소하려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리는 인간관계 
설정의 요체로서 인성교육의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의리에 기초한 인간관계는 신분이 높아지면 의무도 커진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9)를 실천하는 관계이어야 한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 고위직의 자
녀들에게서 그러한 의의 실천을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인 의리는 전통 가치관에서는 오륜에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의리는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국가 간의 관계로 거기서 더 나아가 우주자연과
의 관계까지 확장되어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가치 덕목이다. 그것의 
기저에는 사람과 사물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자애로써 관계를 맺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
(孝)’로서 관계를 맺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이다. 부부는 사랑으로, 형제자매는 우애
로, 친구와는 신의로서, 모든 사람들과는 박애나 인(仁)으로 관계를 맺는다. 국가 간에
도 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 “체벌을 가하는 선생님을 고발한 학생의 고발정신은 존중되어야 합니까?”를 논
의의 대상으로 삼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설정은 윤리·도덕의 기준인 의리로써 맺어
져야 하는지 인권조례라는 법에 의해 맺어져야하는지 결론을 도출하면서 ‘존중’과 
‘효’의 사례를 곁들이도록 해 보세요.

 3) 지조(志操)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꿋꿋한 의지’인 지조는 심성

8) 적극성: 낚시 금지구역에서의 낚시, 봄날의 버드나무 심기
  강한 자에 대한 풍자: 김복동 전두환 노태우에 관한 유모어
  타인(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을 공격: 멀리보고 일직 보기 경쟁
  단순한 웃음: 여름 웃통 벗고 일하는 농군 잡아먹으려던 호랑이
               나무꾼 호랑이에게 매 맞은 이야기 
9)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미국의 예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대통령에서부터 군 장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아들을 한국전에 참전시켰

다.
    아이젠하워 대통령(34대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워커 장군(미 8군사령관, 낙동강 전선 사수, 한국전에서 사망) 아들 샘 워커
    클라크 장군(휴전 협정을 주도)의 아들 빈 대위
    밴플리트 장군(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아들 지미 밴플리트(항공 출격 중 사망)
    해리스(해병 제1항공사단장)의 아들 지미 해리스는 장진호 전투에서 사망
    한국전에서 미국 장성의 아들 142명이 참전, 25%인 35명이 사망 및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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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을 통해 인욕(人欲)을 없애고 본성(本性)을 회복하여 우주자연과 일체가 되는 경
지에 도달하여야 실천 가능한 덕목이다. 그러한 경지에 오르는 것을 전 시대적 발상
으로 간주하고 필요하면 지조를 꺾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의 대세이
다. 그러나 유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던 조선시대에는 달랐다. 조선 시대에 지조
만 꺾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조를 지켜 화를 당하는 고귀한 
선비들을 많이 본다.
  1455년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박팽년(朴彭年)은 울분을 참
지 못해 경회루(慶會樓) 연못에 뛰어들어 자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성삼문(成三問)이 
함께 후일을 도모하자고 만류해 단념했으며, 이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단종 복위 운
동을 펴기 시작하였다. 밀고를 당해 성삼문 등 다른 모의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혹독
한 국문을 받는 중에  세조가 그의 재주를 사랑해 자신에게 귀부해 모의 사실을 숨기
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은밀히 유시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세조를 가리켜 나으리[進賜]라 하고 상감(上監: 왕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 부르지 않
았다. 세조가 노해 “그대가 나에게 이미 ‘신’이라고 칭했는데 지금 와서 비록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자, 그는 “나는 상왕(上王: 단종)의 
신하이지 나으리의 신하는 아니므로 충청감사로 있을 때에 한번도 ‘신’자를 쓴 일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세조는 그가 충청감사 때 올린 장계를 실제로 살펴보고 과연 ‘신
(臣)’자가 모두 ‘(巨)’자로 적힌 것을 보고 더욱 노기를 띠어 심한 고문을 가하고 난 
다음 능지처사(凌遲處死)에 처했다.
  성상문은 세종이 훈민정음 28자를 만들 때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 공을 세운 학자이
다. 그는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을 위협, 선위(禪位)를 강요할 때 국새(國璽)를 끌어
안고 통곡을 하였으며,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세조가 성삼문에게 정난공신(靖
難功臣) 3등의 칭호를 내렸는데 이를 사양하였다. 모의를 시인하고 죽을 때 그대가 
준 녹(祿)은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모두 가져가라 하여 그의 집을 가보니 녹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고 한다.
  지조란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마음이 변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유학에서 인간은 심(心: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기론에 입각하면 인간은 이(理)인 마음과 육체인 기(氣)로 이루어
져 있다.
  마음은 인(仁)·의(義)·예(禮)·지(智)라는 성(性)의 실체가 모여 있는 곳으로 이 실체에
서 우러나는 네 가지 마음씨 
  ①인(仁)에서 우러나는 측은지심(惻隱之心) 
  ②의(義)에서 우러나는 수오지심(羞惡之心) 
  ③예(禮)에서 우러나는 사양지심(辭讓之心) 
  ④지(智)에서 우러나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을 사단(四端)이라고 한다. 
  이 실체가 사물을 접하게 되면 칠정(七情: 희(喜)·노(怒)·애(哀)·락(樂)·애(愛)·오(惡)·
욕(欲)이 생겨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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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존재 양식은 사단 칠정으로 되어있으나 지조를 지키는 마음은 아는 것과 행
동이 일치하는 지행(知行)의 일체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심리학의 원리』를 저술한 윌리암 제임스(Willliam James, 1842~1910)와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빌헬름 분트(Wihelm 
Max Wundt, 1832~1920)는 실험심리학에 기초하여 근대 심리학의 문을 연 학자들이
다.
  윌리암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이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을 좁은 의미에서는 인지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
로는 우주와 마음을 일치시키는 유심론적(唯心論的: 우주의 본체를 정신적인 것으로 
보며 물질적 현상도 정신적인 것의 발현이라는 이론) 세계관을 수용하는 마음 개념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놓았다.

마음은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갈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조차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갖는 대로 
삶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환경이나
상황도 아닌 나 자신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함께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삶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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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함께 변할 것’이라는 말 중의 
마음은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꿋꿋한 의지 곧 지조인 
것이다. 지조는 상황과 인간에 대한 ‘배려’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단종’이라는 핍박받
는 군주를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배려에서 지조는 태동되는 것이다.

  ◎ 역사교과서 집필을 국정교과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닌가를 집필자와 국사교사 
피교육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하고 이 경우 지조와 연계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합니
다.

 4) 기개(氣槪)
  기개의 사전적 의미는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를 말하는 것으로, 기상(氣像)은 사
람의 타고난 성품(性品)과 몸가짐을 말하며’, 절개(節槪)는 ‘신념,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꿋꿋한 태도를 말한다.’ 씩씩한 성품을 밖으로 드러내는 몸가짐
과 신념과 신의를 굳게 지키는 마음가짐은 유학의 가치를 두루 아우르고 있는 행위규
범이다.
  남명은 1555년 명종 10년에 단성 현감에 임명된 뒤에 죽을 각오로 다음과 같은 사
직 상소를 올려 선비의 기개를 더 높였다.

  자전(慈殿)께서 생각이 깊으시기는 하나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께
서는 어리시어 다만 선왕의 한 고아에 지나지 않으시니 천 가지 백 가지의 천재(天
災)와 억만갈래의 인심(人心)을 무엇으로 감당해내며 무엇으로 수습하시겠습니까?10)

  문정왕후
  나라의 근본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군주에게 진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군주를 
고아로 군주의 어머니를 과부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그릇된 나라 일의 책임자라고 지
탄할 수 있는 선비의 기개는 조선 유학이 지향하는 가치의 발로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송시열은 남명을 가리켜 “그 만 길 벼랑에 서서 일월과 다투는 기상은 지금까지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을 드러내게 한다.”11)고 하였다.
  남명의 제자 최영경(1529~1590)은 서인 정철(鄭澈)과 정치노선을 달리하다가 1589
년 정여립 모반사건에 가상의 인물 삼봉으로 무고되어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어 나올 
때 성혼(成渾,1535~1598)의 아들 성문준(成文濬,1559~1626)이 쌀 한 말을 가져와서 
귀향하는 노자로 삼으시라고 하면서 “무슨 이유로 남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 지경에 
이르셨습니까?”라고 하자 최영경이 대답하기를 “자네 애비한테 미움을 받아서라네” 
하며 기개가 넘치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자 정철과 서인의 학문적 원류를 이루는 성

10) 조식, 『교감국역 남명집』, 『교감·국역 남명집』, 「을묘사직소」,243쪽.
11) 金忠烈, 『남명 조식의 학문과 선비정신』, 예문서원, 2008. 123~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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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 이 말을 듣고 석방되어 나가던 최영경을 재 투옥시켜 옥사시켰다.12) 1,000여 명
의 선비가 연루되어 목숨을 잃은 서슬이 시퍼런 정국에서도 기축옥사를 일으킨 장본
인을 향해 책임을 지적하는 그 기상은 조선 선비의 기개(氣槪)라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사화(士禍) 때 마다 훈구파에 밀려 거세된 사림파의 선비들도 하나같이 기개를 더 
높이며 유명을 달리하였다.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를 지키는 것은 자존심이 결여되었을 때는 취할 수 없는 
태도이다. 자존심이 있어야 기개가 발동하는 것인데, 자존심은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동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원동력이다. 자존심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때에는 자부심이라
고 하기도 하는데, 이 자존심이 씩씩한 기상을 드러나게 하며 절개를 지키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존심은 개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가문의 전통이 되며 학파의 전통을 
이루게 된다.
  동기 유발의 요인이 되는 자존심이 절개를 지키게 하는 기상을 유발시키는 것은 당
연한 것이다. 자존심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행동 동기를 유발하는 예는 수없이 많다. 
19세기 하반기에 독일에서 졸부들은 큰 집을 짓고 살면서 지위가 높은 귀족과 대등하
다는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였던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의 국민소득 60
불 시대를 극복하고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서부터 누구나 큰 평수의 아
파트를 선호하고 큰 자동차를 선호하였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것은 사회적 
인정을 받아 자존심을 세우자는 것에서 생겨난 행동 동기의 발로이다. 돈을 가지면 
일거에 바라는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돈은 자존심과 직결되어 
있어서 가장 강력한 행동 동기가 되고 있다.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 삶을 영위
하여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이것은 사회 혼란
을 야기하는 행동 동기로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정적 삶을 영위하여 자존심을 지
킬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독일에서 2004년부터 공무원 정년을 
70세까지로 연장) 신체적 장애가 없을 때 평생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존심은 자신감과 맞물려 있다. 능률적인 작업을 통하여 좋은 평가를 담보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은 일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해 준다.
  동기가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그 행동을 반복하여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개의 기저로 삼아야 할 것이
다.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쿠르트 레빈(Kurt Lewin, 1980~1947)은 자신의 “긴장이
론(Spannungstheorie)”에서 긴장을 지속시키는 것을 “완성에의 욕구(ein Bedürfnis 
nach Vollendung)”로 이해하고, 이 욕구는 시작된 활동이 끝날 때까지 사람의 태도
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두 시작한 것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행

12) 정인홍, 『내암집』 권12 『수우당최공행장』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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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며 이것은 퍼즐이나 단어 맞추기, 그리고 배가 부른데도 접시를 깨끗이 비울 때
까지 먹어 치우는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레빈의 이론은 일에 대한 태도가 능
동적이어서 일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개는 씩씩한 성품을 밖으로 드러내는 몸가짐과 신념과 
신의를 굳게 지키는 마음가짐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기개는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 잠자는 학생을 공부하도록 깨우는 선생님께 ‘남 잠자는 데 왜 깨우는 겁니까?’
하고 대드는 학생의 언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사례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만용인
지, 용기인지, 기개인지 결론을 도출해 보십시오.

 5) 청렴(淸廉)
  독일의 문화 철학자 맑스 쉐러(Max Scherler)는 문화가 표방하는 가치삼각도를 제
작하여 가치와 그 범주를 다음과 같이 위계화해 놓았다. 이 가치 삼각도에 의하면 가
치의 상위에 속하고 있는 것이 종교적 가치이다.

종교적 가치 → Religioneser Wert

예술적 가치 → Kuenstreller Wert

문화적 가치 → Kulureller Wert

사회적 가치 → Sozialler Wert 

물질적 가치 → Marerieller Wert

  유학을 유교(儒敎)라고 부르는 것은 유학의 이념이 인간의 행위규범을 규정하는 종
교적 성격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치 삼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학의 이념적 가치
는 가치 중에 상위 가치에 속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에 가장 심하게 얽매인다. 그 다음이 사회적 가치이
다.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종교적 가치를 문화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역사적으로 최상위의 종교적 가치를 부정할 때는 역성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이다. 예를 들면, 정몽주는 공양왕이 왕사를 스님으로 책봉하려고 하자 불교가 인간
의 주체적 내면세계를 강조하느라 인간의 인륜적 관계, 사회관계, 국가의 현실 문제에 
대처하는 구체적 대응 관계에 소홀하다고 비난하면서 “친척을 떠나고 남녀를 끊으며 
바위구멍에 홀로 앉아 초의목식(草衣木食)하고 관공적멸(觀空寂滅)로 종지(宗旨)를 삼
으니, 어찌 평상한 도라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불교의 가치관을 비난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시기가 조선조를 창건하려는 역성혁명이 무르익을 때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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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성혁명은 위정자가 청렴하지 못하여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백성의 정신적·경제적 
삶이 곤궁해져 백성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일어난다. 특별히 먹여주지 못했을 때 일
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청렴은 정치적 행위의 근거가 된다. 가장 절박한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이상이기도 한다. 따라서 청렴은 최상위의 종교적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종교적 가치관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중시하며, 이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仁)과 사랑을 베풀고 자신은 청빈한 삶을 택하는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그 단적인 
예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청렴
의 의미에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다’는 전반부의 설명에 인성교육의 요체가 함축되
어 있다. 그리고 탐욕이 없다는 것은 남에게 양보하는 사양(辭讓)이 성품에 배어 있다
는 의미이다.
  유학에서 사양(辭讓)하는 마음은 사단에 속한 마음의 한 가닥인 예(禮)에서 우러나
는 사양지심(辭讓之心)을 말한다.
  예(禮)의 사전적 의미는: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이 관계를 맺는 상대에게 공손하며 
삼가는 말과 몸가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13) 

  예의범절을 갖추어 처신 처세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자세와 삼가 하는 몸
가짐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의범절이 사양과 청렴과  결합
될 때 상대를 존중하는 인존 사상이 발현되는 것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인본주의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면, 인류는 함께 어우러져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협동’하여 평화롭게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인도(人道)를 갖추는 의례로서 상대에 대한 공경심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함께 하며, 그 적용 범위는 가족 간에, 친지간에, 사회생활 속에서의 사람 간
에, 신(神)과의 관계에 적용되며, 몸과 마음의 자세는 위계가 서서 체통이 지켜지고 
공정한 바탕에서 양보하는 자세가 확립되어 도덕과 인의(仁義)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논어에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非禮勿視),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非禮勿聽), 예
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非禮勿言)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非禮勿動)”14)

고 한 공자는 말씀에 기초하여 예의 적용범위와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감각세계에서의 예의 기준을 정하고, 하루 동안이라도 자신을 극복하여 예
에 복귀하면 천하가 어질음에 귀속하게 된다고 하여 예를 준수하면 인에 다다른다는 

13) 다음(Daum) 사전 참조.
14) 「논어」, 은연편(顔淵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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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와 인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6세기 이후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심성 수양을 윤리·도덕의 실천 
과제와 직결시켰고, 이와 함께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마음에 이론적 토대를 갖추어 
예학(禮學)을 태동시켰다.

예는 일상생활 그 자체로서, 그 실천의 과정은 인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
는 것이다. 사람이 예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인성(人性)이 밖으로 드러나
는 것이요, 천도(天道)를 실행하는 것이 된다. 즉 행동규범으로서의 의례
만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과 천도의 이(理)가 예의 바탕을 이루어 그 원리
가 된 것이다. 따라서 유교의 예는 개인적 규율로부터 단체적 규범과 국
가의 법제와 사회의 제도를 모두 포함하며, 나아가 대자연의 법칙까지도 
포괄한다.”15) 

  고려 중기부터 유교를 심성수양의 도리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
러나 당시의 유학자들은 유불일치(儒佛一致)의 사상경향 속에서 불교적 심성 수양과 
유교적 심성 수양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 
불교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 되고, 양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이르러 비로소 유교적 심성수양이 윤리·도덕의 실천 덕목이 되면서, 불교적 
심성 수양은 현세를 초월한 정신 해방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을 16세기
에 이르러 성리학에서 강조되는 명분론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리·
도덕이 제대로 실행되어야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도덕의 객관적 실천 규범인 예
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했던 것이다. 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예의 구
체적 시행 문제에 대한 탐구로까지 이어지면서 이기심성론이라는 성리학적 담론이 일
상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하는 도(道)의 차원으로 정착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자가례」를 근간으로, 사대부 중심의 예학을 발달시키면서 예
의 보편적 적용을 주장하는 ‘천하동례(天下同禮)’라는 서인의 예론과, 「주자가례」와는 
다르게 군주의 경우와 백성의 경우 다른 예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왕자례부동사서(王
者禮不同士庶)’를 주장하는 남인의 예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론의 차이가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키며 예송(禮訟)16)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청렴은 사양하는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예(禮)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예
는 상대를 ‘존중’하고 ‘정직’함에 기초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관계 설정의 매개물이 
되는 것으로 ‘배려’에 의한 ‘협동’이 가능해 진다.

15) 다음(Daum) 국어사전 참조.
16) 예송은 주로 정구 계열의 윤휴(尹鑴)·허목(許穆) 등을 중심으로 한 남인세력과 김장생 계통의 송시열·

송준길(宋浚吉) 등을 중심으로 한 서인세력간의 논쟁이었다. 송시열 등은 '체이부정설'(體而不正說)을 
근거로 예의 보편적 적용을 주장했으며, 윤휴 등은 왕통(王統)과 일반 사대부가의 종통(宗統)은 엄연
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각각 사대부 중심의 관료국가, 왕권 중심의 집권적 국가
체제를 지향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예론에 반영하여 대립했다. 당시 예학의 발달은 예송에 관
한 이론적 논쟁의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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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청렴은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덕목일 뿐만 아니라, 예
를 통해 구현되는 가치 덕목이다.

  ◎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드린 사서삼경이 예에 속한 존중의 의미인지 청렴하지 못
한 뇌물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들어 결론을 도출하도록 해 보십시오.

3. 결어

  유학은 본래 현실적 학문으로서 주로 윤리·도덕·정치·교육 등의 행위규범으로 자리
매김 되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품성, 도덕, 윤리, 지식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수양(修養)이 유학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 유학 경전의 하나인 대학(大
學)17)이 지향하는 수양의 순서는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
(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이다.
  조선시대에는 유학이 표방하는 이념이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유학의 경전인 
사서(四書) 삼경(三經)을 과거시험의 핵심 과목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통치의 수
단은 한 시대의 사회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거나 특징짓는 대정신과 결합하게 
된다.
  유학의 이념이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명분’이라는 가치가 선비정신의 가장 
으뜸가는 가치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 으뜸 가치를 지탱하는 가치들로는 의리, 기개, 
지조, 청렴(청빈) 등이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유학의 가치를 폄하하여서는 안 되며 옛 것을 익히어 
새것을 아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관점에서 유학의 가치를 오늘에 되살려 미래
세대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17) 『대학』의 내용은 삼강령 팔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령은 모든 이론의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라
는 뜻을 지니며, 명명덕(明明德)·신민［新民·親民］·지어지선(止於至善)이 이에 해당되고, 팔조목은 격
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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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실천윤리와 実行 인성교육 - 바르고 즐거운 삶의 기술로서의 德 -

황경식 (인문대학 철학과 명예교수)

1. 글을 시작하며

  세월호 이야기는 이미 식상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너무나 닮은꼴인 한국호(대한민국)
의 안전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해야 할 듯하다. 세월호 소식에서 도망치는 선장의 처
량한 모습을 보고 마치 나 자신의 분신이라도 되는 듯 죄책감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
한 채 고심하고 있다. 세월호 이후 새로운 사태가 생겨났다기보다 그 사건을 통해 강
조되어야 할 인성교육의 핵심을 각성하는 계기가 주어졌다는 생각이다.
  위험사회의 안전망, 우리를 지켜줄 평형수를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인가. 무엇이 문
제인지 낱낱이 분석하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 우선 우리사회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
게 지켜줄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것은 법규이고 규정이며 가이드라인이고 수칙이다.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인 것은 위험요인이 있는 곳곳에 우리를 지켜줄 매뉴얼이 세팅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고, 또한 매뉴얼이 있어도 상황에 특유한 디테일이 부족하다
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사회가 초위험사회인 것은 매뉴얼이 없거나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실행(實行)할 의지가 없다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인생이란 매사에 있어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 내면화되고 체득(体得)되어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 세월호의 선장은 
그 순간 선장이 해야 할 매뉴얼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체득되어 자기화 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는 가책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질한 것임에 틀림없다.
  『논어(論語)』 서두에서 공자는 성공적인 인생은 매뉴얼을 배우고(學), 그래서 단지 
아는 것(知)에 그치지 않고 반복 훈련(習)해서 습관화와 자기화를 거쳐 실행(行)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비로소 즐거운(悅) 삶이 보장된다고 강조한다. 세월호 선장과 선
원들은 매뉴얼을 단지 알고 있었을 뿐 부단히 연습하여 자기 체내에 습득하지 못한 
나머지 자신의 임무를 파기한 셈이다.
  뇌과학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그것이 기억이 되고 자
기화 된다고 한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위기상황에 당면했을 때 표출되는 것은 그의 
지식이 아니라 체화된 버릇, 습관이라 한다. 아는 것이 오랜 반복적 행위를 통해 우
리의 몸에 익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무의식, 잠재의식에 내장되어 비상
시에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다.
  국회 윤리위원회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대책으로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예산도 지
원할 생각이라 한다.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인성
교육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것은 우리가 알
고 있는 매뉴얼을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내면화, 내재화, 습관화, 자기화, 생활화 하



- 41 -

는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마리의 제비가 난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 지속적인 반복학습, 그것이 바로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성교육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인성교육은 사고교육(思考敎育)으로 시작해서 덕성교육(德性敎育)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매뉴얼을 익히는 반복학습, 그것은 모든 전문직 종사자의 필수 커리큘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위험부담이 큰 선박, 항공기 등의 종사자는 매일 같이 매뉴얼과 관
련된 행위들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점검한다고 한다. 행위는 우리 생각을 시행하고 실
행하는 수행적(performative) 기능도 있지만 그런 행위결과는 다시 피드백 되어 행위
주체의 성품과 성격을 공고히 해주는 형성적(formative) 기능도 있기에 인성교육에서 
행위가 강조되어야 할 이중의 이유가 있다.

2. 문제는 실행(實行)이다.

  한국호의 침몰을 막기 위한 인성교육 처방으로서 필자는 특히 ‘덕(德)’이라는 주제
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조선시대에는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
지하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저 박물관에나 전시됨직한 글자로 그 격이 떨어진 글
자이기는 하다. 하지만 나는 이 글자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
갈 중요한 개념이 되게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같은 프로젝
트가 분명 의미 있는 것임을 이 글에서 입증해 보고자 한다.
  ‘살’과의 전쟁으로 날이 지새는 요즘 트렌드에서 볼 때 ‘덕’이라는 글자가 인기 없
는 이유는 쉽사리 이해가 간다. 젊은 여성에게 “후덕(厚德)하게 생겼다” 하거나 “부잣
집 맏며느리답게 부덕(婦德)스럽다” 하면 좋아할 리 만무하다. 여기서 덕스럽다는 것
은 모두 몸집이 있다는 뜻이다. 즉 몸에 볼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오늘날 모두가 스펙 만들기에 바쁘고 각종 기능을 연마하기에 주력하는 세상이니 
재승박덕(才勝薄德)형의 인재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잔머리 굴리기에 능수이지만 
어딘가 미덥지가 않으니 이 또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항상 잔머리 굴리며 성공과 
출세를 쫓기만 하니 듬직하고 믿을만한 인재가 그립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도 덕의 
의미를 다시 음미해 볼 때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실천하고 행동하며 실행하는 능력이고 그러한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반복학습 즉 ‘습(習)’에 의거해서 덕(德)을 기르는 것이
요. 그러한 덕이 몸에 익혀져 자기화 되는일 즉 체화(体化), 체득(体得)하는 일인 것이
다. 우리가 행동이나 실천 혹은 실행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행동이 두 가
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의 의도나 목적을 현실
에 구현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행동은 수행적 기능이 있다. 또한 행동의 결과는 다시 
피드백 되어 행위자의 성품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형성적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관념론자로서 만족할 수 없으며 실천과 실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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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로소 난관을 돌파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행동은 수행적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같은 행동과 실
행, 실천을 하다보면 행위 주체 자신의 성품이 바뀌거나 다시 형성된다는 점이며 이
것이 바로 행위가 갖는 형성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반복수행을 통해 생긴 
덕(德)의 축적이 바로 이러한 변화의 주요 요소이다.
  동서의 많은 덕윤리 학자들이 습관 내지 습관화의 중요성을 말한 것은 바로 행동이
나 실천의 이 같은 피드백 효과, 즉 성품의 덕성을 강화하는 형성적 기능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공자도 그런 맥락에서 ‘습’을 강조했던 것이며 불
교가 수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능숙하게 하려면 반복학습을 통해 기술(skill)을 습
득해야 한다. 또한 능숙한 행위를 통해서 일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즐거이 그 일을 
수행하고 그래서 그 일에 몰두, 몰입할 수가 있어야 한다. 처음 수영을 배우는 자는 
물이 두렵지만 수영기술을 습득하면 물과 친해지고 나중에는 물에서 즐겁게 노닐게 
된다. 이 같은 즐거운 행위가 쌓여갈 경우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이 아닌가?
  도덕적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이 어려우나 익숙해지면 그 행위를 
즐겨 행할 수가 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위라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바른 행위일 
수밖에 없다. 부도덕한 행위는 일부에게 즐거움이 되고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겠지만 
도덕적인 행위는 모두에게, 아니면 적어도 다수에게 즐거움을 주는 까닭에 도덕적 행
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덕한 행위는 ‘바르고 즐거운 삶의 기술’이라 할만
하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의 대화록에 제시된 그의 입장 중 하나는 “알면 행한다”
는 입론이나 논변이라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제대로 알면 반드시 행
하게 된다는 주지주의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앎, 즉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자가 
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좋은게(the good)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반드시 행한다 하
여 도덕에 있어서 앎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좋은 게 뭔지를 알고서도 나쁜 것을 행하
는 어리석은 자는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나쁜 것을 행하는 자는 좋은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는 철저히 앎과 행위의 통일, 즉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여 아는 것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주지주의적 입장을 
전개함으로써 합리적 도덕(rational morality)의 선구를 이루었다. 그러나 과연 이 같
은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옳은 것인가?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인 플라톤은 스승의 죽음 후 정치가가 될 꿈을 접고 스승의 사
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수십 편의 대화록을 남겼다. 
플라톤보다 조금 후배이긴 하나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궁중 
전의였던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다소 관념론적 성향을 지닌 플라톤과 대조적으로 매우 
경험론적인 성향의 철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일상적 도덕 경험을 관찰하건데 ‘알면 행한다’는 소크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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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입론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상의 도덕생활에서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주 당면하지 않는가. 옳은 것이 무엇인
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에 옮길 의지가 나약하거나 감정이 내키지 않아, 
혹은 자제심의 부족으로 다른 유혹에 빠져 그 행위를 놓치는, 그야말로 도덕적 실패
에 봉착하는 일이 흔하지 않는가. 이 같은 실패를 범하고는 후회하고 반성하며 심지
어 회한에 잠기곤 하지 않는가.
  이처럼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도덕적 실패(moral failure)는 우리가 흔히 자제심의 
결여로 인한 것이라고도 하고 의지의 나약, 감정의 부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일은 어째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돌이켜 보면 좋은 것이나 옳은 것을 행하기가 어
려운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사실을 알기조차도 어렵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는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도덕적 실패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 처방을 탐구해볼 필요를 느
끼게 되는 것이다.

3. 도덕적 실패의 원인과 극복

  소크라테스가 알면 행한다고 하여 아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합리적 도덕
관을 제시한 것은 서양 윤리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방향설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소
크라테스만이 아니라 동서의 대부분의 철학이나 종교는 대체로 아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다. 불교 또한 무지, 즉 무명(無明)을 모든 악업
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무명을 떨치고 깨달음(覺)을 얻는 것이 선업의 출발이라 생각
한다. 고려시대 지눌이 강조한 돈오점수론(頓悟漸修論) 역시 깨달음의 중요성에 주목
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오랜 수행의 공덕이 필요하
기는 하나 제대로 깨달은 다음의 수행은 깨닫기 이전의 수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효과적이다.
  이 같이 아는 것, 지식, 지혜의 우선적 중요성은 불교뿐 아니라 유학의 격물치지(格
物致知) 사상 등에서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사태를 면밀히 관찰(格物)하여 아는 것
을 지극하게 한(致知) 연후에야 뜻을 성실히 하고(誠意) 마음을 바르게(正心)할 수 있
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수기치인(修己治人), 내
성외왕(內聖外王)의 가르침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인지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도 단지 추상적인 일반원칙만 알 뿐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
되었을 경우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디테일을 모르는 원론적 지식만으
로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좋은 것이 뭔지를 대충 알고 있을 뿐 그것을 
여실하게 모를 경우에도 제대로 안다고 하기 어렵다. 좋은 게 뭔지를 생생하게 체감
적으로 모를 경우 진정 왜 좋은 것인지를 제대로 모른다 할 수 있다. 손수 경험을 통
해 체험적으로 얻은 지식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또한 단지 이론적으로만 아는 원론적 지식만을 가질 뿐(know that, know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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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줄 아는 실천적 지식(know how), 즉 지혜를 갖지 못할 경우도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다. 수영에 대해 열권의 책을 읽었어도 실제로 수영하는 기술을 몸에 익히지 
못하고 있다면 수영을 안다고 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안다고 하는 경우가 여러 가
지지만 실상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 쉽사리 가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좋은 게 무엇이고 옳은 게 뭔지를 알고 있기는 하나 그것을 행할 실천적 의
지나 실행할 뜻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알고 있기는 하나 의지의 나약이나 자제심의 
결여로 인해 실행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 요구되는 것은 마치 강철을 만들기 
위해 무쇠를 달구듯 의지의 단련과 연마를 통한 의지의 강화(strengthening will)나 
유혹을 돌파하기 위한 도덕적 용기(moral courage)를 기르는 일이 급선무라 할 것이
다.
  또한 옳은 행위를 의무적으로 억지로 행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자발적으로 기
꺼이 행할 수 있는 마음이나 감정이 없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실천이
나 실행에서 오는 쾌감, 즐거움을 맛보려면 그러한 고귀한 도덕적 행위에 대해 맛들
이고 익숙해지는 감정의 순화, 감정(emotion)의 조율이 요구된다. 온당한 행위, 고귀
한 가치에 맛들이고 길들여져 그런 행위에 친숙하고 습관화, 내면화, 내재화, 자기화 
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도덕적 실패를 최소화 하고 도덕적 행위를 즐겨, 기꺼이 
하는 방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도덕적으로 바른 것,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사용되는 개념의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하
는 것은 물론 도덕적 추론이나 논변이 타당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사실적 지식도 참
이어야 한다는 선결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의지의 단련, 연마를 통한 의지의 강화가 요구된다. 옳은 일을 주저하지 않
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복학습에 의해 내
공을 기르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부동심(不動心)과 마음의 일관성을 지키는 항심(恒
心)을 길러야 할 것이다. 맹자의 이른바 호연지기(浩然之氣), 즉 모든 난관을 무릅쓰
고 옳은 것을 당당히 초지일관 실행하는 도덕적 용기와 기상을 길러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려서부터 좋은 것, 옳은 것, 고귀한 것에 맛을 들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
는 정서교육이 필요하며 정서적 순화와 더불어 옳은 것의 실행을 기꺼이 수용하는 감
정의 조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의 순화를 위한 미술, 음악 등 각
종의 정서교육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를 뿐 아니라 그 자체
로서 즐거운 삶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덕윤리에 바탕을 둔 인성교육은 인지적 각성-의지의 강화-감정의 조율을 구비
한 지정의(知情意) 3원적 기능의 통합적 프로젝트이다. 이는 도덕적 사고교육에서 시
작하여 의지를 단련, 연마하고 감정을 순화, 조율하는 덕성교육을 통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4. 공부의 방법과 습관의 중요성



- 45 -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실천적 지혜와 관련된 공부의 방법을 요약적으로 해명
한 사람은 동양에 있어서는 공자라 할 수 있다. 공자의 행적과 어록을 정리한 책은 4
서3경 가운데 『논어(論語)』이다. 『논어』에 따르면 올바른 공부의 방법은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 즉 ‘학(學, learning)’과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것 즉 ‘사(思, thinking)’로 이루어지며 이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공부의 
두 수레바퀴라 할 수 있다.
  공자에 따르면 ‘남의 지식을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번잡스럽고
(岡), 혼자 생각만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殆)’고 했다. 백과사전이나 만물박사와 
같이 잡다한 지식을 주체적으로 하나로 꿰지 못하면 잡학이 될 뿐이고 혼자서 골똘히 
생각만 하면 유아독존이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 공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을 
생각만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단지 이론적 지식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지혜가 되려면 ‘學’과 ‘思’에 더하
여 아는 것을 반복해서 행하는 연습(練習)을 통해 습관화(habituation)하고 그럼으로
써 아는 것이 내면화, 내재화, 자기화, 생활화 되고 습득(習得)되며 몸속에 체화(体化)
되어 자신의 몸에 익숙해지는, 즉 체득(体得)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같이 아는 것이 체득되어 자기화 되고 그래서 익숙해지고 맛들이게 되면 
행하는 것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겨 행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
하다. 수영을 배울 때 처음에는 물이 싫고 두렵지만 수영의 기술이 몸에 익으면 물에
서 유영하는 것이 즐거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한 궁사가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 바
람의 속도와 방향을 익히게 되면 드디어 그 같은 환경적 변수들을 극복하고 과녁에 
적중하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논어』의 서두에서 공자님은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是習之 不亦說呼)”라 했던 것이다. 우선 배우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하
나를 배우게 되면 까막눈이 열리게 되어 하나의 세계가 새롭게 나타난다. 새로운 언
어를 하나 습득하게 되면 진정 새로운 하나의 세상,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 나아가 
배운 것을 그대로 두면 남의 지식과 다름없지만 그것을 익혀 자기화하면 그 또한 즐
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우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것을 익혀 나의 것이 되면 그 역시 즐거운 일이다. 
반복적 행위는 오랜 시간을 요구하며 그래서 결국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결국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체화, 체득이라는 말이 이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는 결국 지식과 내가 일체가 되고 동일화(identification)됨을 의미한다.

5. 삶의 기술로서의 덕과 수양

  습관화를 통해 몸에 밴 지속적 행위성향(stable tendency)이 바로 바르고 즐거운 
삶의 기술로서의 덕(德, virtue)이다. 덕은 무의식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습득된 습벽이 
아니라 배우고 생각하며 익힌 도덕적 기술이요 행복의 기술이다. 덕은 도덕적 실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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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할 수 있는 도덕적 기술이요, 도덕적 행위를 의무적으로 혹은 억지로 수행하
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수행하는 행복의 기술이다. 이런 의미에서 덕은 ‘바르고 즐거
운 인생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즐거운 삶의 기반이 되는 기술일 뿐만 아니
라 조금씩 서로 양보함으로써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도덕적 기술이다.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잘 만들기 위해서 구두 짓는 기술을 익혀야 
하고, 피리를 불고 또한 그것을 잘 불기 위해서는 피리 부는 기술을 익혀야 하듯 성
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바르고 즐거운 삶의 기술, 즉 도덕적 기술과 행복의 기
술을 익혀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술을 함께하는, ‘바르고 즐거운 삶의 기술’이 바로 
덕이라는 기술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자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
만 못하다(知之者 不如好之者 好之者 不如樂之者)”고 했다. 단지 아는 것보다 좋아하
는 것이 낫지만 좋아한다는 것은 아직 좋아하는 주체와 대상이 따로 떨어져 있는 상
태이며, 즐기는 것은 주객이 혼연일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습관의 다발(꾸러미)이다. 사실상 각자의 개성도 각자에게 독특한 습관의 조
합이요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학에서도 인간은 ‘본성에 있어서 유사하지만 
습관에 의해 차별화된다’고 말한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
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는 속언에서 전후 연결고리는 습관이며 습관
이 성격과 운명을 좌우한다고 본다.
  불교에서도 습관은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교에서는 습관을 
습기(習氣)라 부른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해도 해묵은 습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한 바르게 살기는 어렵다. 돼지고기를 훈제할 때 연기가 고기 속에 새록새록 스며들
어 맛을 내듯 서서히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여 훈습(薰習)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우
리에게 깃든 악습을 선습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론적 깨달음만으로는 삶을 변화시키
는 데 무용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습관은 무서운 힘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도(道)를 닦고 덕(德)을 쌓아야 한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지정의(知情意), 세 가지 기능의 통합적 프로젝트이다. 지적인 각성, 
의지의 강화, 감정의 조율이 통합적으로 수행되면 그 결과 도덕적 내공과 도덕적 용
기가 축적되는바 덕이 쌓인다 할 수 있다. 도를 닦는 방법은 굳이 속세를 떠나 명산
대첩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다.
  절실한 기도, 마음을 비우는 명상, 피정과 참선 등도 모두 도를 닦는 방법들이다. 
정신집중에 의한 고전읽기, 종교적 경전을 외는 독경 등 모두가 도를 닦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유도, 태권도, 검도, 궁도 등 운동을 통한 닦기이다. 운동은 
단지 육체적 기술을 익히는(技)일이 아니라 마음을 일깨우는(道) 일이기 때문이다. 운
동은 심신의 수련을 동시에 행하는 것인 까닭에 지속적인 운동이상으로 도 닦기에 좋
은 방도는 없다. 혹자는 마라톤이 참선보다 나은 수행법이라 하기도 한다.

6. 중용과 행복한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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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얻어진 덕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그것이 동서를 막론하고 중용
(中庸, golden mean)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덕한 행위와 
부덕한 행위를 가려줄 명시적 잣대가 바로 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용은 산술
적 중간이 아니라 가치론적 정점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행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용기는 만용과 비겁의 중용이지만 전시상황에서 용맹전진만이 중용은 아니며 때
로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중용일 수 있다.
  중용은 자주 궁도와 궁술에 비유된다. 궁도에서 화살이 목표에 꽂히는 것을 적중
(hit the mean, 的中)이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궁사의 오랜 수련이 요구되며, 수련
을 통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中心)이 잡혀야 한다. 그래서 중심이 빗나갔을 
때(missing) 궁사는 바람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마음의 중심, 즉 덕이 
쌓여 도덕적 내공이 축적되면 각종 유혹, 상황의 변수나 바람의 간섭에도 흔들리지 
않고 도덕적 최선인 중용에 적중하는 저력이 생긴다.
  덕은 도덕적 실패를 줄이는 도덕적 기술인 동시에 즐거운 인생을 성취하는 행복의 
기술이기도 하다. 도덕생활이 행복을 동반하지 않고 단지 자기희생일 뿐이라면 도덕
생활의 매력은 반감될 것이다. 덕은 도덕의 기술인 동시에 행복도 보장하는 기술인 
까닭에 유덕한 삶의 가치는 배가된다.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돈을 버는 것은 잘 먹고 잘살기 위함이지만 잘 먹고 
잘사는 일 즉,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는 물을 수도 답할 수도 없는 것이다. 행복
은 그 자체가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행복은 더 이상 이유를 물을 수 없는 
최종 목적이다. 그러나 행복(well-being)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은 어렵고 단지 우리
는 행복의 조건, 즉 복지(well-fare)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을 뿐이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질적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궁핍한 생활은 
불편하고 또한 불행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동서를 막론하고 덕윤리학자들은 
단지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사는 일상적 행복을 넘어 깊고도 지속적인 보다 고차적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Well-Being(진정으로 잘 사는 것), Eudaimonia(거룩
하게 잘 사는 것) 또는 Blessedness(축복, 지복, 진복)이라 생각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 물질적 조건이 어느 정도 구족(유족)하면 그 이상 조건이 더 
향상된다 해서 행복지수가 상향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질적 조건, 즉 유족함은 우리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바 상당한 정도 운(運)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그것은 운이고 
복(福)의 요소라 할 수 있다.
  유족함과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서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복의 
역설이라 한다. 인간의 행복에는 유족함을 넘어 유덕함(virtuous)이라는 정신적이고 
영적인(spiritual) 요소가 요청되며 이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 점에서 인간은 
동물적 차원을 넘어서고 그래서 인간답게 된다. 
  물질적 조건이 충족되고 정신적 덕성을 구비한다면 즉 유족하고 유덕하다면 최고의 
행복이 성취된 축복, 지복, 진복이다. 유족하지만 정신적으로 빈곤한 나머지 부덕하다
면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나 덧없고 공허한 삶이라 할 것이다. 부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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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빈한하다면 처절한 불행, 즉 비참한 삶을 산다고 하겠으나 유덕한 자가 빈한하면 
불편한 일상적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청빈을 긍지로 생각했던 동양에서는 “가난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감수하
면서 진리추구에 몰두하고 즐겨라(安貧樂道)”는 선비정신을 강조한다. 그야말로 물질
을 극복하는 지고의 정신적 세계의 우위를 내세운다. 이 경지에서는 “무항산(無恒産)
이면 무항심(無恒心)”의 경지를 넘어 “무항산이라도 무항심”인 군자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
  결국 인간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지향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기에 즐거운 인생은 
인간이 지향하는 지상의 목표이다. 그러나 나의 즐거움이 너의 즐거움과 양립 가능해
야 하고 우리 모두의 즐거운 인생이 화합해야 하니 그 길은 도덕적으로 바른 길이어
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기술인 동시에 행복의 기술인 덕’의 윤리에 각
별한 매력과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닐까.

7. 實行을 강조한 茶山의 實踐哲學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제시해온 實行의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茶山의 입장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다산은 조선말의 피폐한 민생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관념과 이설에 
치우친 선대의 유학 전통을 비판하고 실용과 실행 위주의 실천유학 즉 實學을 강조했
다. 그가 집필한 일표이서에서는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을 중시했다면 방대한 경학주해
의 요체는 實踐과 實行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다산은 仁義禮智와 관련된 四端七情論
에 대해 측은, 수오, 사양, 시비지심은 端緖 즉 실마리가 아니라, 端初 즉 시초나 시
작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타고난 사단은 그로부터 저절로 사덕으로 발전해가는 
실마리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 다지고 굳히며 완성해가는 시초나 시작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의예지 4덕은 사태와 관련된 행동이나 실행이 있은 연후에 완
성되는 것(成於行事之後) 이라 강조하고 있다. 행동화하기 이전의 본성이나 마음뿐인 
사단만으로는 아무런 도덕적 성과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산은 자신의 실천철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命과 道로 인해서 性
이라는 이름이 성립하고 나와 남(己와 人)이 있음으로 인해서 行이라는 이름이 성립
하며 性과 行이 있음으로 해서 德이라는 이름이 성립한다’고 했다. 다산에 따르면 비
록 善性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또한 마음속의 善은 그냥두면 섬광
처럼 덧없이 사라질 수 있다하여 그것을 행동을 통해 현실에 붙들어 둘 필요가 있다
고 했다. 또한 행동은 나와 타인 즉 인간 상호간을 엮어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
으로서 행동을 통해 표현되지 않는 타인의 마음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다산은 이같은 행동의 일관성, 지속성을 위해 행동화의 역량을 다져야하
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적 행동(習)을 통해 행동의 기술이자 내공(內功)으로서 덕(德)
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實行을 강조하는 다산의 실천철학은 결국 한 번의 행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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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가 아니라 여러 번의 반복행동을 통해 지속적인 행동역량으로서 덕성이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덕행(德行)의 보장을 겨냥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다산은 단지 아는 것
에 그치지 않고 또한 단지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知行合一, 言行一致를 통해 행동
화, 현실화하고 그럼으로써 현실을 바꾸고 개선하며 개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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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경제사회 지각변동과 민주시민 인성교육

최종태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1. 현상과 인식, 그리고 전략적 선택

  오늘날 우리사회는 심각한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디지털화, 세계화는 전통적 집합주의 사회를 와해시키면서 “개인화 사회와 창
의 사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한편 구성원들로 하여금 개인화 사회의 역기능인 
눈앞의 자기 이익과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토록 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 창의사회
의 역기능인 양극화, 그리고 저질의 정보와 사이버세계 속에서 심각한 혼란의 ‘아노미 
구조사태’에 직면토록 하였다.
  때문에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으로 인하여 진통을 
겪고 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국민과 국가를 존중하지 않으며, 양보와 희생을 
외면하고, 상생과 고통분담을 거부하는 투쟁적 정치와 사회관계로 국가 발전의 심각
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개인화와 양극화로 인한 오늘날 우리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인성교육전개 방향 모색의 
노력이 필요하다. 환언하면 급격한 사회변동과 더불어 창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사회
의 갈등현상을 직시하면서, 사회적 결속의 새로운 질서 모색을 위한 새로운 인성교육
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바 있듯이, 우리는 그 사물에게로 다가가서 그 사물의 본
질을 추상(抽象)하여, 그 사물의 “개념(槪念)”을 얻어 낸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물(事物)에게로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事實)로 다가가서 그로부
터 개념을 얻어내어야 한다. 이러한 계념으로부터 지식(知識)을 얻어내고 이를 실천토
록 노력해야 한다. 인성교육의 전개에 즈음하여서도, 사실에 다가가야 한다. 현실에 
다가가야 한다. 개인화와 양극화로 인한 오늘날 우리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현상의 
인식 속에서, 개인화와 창의사회에 대응한 사회적 결속의 새로운 질서 모색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여기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민주시민인성교육’을 
그의 전략적 실천의 선택으로 삼고자 한다.

2. 경제 성장과 인재강국, 대한민국

 1) 경이적인 성장 발전 과 인재강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놀라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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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1959년 1인당 국민소득이 55달
러(GNI)였던 한국경제는 이제 2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후진국으로서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같은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오늘날 에티오피아나 파키스탄 등 최빈곤 국가로 지목받고 있는 나라들도 1970년
대 초까지만 해도 이들이 우리나라 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여왔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우리의 이웃인 동남아 여러 나라들, 이를테면 필리핀, 태국, 인
도네시아, 미얀마 등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우리보다 잘 살았다. 더욱이 
북한도 1972년 이전까지만 해도 GNP가 우리보다 앞서고 있었다.
  그러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 산업 국가들이 수백 년 이상 걸려서 해
낸 일을 불과 지난 40여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한 경쟁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짧은 기간 내에 경이적인 성장발전을 이룩한 근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물론 
한국 경제사회의 급성장은 근로자의 땀, 과학 기술자의 고심(苦心), 기업 경영인의 선
택, 국가 지도자의 결단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성취 사회를 이룩한 대한민국 이면에는 우리의 인적자원, 즉 인재강국 대한민국의 
DNA를 빼놓을 수 없다.

 2) 성장동력과 자산적 인적자원
  인적자원은 경제적으로 항상 자산인 동시에 부채로 등장한다. 기업이나 국가가 유
능한 자을 확보하고 있을 때는 그 사회의 자산이 되겠지만, 무능한 구성원을 안고 있
을 때는 부채가 된다. 인적자원이 자산화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기술의 결합, 노동과 
기술의 결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우리는 직무상 전문적 능력과 성취의욕을 갖
춘 자를 자산적인 인적자원이라고 한다. 전문적 능력은 기능과 지식으로 구성되며, 이
는 손끝의 기술과 머릿속의 기술을 의미 한다. 성취의욕은 태도인 바, 이는 곧 마음
속의 기술을 말한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자산화는 곧 인간과 기술의 만남을 의미하고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인적자원을 자산, 부채, 악성부채 등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우리는 기업의 구성원을 다음 2대 기준에 입각하여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평가한다
면, 다음 <그림 2>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변할 수 있다. 즉, 인적자원 평가의 
기준으로 직무상 전문적 능력과 성취태도를 갖추고 업적을 낼 수 있는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에 따라 ‘낙후형’, ‘문제형’, ‘성실형’, ‘발전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Ⅳ형인 낙후형(dead wood)은 직무상 능력인 전문적 지식과 기능이 없고, 직
무상 태도인 성취자세인 의욕도 없어서 업적도 못내는 조직의 부채적 존재이다.
  둘째, Ⅲ형인 문제형(problem employee)은 전문적 능력은 갖고 있으나 성취태도
가 결여되어서 업적을 못내는 부채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이 그룹은 기회가 주어지면 
또 동기유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업적을 낼 수 있는 집단이다.
  셋째, Ⅱ형인 성실형(work horse)은 비록 직무상 전문능력은 부족하나 조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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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충성심과 더불어 성취의욕을 갖고 우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써 바람직한 업적
을 도출시키는 조직의 자산적 존재이다.
  넷째, Ⅰ형인 모범형(star)은 직무상 전문능력도 갖추고 동시에 성취의욕과 충성심
도 갖춘 자로서 현재도 성과를 도출시키고, 또 미래에도 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출시킬 
수 있는 자산적인 그룹으로서 조직 및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다.

인사관리의 전개방향

낙후형

성실형 스타형

문제형

의
욕(

태
도)

많
음

적
음

적음 많음

II 형 I 형

IV 형 III 형

능력(지식, 기능)

성과

17

  따라서 조직으로 보아서는 Ⅰ형, Ⅱ형은 자산적 존재이고, Ⅲ형, Ⅳ형은 부채적 존
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부채적 존재인 Ⅲ형, Ⅳ형 중에서도 Ⅳ형은 악성부채
적 존재로 볼 수 있다.
  효율적인 경쟁적 내부노동시장이 개발되지 않으면 능력과 의욕이 없는 ‘낙후형’이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소위 혈연주의(nepotism) 또는 지연주의(localism)에 의하여 
조직의 헤게모니(hegemony)와 파워(power)를 쥐고 조직의 핵심적인 직책을 차지하
게 된다. 그렇게 되면 조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발전형’은 그 조직을 떠나게 되고, 
조직이 필요로 하지 않는 ‘낙후형’은 조직에 남게 된다. 즉, 나가야 할 사람은 안 나
가고 있어야 할 사람은 나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조직의 악성부채적 구
성원이 자산적인 구성원을 몰아내는 인적자언의 그레샴(Gresham)의 법칙이 야기된
다. 이렇게 되면 그 조직과 기업은 아무리 좋은 기계시설과 풍부한 자본을 가졌다 하
더라도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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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사회 지각변동과 새 질서의 모색

  비록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가 놀랄만한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
지만, 정치 경제 기술적 격변기와 더불어 오늘날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
고 있다. 즉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디지털화 세계화는 전통적 집합주의 사회
를 와해시키면서 개인화, 양극화, 그리고 창의사회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
여 우리사회는 이념주의와 집단이기주의 더불어 ‘아노미 구조사태’에서 창의사회를 직
면하게 되었다. 때문에 정치, 경제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으로 인재강국의 대한민국
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결속을 위한 새로운 질
서의 모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1) 경제사회 지각변동과 새로운 사태 
  (1) 새로운 사태 제1막 :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개인화 사회
  오늘날 우리사회의 새로운 사태의 제1막으로 ‘개인화’ 사태를 손꼽을 수 있다. 산업
화와 도시화는 개인화 맥락의 사회를 도출하였다. 즉 산업화, 도시화는 분업화를 가속
시키면서, 전통적 집합주의 사회를 와해시키고 개인주의 사회를 가속화 시켰다. 산업
화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농촌 공동체를 와해시키면서 지속적으로 개인주의화
를 심화시켰다. 이에 개인주의화 사회에 부합될 수 있는 사회적 질서와 사회적 연대
가 절실히 요청된다.
  뒤르케임(Durkheim, E)이나 메이요(Mayo, E.) 등이 지적한바 같이, 산업사회 전개
는 전통적 집합주의가치와 문화를 와해시킨다. 산업화, 도시화는 가족 및 기타의 일차 
집단을 약화시켰고, 이와 동시에 전통적인 사회적 결속이 와해되어, 개인들은 원자화 
내지 파편화되는 무규범적 상태에서 무질서와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사회의 질
서가 전통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옛 질서에서 새로운 질
서로의 변동이 가져온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포괄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새로운 사태 제2막 : 디지털화, 세계화, 그리고 창의사회
  우리사회 새로운 사태의 제2막으로 ‘양극화’ 사태를 손꼽을 수 있다. 경제 기술적 
측면의 디지털화와 세계화는 양극화를 급속도로 야기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디지털화는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 개방화를 촉진토록 하여, 양극화 사태를 야기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디지털 혁명은 또한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디지털 디바이드
(digital divide) 현상이 일어나면서 세계화와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급속도
로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또한 고용 없는 저성장의 실업화 사태를 함께 나타내고 있
다. 실업으로 인한 노동기회 상실은 양극화와를 더욱더 심화시켜 심각한 경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실로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국가적과제로 등장
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선 일시적 해열제 처방에서 벗어나, 본질적 해결책 모색을 위



- 54 -

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디지털화와 세계화는 한편 양극화도 도출하지만, 또 다른 한편, 창의사회 
도출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경제기술사회의 지각변동이 단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
한 산업사회의 단속적 지각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세
계화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디지털화를 손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혁명은 
기술사회와 지식사회의 지각변동을 일으켜 창의기반 시대로 옮겨 가도록 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의 새로운 기술은 인간에 내재화되어 있던 사유와 지각기능의 외부화하
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융합 과 호완을 비생명적 물리적 공간속에서 현실화시킴으
로써 두 가지 상반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하나는 사유와 감각의 호환기술을 통하여 사유내용의 감각화를 절대적으로 수행함
으로써 사유에 대한 감각의 우세를 도출케 하고 이성적 사유의 삶을 회피하는 경향을 
초래케 하였다 이는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일이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저질의 정보와 스팸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
여 소위 디지털 저능아 내지 문제아를 도출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물의 본질을 생
각토록 하여 올바른 길을 찾는 사유의 빈곤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과 세
계화로 인한 산업사회의 지각변동에 따른 위기관리는 창의경영의 새로운 사회 질서를 
절실히 요구한다.

 2) 사회적 결합의 새 질서모색
  개인화와 창의사회 사태에 직면하여, 사회적 결합을 위한 노력에는 그에 부합할 수 
있는 새 질서가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적 결속을 위해선 전통사회에서 지녀온 
집합적 기계적 연대와 질서는 오늘날과 같은 개인화 맥락의 현대사회, 그리고 창의사
회 에서는 그 한계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화와 창의사회에서는 기계적 연대가 
아닌 유기적 연대에 의한 결속과 그에 따른 질서가 요청된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질서가 전통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질서의 본질을 항상 
직시하면서 옛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의 변동이 가져온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이미 개인화 맥락의 갈등사회로 바뀌
었다. 이와 같이 사회는 바뀌어 가는데, 산업화·도시화 사회에 어울리는 공동체적 규
범이 미처 확립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규범해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산업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노사 분쟁이고, 사회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회
적 불안이며, 정치 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정당 내외 계파간의 갈등과 분쟁이며, 
또  자살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세계 1위의 아노미적 자살행위이다.
  실로 뒤르케임이 지적한바 있는, 전통사회에서 사회적 결속을 위하여 지녀온 기계
적 연대와 질서는 오늘날 개인화된 한국사회에서도 그 한계를 면치 못한다. 환언하면 
산업화된 한국사회도 집합사회의 기계적 연대가 아닌, 개인화사회의 유기적 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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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결속과 그에 따른 새 질서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그러면, 개인화 사회구조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정당한 사회질서와 그에 따른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우리보다 앞선 서구선진 산업사회들은 19세기를 접
어들면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야기된 개인주의적 사회 환경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사회연대의 새 질서를 확립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인간권리의 신성함과 개인의 
자유를 둘 다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민주 시민사회에 요청되는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를 확립함으로서, 개인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결속시킬 수 있는 유기적 사회연대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유기적 사회연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더 자율적이면서 동시에 사
회에 더 의존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어떻게 개인이 더 개인적
이면서 동시에 서로 더 많은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이 
두 움직임은 겉으로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평행선을 그으면서 서로를 추
구한다. 이 명백한 이율배반을 해결한 것은 항상 더 증가하는 산업사회의 분업과 그
에 따른 상호 의존적 개인화에서 비롯한 사회적 연대의 변화((Durkheim, É.)이며, 이
는 기계적 사회연대에서 유기적사회연대로의 변화 추구이다. 즉 상호의존적인 사회질
서에 따른 유기적 사회연대로의 변화 추구로 볼 수 있는 바이다

  (1) 개인화 사회와 선택적 의지
  개인화 사회에서는 사회적 결합에 있어서 선택적 의지가 주도적으로 작용한다. 인
간이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최초로 지적한 것은 페르디난트 퇴
니스가(Ferdinand Tönnis) 1887년에 출간한 사회학의 위대한 고전 가운데 하나인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공동사회와 이익사
회)이다. 퇴니스는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Gesellschaft)를 설명함에 즈음
하여 인간의 의지를 본질의지(Wesenwille)와 선택의지(Kürwille)로 구분한다(Lichtbau, 
K. 2012).
  본질의지(本質意志)란, 선택의지와 상대되는 것으로서 사고작용 보다 인간 상호간의 
정을 바탕으로 한 감성작용이 지배적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공감·습관·애정 등으로 
인한 자연적으로 결합된 집단으로 나타난다. 또 그 사회적 형태는 전통이나 관습, 종
교 등으로 사회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가족, 부족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본질의
지에 따른 사람들의 결합관계는 감정적이고, 또 매우 긴밀한 성질을 가진다. 퇴니스는 
본질의지에 입각한 사람들의 목적적·전인격적(全人格的) 결합체를 공동사회(共同社會)
인 게만샤프트(Gemeinschaft)라고 한다. 감정의 대립이나 증오와 같은 분리적 요소를 
가지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이 항상 결합해 있는 사회를 게마인샤프트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다.
  선택의지(選擇意志)란 본질의지와는 다르게 감성작용보다 사고작용이 지배적인 것으
로, 구체적으로는 사료, 타산 등으로 나타난다. 또 사회적 형태는 협약·정치·여론 등으로 
결합이 이루어지고 회사, 정당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선택의지에 따른 사람들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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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관계는, 이해와 관심이 일치하는 데가 있고 등가의 교환이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성립
한다. 즉 선택의지란 개인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적, 부분적, 공리적으로 
결합하는 사회적 관계이며 흡사 상인의 상거래에서 보는 교환이나 매매, 계약이나 규칙의 
관계에 비유된다. 여러 가지 결합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관계라 할 수 
있다. 퇴니스는 선택적 의지에 의하여 결합된 사회를 이익사회(利益社會)인 게셀샤프트 
(Gesellschaft)라고 하였다(Tönnies, F., 2005; 퇴니스 저: 황성모 역, 1978).
  드러커(Drucker, P. F.)가 지적한바 있듯이, 퇴니스가(F. Tönnis)가 제시한 본질적 
의지에 의한 공동사회의 사회적 연대는 현대사회에서는 기대 할 수 없다. 이를 테면, 
드러커는 그의 저서 ‘미래사회(Next Society)’에서 “퇴니스가 100여년 전 여전히 유
지되기를 바랐던 그 공동체-전통적 농촌 사회의 유기적 사회연대는 사라지고 말았다
고 하였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졌다고 하였다. 우리는 사회적 실체를 
전통사회 본질적의지 중심의 사회적 결합을 ‘사회적 결속’, 그리고 현대사회 선택적 
의지 중심의 사회적 결합을 ‘사회적 연대’ 형태로 구분하여, 사회적 결합을 본질적 의
지에 의한 사회적 결속 사회에서 선택적 의지에 의한 사회적 연대 사회로 이행하는 
현대적 의미로 해석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적 결합의 과제는 선택적 의지에 의한 민주시민사회의 도시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그 무엇이다. 전통적·역사적 
공동체와는 달리 도시 공동체는 흥미와 이해관계를 존중하여 자유롭고 자원봉사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시 공동체는 또한 도시 속의 개인과 집단의 이해에 대한 성취
감을 느낄 기회와 공헌할 기회, 그리고 공동선의 보람을 가질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창의사회와 융복합적 의지
  창의사회에서는 융복합적 의지의 실현이 대단히 중요하다. 실로, 현대사회에서는 본
질적 의지로만 형성되는 전통적 농촌사회의 사회적 결속의 기계적 공동체를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창의사회에서는 개인화 사회의 이해타산적인 선택적 의지를 기반으
로 하면서도, 감성적 공감대를 함께 하는 융복합의 유기적 의지를 절대적으로 요청한
다.
  창의는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 사람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목표는 ‘능력과 
발전성을 가진 개성’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즉 ‘자유와 분위기의 다양
성’이 필요하다. 이 조건이 서로 결합됨으로써 ‘개성의 활력과 풍부한 다양성’이 생기
며, 그리고 이것, 즉 개성의 활력과 풍부한 다양성이 서로 결합되어 ‘독창성
(originality)’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창의는 개인의 자유와 독창성을 기반으로 하지
만, 또한 융복합 결합의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완성한다. 창의는 개인의 머리에서 시
작되기도 하지만 팀워크의 협력을 통하여 완성된다. 팀워크는 이해관계에서 시작되기
도 하지만 유기적 연대의 공동체를 통하여 완성된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의 창의를 
위한 융복합은 유기적 의지를 기반으로 한 창의공동체를 구축한다. 때문에 디지털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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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융복합 기술과 문화를 도출시켰고, 동시에 기존아이디와 기술을 결합하여 유용
한 관점으로 개발하는 사고의 독창성과 정교성, 그리고 융통성을 통한 창조적인 융복
합적 의지를 절실히 요구 한다

4. 새 질서 사회원리와 지주

 1) 새 질서의 사회원리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여, 즉 개인화와 창의화 사회를 맞이하여 유기적 사회결합을 
위해선 새 질서의 사회 원리가 요구된다. 우선 현대사회의 사회분화와 통합현상에 대
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대산업사회는 노동과 직능의 기능적 분화와 ‘이질성’에 
기초한 ‘유기적 연대’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현대사회가 ‘동질성’에 기초한 그 이전
의 전통적인 농업사회와 어떻게 서로 다른 조직원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환언하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유기적 사회연대를 위한 사회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화 사회와 창의사회 맥락 하의 사회적 결합을 위한 민주시민 사회원리는 개인
의 자율성에 따른 역동적인 변화에 도덕적 개인주의에 따른 법치와 질서를 실현시키
는데 초점을 두고, 다음의 자기책임성, 연대성, 그리고 보조성 등 세 가지 원리를 축
으로 한다. 이는 도덕적 개인주의사회와 창의사회 실현을 목표로, 갈등을 극복하고 유
기적 사회연대를 위한 사회원리로 제시된다. 이들 중 자기책임성의 원리는 개인의 인
격과 자율성, 그리고 자발성, 즉 개인성과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
는 미래를 설계하는 능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연대성의 원리는 공
동선과 자율성의 공동체, 그리고 사회성의 성격에 초점을 둔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보조성의 원리는 공동선과 더불어 사회적 공정성과 지원성에 초점을 두고 사
회와 국가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능동과 방어적인 성격의 모두를 지닌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1) 자기책임성의 원리
  유기적 사회연대를 위한 첫째원리로서 ‘자기책임성의 원리(das Prinzip der 
Selbstverantwortikeit)’를 손꼽을 수 있다. 이 원리는 개인화 맥락의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결합을 위하여 제기되는 사회원리 중 가장 기본원리가 되겠다. 이는 인간존엄
의 인격존중 원리로서 개개인의 인격 존엄성과 그 권리의 신성함, 그리고 개인의 자
유를 보편적 가치로서 사회관계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다른 나머지 원리, 이를테면 연대성원리나 보충성의 원리 보다 
우선 한다.
  ‘자기책임성의 원리’는 또한 개인의 원리(das Personprinzip), 인격의 원리(das 
Persönenlichkeitsprinzip)라고도 한다.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인격이란 자기통제능
력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격과 인간존중성에는 자기책임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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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자기책임성의 원리’는 개인성의 원리, 인격존중성의 원리, 그리고 자생의 원
리와 함께 자유와 희망의 원리로 표출대기도 한다.

  (2) 연대성의 원리
  유기적 사회연대를 위한 둘째 원리로서 ‘연대성의 원리(das Prinzip der Solidarität)’
를 손꼽을 수 있다. 이 원리는 앞에서 언급한 ‘자기책임성의 원리’를 동반한다. 즉 자
기 책임성의 원리 속에는 고유의 인격을 지닌 타인에 대한 인격존중과 더불어 공동체 
형성을 책무로 하는 ‘연대성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고유의 인
격은 인간 공동체 속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타인의 인격과 연대하여 바람직한 공동선을 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할 자기 책무가 
있는 것이다.
  ‘연대성의 원리’는 상호 인격존중과 공동선, 그리고 이를 위한 법과 질서를 존중하
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실로, 연대성은 분업화와 더불어 현대 개인화사회의 공동
선의 공동체적 상호작용 기반구축을 위해서 요청된다.

  (3) 보조성의 원리
  유기적 사회연대를 위한 셋째 원리로서 ‘보조성원리(das Prinzip der Subsidarität)’
의 원리를 손꼽을 수 있다. 개인인화 맥락 속의 사회적 결속의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자기책임의 원리와 연대의 원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개
인의 성과와 연대의 결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
거나 조정하면서 개입하는 ‘보조성의 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보조성의 원리는 어디
까지나 개인책임의 원리나 연대의 원리에서 내포하고 있는 자율과 자기책임을 지주로 
한 “자조(Selbsthilfe)”와 “자조지원(Hilfe zur Selbsthilfe)”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된
다. 개인의 능력과 능률은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생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
하다.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재정과 건강상태, 교육 등을 고려하여, 그의 능력과 성과
에 따라 본인의 최소한 인간다운 안녕을 위한 사회보장과 교육 등은 국가가 함께 보
조적으로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성의 원리’는 자기책임성의 원리 와 연대성의 원리 와 함께 개인화 자유사회
의 사회질서와 공동체형성을 위한 주요한 사회정책의 원리이다. 그러나 보조성은 어
디까지나 구성원의 사회 공동체 생활에 자기책임과 자조 능력형성의 노력에 촉매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원리의 실현은 자기책임성과 연대성원리의 자
율적인 행위를 헤치지 않는, 공공의 공동선을 위한 지원과 민주성행위를 원칙으로 한
다.

 2) 새 질서의 지주
  새로운 사회질서 구축을 위한 사회원리로서 앞에서 고찰한 소위, 자기책임성의 원
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등 3대 기본 원리를 토대로 삼아, 우리는 인격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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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기책임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법과 질서의 원칙‘등 다음 5가지 원칙을 민주
시민사회의 사회적결합의 지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인격존중과 자기책임성의 원칙
  개인화 사회와 창의사회의 공동체 구축은 인격존중과 자기책임성의 원칙을 사회적 
결합의 지주로 삼는다. 따라서 개인화 사회의 공동체 구축에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존
중의 가치와 더불어 자기책임의 원칙을 사회지주로 삼아야한다.
  이는 개개인의 인격 존엄성과 그 권리의 신성함,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보편적 가
치로서 사회관계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성
과 고유의 인격을 지닌 독립된 실체인 인간이 사회의 중심에 선다. 즉 개별 인간은 
모든 사회과정의 ‘근원이자 주체이자 목적’이여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 책임 및 
연대 속에서 경제, 사회활동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인격은 자기 자신을 자율적(自律的)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책임능력을 말하며, 권리
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칸트(Kant, I,)가 지적한바 있듯이 의무는 불안전한 
인간이 이성적 존재자로서 ‘존엄성의 이성’을 갖는데서 기인한다. 사람은 자율적인 인
격(人格)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고 이에 연관한 자기책임의 윤리적 의무를 지닌다. 
인격을 지닌 개개인은 자율을 기반으로 행동한다. 때문에 각자는 자기책임
(Selbsverantwortung)을 지닌다. 이는 역동적인 경제와 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2) 법과 질서 원칙
  개인화 사회와 창의사회의 공동체 구축은 법과 질서의 원칙을 사회적 결합의 지주
로 삼는다. 사회적 연대의 공동체는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결속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러므로 공동체는 에치오니(Etzioni, A.)가 제시한바와 같이, ‘공동체 결속’의 측면과 
‘개인 자율성’의 측면, 즉 질서를 조장하는 ‘구심력(centripetal forces)’과 자율성을 
조장하는 ‘원심력(centrifugal forces)’ 간의 공생적 조화를 추구토록 설계된다.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듯이,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개인화 맥락의 현대사회
에서는 인격존중에 따른 자기책임의 사회원리를 기반으로 사회적 결속을 도모하기 때
문에 법과 질서는 유기적 사회연대의 가장 중요한 형성지주가 된다. 뒤르케임
(Durkheim, E. 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직능 분업화는 개
인의 사회에 대한 ‘채무’와 ‘유사계약’의 계념을 통하여 ‘개인의 사회에 대한 채무’라
는 도덕적 개념을 자아내었다. 사회구성원들은 사회공동체와 개인 사이에 계약에 준
하는 ‘유사계약’을 맺고 있다. 때문에 사회질서를 위한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
인 의무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화 사회의 맥락하의 도덕적 개인
주의와 합리적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자율성, 창의성에 따른 역동적인 변화
에 균형을 이루는 법치와 질서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원칙이 사회지주로서 요청된다.



- 60 -

  (3) 연대와 공동선의 원칙
  개인화 사회와 창의사회의 공동체 구축은 연대와 공동선의 원칙을 사회적 결합의 
지주로 삼는다. 사회적 결합의 공동체 구축에는 참여, 그리고 연대와 함께 공동선 원
칙을 지주로 삼아야 한다. 공동체에는 참여를 통한 연대가 요청된다. 또한 연대는 공
동선(common goods)을 토대로 한다. 연대성은 분업화와 더불어 현대사회의 개인화 
맥락에서 요청되는 공동체적 상호작용 기반구축을 위해서 요청되기 때문에, 공동선과
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대산업사회의 분업화와 개인화는 연대간 관계의 문제로 대두된다. 현대산업사회
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더 자율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에 더 의존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떻게 개인이 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서로 더 많은 연대감을 가질 수 있
는가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 두 움직임은 겉으로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행
선을 그으면서 서로를 추구하는 사회적결속의 연대를 도출한다. 분화는 연대를 제공
한다, 분업에 의해 발달한 사회 속에는 사회적 연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을 
해결한 것은 항상 더 증가하는 분업에서 비롯한 사회적 연대의 변화, 즉 기계적 연대
에서 유기적 연대로의 변화이다.

  (4) 사회적 공정성과 보조성의 원칙
  개인화 사회와 창의사회의 공동체 구축은 사회적 공정성과 보조성의 원칙을 사회적 
결합의 지주로 삼는다. 사회적 결합의 공동체 구축에는 공정성, 특히 사회적 공정성과 
보조성 원칙(das Prinzip der Subsidarität)을 지주로 삼는다.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듯이 우리는 양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적 
결속을 가져올 수 없다. 이제는 경제적 가치창출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한 
갈등해소와 공동체적 가치의 확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
안 우리의 경제는 괄목한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국력의 신장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양극화 문제와 민생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신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과 공영을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
다. 이것은 공생발전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 해준다.

  (5) 의사소통 합리성과 사회적 대화 원칙 
  개인화 사회와 창의사회의 공동체 구축은 의사소통 합리성과 사회적 대화 원칙을 
사회적 결합의 지주로 삼는다. 의사소통은 유기적 사회연대에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 
과제로 대두된다. 개인화 사회에서 사회적 결속의 추구는 동반자적 목표와 이슈에 대
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협력을 위한 충분한 대화와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필연적으
로 요청되는 바이다. 이해대립과 이해공통의 갈등적 본성을 지닌 구성원의 상호주관
적(intersubjektiv)인 상호이해와 의미공유를 위한 대화와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사소통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제도적 구축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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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위해선 강제되지 않은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소통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타인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경청을 전제로 한 열
려있는 대화의 광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
(Habermas, J., 1995)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성공 지향적 행위와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로 구분하여 전자를 ‘전략적 행위’, 후자를 ‘의사소통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전자
의 전략적 행위는 타인에게 자신의 ‘의도’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
는 행위이며, 자기중심적인 이익계산에 의해 조정되는 전략적인 행동으로 규정한다. 
후자의 의사소통행위는 행위자 상호간의 ‘이해도달(Verständigung)’을 목표로 이루어
지는 행위이며, 참여한 행위자의 행동계획이 자기중심적 성공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호이해의 행동에 의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선 상대방은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략적-수단적 대상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기 위해 서로 필요로 하는 협력자가 
되며 따라서 의사소통행위는 이해도달의 ‘상호자율성’에 바탕을 둔 행위가 되는 것이
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의사소통 합리성’이라는 이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강제 없이도 
일치를 이루고 합의를 형성시키는 원리들을 함축하고 있다. 그는 행동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하여 베버의 목적 합리성의 모형을 비판했다. 하버마스는 사회이론의 출
발점은 베버(Weber, M.)와 마찬가지로 행동과 행동합리성에서 구하지만, 그러나 목적
합리성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행동합리성의 개념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 포괄적인 
행동합리성 개념은 미드(Mead, G. H.)와 뒤르케임(Durkheim, E.)의 사회학 전통에서 
추출된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개념을 지칭하고 있다.

4. 새 질서 기반구축을 위한 민주시민 인성교육

 1) 새 질서 기반구축과 민주시민 인성교육
  새 질서 기반구축에는 이를 지킬 수 있는 인성교육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한다. 여
기에 민주시민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테면, 새 질서 기반구축을 위한 인
성교육의 전략적 선택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며, 사적이익을 넘어 공공선
이나 공동선을 추구토록 함으로서 사회적 공동체를 이룩토록 하는 ‘민주시민 인성교
육’을 중심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로 안다.
  이른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개인화와 다원화, 나아가 창의시대에 부합되는 올바
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민주시민 인성 
교육은 개인의 인격과 사회적 연대의 관계에서 구성원의 역할과 그에 따른 권리와 의
무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된다. 뒤르케임(Durkeim, E.)이 제시한 전통사회의 집단 지
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소위 ‘기계적 연대’와는 구분되는 ‘유기적 연대’, 즉 개인의 존
엄성과 그 권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구성원 간의 호혜적 평등관
계의 책무와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민주시민 의식과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민주 
시민인성교육은 베버(Weber, M.)가 지적한바와 같이, 이념적 진영논리가 아닌 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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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합법적 정신과 논리위에 공동체적 시민도덕을 만들어 사회화합과 통합을 이루도록 
한다. 민주시민 의식과, 또한 이를 실천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민주시
민사회의 사회적 결합을 위한 소위 ‘시민 협력사회’(cooperative society) 기반조성으
로서 그의 역할을 자리매김 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사회적 결속을 위한 사회원리인 ‘자기책임성의 원리’를 주
축으로 삼아 ‘연대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웃들의 필요에 대한 공
감과 배려가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공동선 실현을 위한 자발적 의지와 행동을 실현 하
는 시민 윤리와 행동을 확립토록 한다.

 2) 민주시민 인성교육의 구심과 원심
  민주시민 인성교육은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인성의 함양을 중시 한다. 그러므로 가
정교육과 더불어 학교교육, 그리고 직장을 비롯한 사회교육 등의 교육의 유기적인 조
화를 필요로 한다.
  민주시민 인성교육은 민주시민이 지녀야할 덕목, 즉 개인 인격 존중과 그의 책임과 
권리를 중시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여 시민과 공동체간 연결하며, 
사적이익을 넘어 숙의와 행위를 통해 공공선이나 공동선을 추구토록 함으로서 사회적 
공동체를 이룩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민주시민 인성은 개인의 인격과 사회적 연대의 관계에서 구성원의 역할과 그에 따
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된다. 현대산업사회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더 자
율적이 되면서, 동시에 사회에 더 의존이 될 수 있는가, 환언하면 어떻게 더 개인적
이면서 동시에 더 많은 연대감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과 권리,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민주시민 역할이 요청되는 바이다.
  여기에는 앞에서 제시한 산업사회 사회질서를 위한 사회원리(자기책임의 원리, 연대
의 원리, 보충의 원리)를 존중하여 이웃들의 필요에 대한 공감능력과 배려, 그리고 공
동선의 실현을 위한 자기책임의 자발적 의지와 행동을 실현토록 교육한다.
  그러면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인성교육의 과제로는 어떠한 
것들을 손꼽을 수 있겠는가?
  민주시민 인성교육은 <도 1>과 같이, 시민사회의 결속과 질서가치를 조장하는 자유 
질서 함양 인성교육을 구심점으로 삼아, 경제 기술 정치적 사회측면에서 각각 요청되
는 민주시민 인성함양의 과제를 생각 할 수 있다. 즉 경제사회적 측면의 직업인성교
육을, 정치사회적 측면의 정치인성교육을, 기술사회적 측면의 과학기술 인성교육을, 
그리고 다원화시대의 의사소통인성교육 등이 요청되는 바이다.
  환언하면, 민주시민 인성교육은 구심력과 원심력의 조화를 통한 시스템적 시너지효
과가 실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자유화시대의 질서정신과 실천적 덕목을 위한 
‘자유질서 인성교육’을 구심력으로 삼아서, 직능 분업화 시대의 직업 정신과 실천적 
덕목을 위한 ‘직업 인성교육’, 대의민주주의 정치시대의 국민정치이념과 실천적 덕목
을 위한 ‘정치 인성교육’, 사이버시대의 기술 윤리와 실천적 덕목을 위한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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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그리고 다원화시대의 소통 덕목을 위한 ‘의사소통 인성교육 등을 원심력으
로 삼아 민주시민 인성교육의 신트로피(Syntrophy)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여기에 기층 인성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덕덕목 함양을 위한 도덕윤리교
육과 함께, 성취덕목 함양을 위한 창의성취교육이 강조된다.

  (1) 민주시민 도덕과 성취덕목 인성교육
  민주시민 인성교육에는 ‘기층인성교육’으로서 도덕과 성취덕목 교육이 필요하다. 시
민적 품위와 예의를 갖추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건전하고 올바른 시민 덕목의 인성을 
갖추면서 창의 성취동기를 함양하는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도덕윤리는 함께 살면서 인간으로써 당연히 지켜야 하는 도리, 원리를 말한다. 사
람이 사람과 함께 사는 마당을 보통 ‘사회(社會)’라고 일컬으니, 윤리란 바꿔 말해 사
람이 사회 생활하는 데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 하겠다. 이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행위 규범들을 도출하게 됨으로써 사람
들은 자신의 삶을 그 기준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 즉 윤리는 인간에게 인생관 
형성에 있어서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시민 인성교육은 또한 기층교육으로서 윤리도덕덕목 교육과 함께 사회 구성원
에게 희망과 비전을 지니고 올바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실천을 촉진시키는 성취사회를 
이룩토록 하는 성취덕목 함양 교육이 함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특히 창의 사
회에서 요청되고 있는 소위 ‘초월적 융복합’과 ‘자유공동체’ 패러다임의 함양도 함께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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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주시민 법과 질서인성교육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개인화 시대의 민주시민 인성교육은 개인의 인격과 사회
적 연대의 관계에서 구성원의 역할과 자기책임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된다. 현대산업사회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더 자율적이 되면서, 동시에 사회에 더 
의존이 될 수 있는가, 환언하면 어떻게 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더 많은 연대감과 행
위를 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역할과 권리,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법과 질서 인성교육이  민주시민 인성교육 에 있어서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실로, 지금 우리사회는 그릇된 개인주의적 사회구조 맥락에서 정치, 경제, 노동, 교
육 등 모든 분야에서 개인과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있다. 책임과 의무는 도외시 하고 
권리 권한만 주장하며, 공동선과 법과 질서를 무시하여 혼란과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현실에 당면 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분업화로 인하여 구성원의 생활
이 전통적 유교적 문화와 도덕에서 해방됨으로써, 전통적 도덕이 새로운 상황에 재적
응 하지 못하고, 이른바 아노미로 특정 지울 수 있는 도덕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
다. 때문에 올바른 개인주의적 사회구조 맥락에 따라 우리민족의 전통적 순기능문화 
계승과 함께 사회 공동체와 질서와를 위한 민주시민 인성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노력함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법과 질서 인성교육은 개인주의적 사회구조 맥락 속에서 개인 인격 존중과 책임을 
중시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여 준법정신에 입각하여 시민과 공동체
간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민주시민 직업인성교육
  민주시민 인성교육은 직능분업화 시대에 부합하는 직업인성교육을 인성교육의 전략
적 선택으로 삼는다. 실천적 직업덕목과 지식을 대상으로 삼아, 직능별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실현을 통하여 민주시민 인성을 함양토록 하는 것이다.
  현대산업사회는 노동과 직능의 기능적 분화와 ‘이질성’에 기초한 ‘유기적 연대’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가 ‘동질성’에 기초한 그 이전의 전통적인 농업사회와 
어떻게 서로 다른 조직 원리를 가지고 있다. 산업화와 더불어 직능 분업화시대에 직
면하여서는 직업은 사회적 결속력의 기본적 요인으로 대두되는 바, 직업에 대한 도덕
적 가치와 그에 따른 직업 인성교육을 인성교육의 주요한 전략적 선택의 대상으로 등
장된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는 또한 분업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분업화는 직능적 분화 
와 유기적 연대를 도출케 하고, 다양한 직업과 직업집단을 형성시키며 사회질서의 중
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우리 삶에서 직업과 직업집단이 중요한 위치를 갖
는다. 뒤르케임(Durkheim, E.)이 지적한바 있듯이, 현대 산업사회의 노동의 기능적 
분화와 이질성에 기초한 유기적 연대는 동질성에 기초한 기계적 연대에 통합되었던 
전통적 농업사회와는 달리 다양한 직종과 직업, 그리고 직업집단이 형성되고, 그에 따
른 정상적인 규범 틀에 의한 직업윤리와 도덕적 질서가 태어났다. 가족 안에서 도덕
과 법이 태어났듯이 직업과 직업집단 역시 그 안에서 도덕과 권리가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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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법적 도덕적 아노미 상태에서는 직업윤리와 
직업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찾아 볼 수 없는 직업집단이 허다하다. 설사 있다 하더라
도 초보적 상태로만 존재한다. 특히 직업윤리와 근로윤리를 절대적으로 중시해야할 
교사, 교수, 의사, 군인, 판사, 변호사, 국회위원, 공무원, 경영자, 근로자 등의 전문직
업군 마저도 초보적 상태로 머물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진교훈(진교훈, 201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구조적으로 일종의 마피아 조직의 지배를 받고 있다. 법조계, 
공직계, 정(政)계, 실업계, 학(學)계는 법(法)피아, 교(敎)피아, 군(軍)피아, 관(官;공무
원)피아, 정(政)피아, 모피아(경제관료 조직), 철피아(철도청 공무원출신), 정(政)피아 
등에 의한 유착관계로 한국사회는 전문 직업집단의 부패와 비리로 유린되고 있다. 산
업화와 더불어 직능 분업화 시대에 직면하여서는 직업은 사회적 결속력의 기본적 요
인으로 대두되는바, 개인화 사회에 부합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 구축을 위해선 도덕
적 개인주의가 확립되어야 하고 ,여기에 직업에 대한 도덕적 가치와 그에 따른 역할
을 민주시민 인성교육의 주요한 전략적 선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로 안다.

  (4) 민주시민 정치 인성교육
  자유 민주사회 구축의 노력과 정치 인성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개인
화 시대의 자유 민주사회는 이데올로기의 경직성을 거부하고, 민주정치에 의한 책임
감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치 행동을 요구한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정치는 권
력이 동반하기 때문에 시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우리의 사회생활의 거의 모
든 영역들이 정치와 권력이 연결되어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현대사회
에서의 ‘인간 삶의 정치화’라고하기도 한다. 때문에 대부부의 국민들은 직업과 계층의 
차별 없이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국민 정치의식과 능력이 부족하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방향지원과 
올바른 판단의 결핍 을 모면할 수 없고, 국가정치와 정당정치는 특정집단과 조직의 
카리스마적 의사결정과 선동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혹은 뷰로크라시적 이해평준화 작
업에 의하여 행해지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제어 장치 없는 권력에는 독재와 부패, 
그리고 포플리즘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불순세력 등의 개입으로 국가와 국
민들은 심각한 혼돈과 곤경에 빠지도록 한다. 이러한 자유민주사회의 역기능을 극복
하기 위하여서는 건전한 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민정치적 능력 강화를 위한 민
주시민의 정치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실로 국가 건설과 선진화의 성공여부가 그 나라 정치 발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
는 국민의 정치의식과 능력 수준에 달려 있는바, 국민정치교육 기반으로서의 효율적
인 민주시민 정치인성교육은 우리사회의 올바른 정당정치와 대의정치를 이룩하게 하
고 한국사회 선진화 노력에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5) 민주시민 과학기술 인성교육
  정보기술과 통신기술과 더불어 전자공학의 첨단에서 이룩된 디지털 혁명은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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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기술사회의 지각변동을 자아낸다.
  디지털 혁명의 새로운 기술은 정보통신과 더불어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금의 
시대는 정보통신의 시대요, 사이버 시대라고 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은 역동적 에너
지를 발산하며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정보기술혁명은 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도모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초기에 커뮤니케이션 및 작업의 매체와 도구였던 정보기술
이 인간관계의 상호적이고 사회적인 매체로서 진화하였다. 이러한 정보기술을 통한 
사이버 공간은 커뮤니케이션의 영역, 정보획득의 영역, 상업적 목적의 활동까지 포함
하는 포괄적 공간으로 점차 확장되어 자리 잡았다.
  사이버 공간은 단순히 그대로 반영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커뮤
니케이션의 공간,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 새로운 제2의 인간사회로 인식되고 있다. 사
이버공간은 이제 정보의 공간, 미디어, 의사소통의 장(場)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정보기술에 의하여 신체가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을 띠고, 시
간과 공간의 제약이 현실공간에 비해 크게 감소되어 시공간적 축약과 확장이 가능하
다. 또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며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손쉽게 조작이 가능
하다. 이렇게 사이버공간 내에서는 현실세계에서 보다 행위의 자유와 가능성이 증대
되어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광활한 영역의 사이버 공간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축복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 공간 안에서 또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비방하며 인격 테러가 무참하게 일어나고 있
다. 그 폐해 또한 크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전한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공동체 창출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의식 
결여는 사이버 공동체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이버 공간에 
대한 논의는 다분히 기술·경제적 접근이 강했다. 반면 윤리·문화적 접근에서의 조망은 
미약할 뿐 아니라 질적 수준의 성숙 또한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
이버 공간의 역기능을 윤리적·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적 덕목을 키우는 인성 사이버 교육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6) 민주시민 의사소통 인성교육
  민주시민사회의 사회적 결속을 위한 연대노력은 ‘인격’과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자기책임성의 사회원리와 더불어 ‘공동선’과 ‘배려’를 존중하는 연대성과 보충성의 사
회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권리의 신성함과 개인의 자유를 둘 다 인
정하면서도 동시에 개인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결속시킬 수 있는 정보공유, 협의, 타
협 등의 참여와 상호작용(Wechselbeziehung)을 통한 사회적 결속의 신트로피
(syntrophy)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질서와 공동선을 위한 상호이해와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의사소통 합리성’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하는 바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은 민주시민사회 결속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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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이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민주시민사회에서는 의사소통 공동체를 
요구한다. 시민사회가 유기적 사회연대의 사회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선 상방되는 생
각과 목표를 통합시킬 수 있는 소위 ‘구심의 융복합(Ellips Fous)’ 패러다임과 함께 
쌍방의 이해와 상호작용이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선 적극적인 참여와 대화 등 의사소
통의 장이 요청되는 바이다.
  인간은 시(時)와 공간(空間)의 지배를 받고 유한(有限)하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인식
도 유한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편적 인식보다는 선택적 인식을 하게 되고, 인식의 오
류를 범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기가 보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인 선택적 인식
은 자기입장과 부합된 특정부문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화사회에서의 유
기적 사회연대는 동반자적 목표와 이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협력을 위한 충
분한 대화와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은 사회적 연대 구축
의 ‘통로’로써 필연적으로 요청되는바, 이를 뒷받침 하는 의사소통 합리성을 위한 인
성교육은 필수적이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Habermas, J.)는 자유민주시민사회의 의사소통은 자율
적이고 대등하며 상호이해에 따른 올바른 사회적 대화인 ‘의사소통 합리성’을 기반으
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의사소통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모든 대화는, 
그것이 의미 있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진술이 ‘원론’이 아닌 진정성을 갖춘 
‘대화’로 나아가는 길이며, 이른바 진영논리에 갇힌 아집과 불통을 극복하고, 성찰적 
이성에 의한 이해와 소통을 추구하는 사회적 대화를 확립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한 의사소통 인성교육이 민주시민사회 기반구축에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힘의 사용 혹은 설득이다. 힘의 
사용은 쉽지만 새로운 문제를 낳기 마련이다. 설득을 통한 해결만이 오래 지속된다. 
설득의 힘은 참다운 대화와 소통에서 나온다. 진정성 결여된 SNS식 대화는 소통 아
닌 오락일 뿐이요, 필터링 기제가 없는 선동적인 도구 일 뿐이다. 소통의 참 의미를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사회 속 소통을 위해 철학과 인문학의 가르침에 귀
를 기울려야 한다.

5. 결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선진 산업 국가들이 백년 또는 수백 년 이상 걸쳐 겪어온 산업
화와 민주화 정보화의 새로운 물결 사태를 불과 수십 년 동안에 압축적으로 맞이하였
다. 그 과정에서 한편 우리사회는 극도의 물질적 개인화로 인하여, 이기주의가 팽배하
는 정체성을 잃은 갈등사회로 변모하였다. 부당한 개인욕구 충족과 편파적인 집단이
기주의 팽배와 더불어, 사회는 파편화와 정체성을 잃고, 사회적 결속이 와해된 개인화 
사회의 역기능인 ‘구조적 아노미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한편 
디지털화 세계화로 인하여 양극화와 함께 정체성을 잃고, 사회적 결속이 와해된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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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역기능인 ‘구조적 아노미사태’도 함께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에 개인화 사회와 창의사회에 걸 맞는 사회적 결합을 위한 새 질서, 그리고 새
로운 사회 원리와 지주의 모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여타 다른 
현대산업사회와 마찬가지로 개인화된 사회로 진입된 지 오래다. 여기에 이타주의에 
입각해서 사회적 결속을 위한 윤리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므로 
전통사회의 본질적 의지에 기반을 둔 기계적 연대의 사회적 결속을 강조하고 모색하
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인간의 이기주의를 존중하여, 이를 기반으로 윤리적으
로 행동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환언하면 개인화 맥락의 사
회에서는 합리적 이기주의와 창의사회의 도덕적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삼아 사회적 결
속을 기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되는 바이다.
  그렇기 위해선, 합리적 이기주의와 창의적 개인주의에 부합될 수 있는 사회적 실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 결속의 사회원리와 지주의 모색, 그리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민
주시민 인성교육의 실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는 개인화 사회와 창의사회에 부합될 수 있는 사회적 결속을 위한 3대 기본사
회원리로서 ‘자기책임성의 원리’, ‘연대성 원리’, ‘보조성의 원리’ 등을 손꼽고자 한다. 
또 이를 토대로 삼아, ‘인격존중과 자기책임성의 원칙’, ‘법과 질서의 원칙’, ‘연대와 
공동선의 원칙’, ‘사회적 공정성과 보조성의 원칙’, ‘의사소통합리성과 사회적대화의 
원칙’ 등을 우리 민주시민사회의 사회적 결합의 지주로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결속의 3대 원리와 5대 지주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시민 인
성교육의 무엇(What)을 누가(Who), 어떻게(How)게 실행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무엇(What)과 관련하여, 즉 교과과목과 관련하
여, 우리는 ‘도덕윤리 인성교육’과 ‘창의성취 인성교육’을 기층으로 삼아, ‘법과질서 
인성교육’을 구심으로 하여, ‘직업 인성교육’, ‘정치 인성교육’, ‘과학기술 인성교육’, 
‘의사소통 인성교육’ 등을 원심으로 하는 민주시민 인성교육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
다. 구심과 원심의 조화를 이루어 민주시민 인성교육의 신트로피(Syntrophy)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실행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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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윤리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손봉호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명예교수)

머리말

  “인성”이란 인간의 본성을 뜻한다. 고대 그리스, 인도, 중국 등 고대 사상에서는 인
간에게는 영원불변한 인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는 의견이 다양했고 현대 철학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도 하지 않게 되었다. 인
간의 본성이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The Myth of 
Human Nature). 
  만약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거나 변
화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인성교육”이란 잘못된 표현이다. “인품교육(character 
education)”이 더 정절하다 하겠다. 인품은 불변한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 삶의 경
험 등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너그러움, 조급함, 착함, 정직 등
이 그런 인품의 요소들이다.
  그러나 인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들이다. 조급하면 혼자의 활동도 방해를 받겠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준
다. 너그러우면 자신에게도 좋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특히 현대인의 삶이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좋은 인품이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성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도 주로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런 요소들 가운데도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은 심각하다.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인품에서 그런 부정적인 요소
들을 억제하여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강의는 바로 도덕성이란 인품을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이론적 기초를 제공
하려는 것으로, 윤리가 무엇이며 현대 사회에서 왜 필요한가를 제시하려 한다. 윤리학
은 실천적인 학문이므로 이론적 논의도 결과적으로는 실천에 도움이 되어야 가치가 
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설득하고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강의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뤄질 것이다.

1. 한국의 참담한 윤리문화

  한국은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가운에 하나로 외국의 원조를 받아 
연명하고 생활했으며 민주주의는 이름에 불과했다. 그런데 2009년에 OECD의 개발원
조위원회(DAC) 회원이 되므로 원조 받는 나라(beggar)에서 원조하는 나라(donor)로 
바뀐 최초, 그리고 유일한 나라가 되었으며, 민주주의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활발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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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가 될 정도로 발전했다. 그 외에도 학문, 과학기술, 교육, 위생, 연예,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해서 개발 도상국가들이 매우 선망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낀다. 2015년 미국의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47점으로 네덜
란드 94점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며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부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보다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심이 지나치게 강한 것과 도덕적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닌가 한
다. 경쟁심이 강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경쟁조차 공정하
게 이뤄지지(fair play) 않으면 패자의 불만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높은 경
쟁심과 낮은 도덕성은 매우 나쁜 결합이다.
  한국 사회의 다른 분야에 비하면 도덕성은 참담한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6년 한국의 투명성 지수는 세계 52위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Botswana) 35위보다도 17위나 뒤진다. 보험사기는 일본의 14배
나 되며, 탈세율(26.7%)은 세계 최악 그리스(27.4%)에 육박한다. 흥사단의 조사에 의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탈세해도 괜찮다”는 사람이 20%를 넘고, “10억이 생긴
다면 잘못을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에 동의하는 청소년이 36%
나 된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정부, 기업, 교육계, 
문화계, 심지어 종교계에까지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암이 무서운 것은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도덕불감증이란 암에 걸려 있다.
  도덕성이 결여되면 반드시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다. 거짓말을 하면 속는 사람, 불
공정하면 억울한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억울
하고 따라서 불행하다.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가 쉽지 않다. 네덜란
드 동물학자 Frans de Waal의 실험에 의하면 심지어 원숭이조차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물며 사람이랴. 아무라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행동
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선거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사회의 도덕적 수준
이 낮으면 구성원 대부분이 불행해진다. 그리고 경제와 정치도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그 피해자가 된다.
  KDI의 한 논문에 의하면 우리의 투명성이 일본 수준만 되면 우리 경제가 1.4%에서 
1.5%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또 어떤 전문가는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10%
만 투명하면 매년 80조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부패와 부
정으로 생겨나는 사회갈등 때문에 매년 270조 원이 허비된다 했다. 부정과 부패로 국
민의 0.8%가 국회를 신임하고 5%가 정부를 신임한다 한다. 그런 불신의 비용은 돈으
로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2. 원초적 경험으로서의 쾌락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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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철학자요 물리학자였던 파스칼(B. Pascal)은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
을 회피한다는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 했다. 너무 자명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공리
주의 철학자 벤담(J. Bentham)은 자연은 인류에게 쾌락과 고통이란 두 주인을 주었다
고 했다. 그 두 주인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적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통과 쾌락은 다른 것으로 설명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원초적인 경험이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에서 윤리의 논의를 시
작하면 결론에 쉽게 의견일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두 원초적인 경험 가운데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쾌락을 주구하는 욕망도 강
하지만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은 더 강하다. 슈바이처(A. Schweitzer)는 고통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적이라 했다. 안락사, 자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말
에 일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통과 쾌락은 상칭적(symmetrical)이지 않다. 철학자 
포퍼(K. Popper)도 이점을 지적했다. 즐겁지 않더라도 우선 고통은 피하려 한다. 쾌
락은 계속되면 그 이상 즐겁지 않지만 고통을 계속되어도 계속 아프다. 쾌락 추구보
다 고통 회피가 우리의 행동방식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3. 자연과 사회

  그런데 무엇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가? 과거에는 주로 가뭄, 홍수, 태풍, 맹수, 
질병 등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다. 사람의 삶이 주로 자연과 더불어 이뤄
졌고 자연환경에서 자연에 의존하여 이뤄졌기 때문이다. 옹달샘이나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므로 비가 오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그 동안 과학과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자연이 주는 고통을 상당할 정
도로 극복할 수 있었다. 댐을 막아 홍수와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강이나 호수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삶의 대부분이 자연적 환경이 아니라 인공적인 
환경, 즉 사회적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자연이 아니라 인공적인 문화, 사회적 환경이 사람의 행. 불행을 결
정한다. 인공적이란 말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만든 것을 뜻하고 사회적이란 다른 사람
들과 같이 산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현대인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자
연이 아니라 사회며 다른 사람이다. 전 캠브리지 대학 루이스(C. S. Lewis) 교수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4/5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 했다. 북한이나 아프리카 많은 나라 
주민들이 굶고 앓는 것은 자연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
이다.
  자연은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다른 사람에
게 가하는 고통은 “의지”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즉 얼마든지 고통을 가하지 않을 수
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
다.
  인류는 옛날부터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어도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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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만들었다. 예의, 윤리, 법률이다. 그 근원이 인간의 본성에 놓여 있다고 주장
하는 종교와 이론들이 없지 않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은 인위적이고 역사적이다. 예의
는 가장 약한 제재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어색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는 정도의 기능을 한다. 어른에게 인사를 하거나 식사할 때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다. 법률은 가장 강한 것으로 왕이나 국회와 같이 정당성을 가진 권위
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하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게 사형, 구금, 유배, 벌금 
등 상당한 고통을 주면서 처벌하는 제재다. 국가가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
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윤리는 예의와 법률의 중간 정도의 인위적인 제재제도로 예의와 같이 자발적이다. 
물론 예의보다는 사회적 압력이 강하나 법률처럼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
다. 그리고 예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윤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행복을 증
진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행동
하라는 소극적인 명령이다. 물론 해를 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고 행복
해질 수도 있으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윤리란 “주어진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잘못된 
정의는 아니다. 그러나 그 보다는 윤리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분명하다. 그리고 그 정의 
자체가 이미 사람들로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자극하는 장점이 있다. 고통은 모든 사
람이 싫어하므로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4. 동기와 결과

  사람의 행동은 자유의지로 결정하고 거기에는 동기가 있게 마련이다. 올바른 행동
은 선한 동기에서, 잘못된 행동은 악한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
람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선한 동기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윤
리에서 동기를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칸트는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은 오직 “선한 
의지”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윤리는 그 논의 초점을 행위자에게 두는 주체중심적 
윤리다.
  그런데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Max Weber)는 정치에서는 동기윤리(Gesinnungsethik)가 
무력하다고 주장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주라했다. 그
런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계에서는 선한 동기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
기 마련이고 따라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치에서는 선한 동기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
(Verantwortungsethik)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책임을 지는 것도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선한 동기가 전혀 쓸모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윤리적 결정에 강
조점을 결과에 두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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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일상생활도 정치 못지않
게 선한 동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한 동기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실력 없는 의사는 아무리 선한 동기로 환자를 치료하더라도 환자를 죽일 수 
있다. 동기만 선하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제는 
일상생활에도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선한 동기와 더불어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자신의 동기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늘날에 필요한 윤리적 행위는 행위자의 정당성이나 인격적 수월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윤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 주체에 초점이 놓여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가 개인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이고 그 관
계도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라면 윤리는 ‘정의’로 환원된다. 예를 들어 거짓말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때 나쁘다. 그래서 법학에서는 “거
짓말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게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것(Mendacium est 
falsiloquium in præjudicium alterius)”으로 이해한다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거짓말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5. 비윤리적 행위의 피해자는 약자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항상 동일한 능력과 위치를 누리는 개인이나 집단 간에 일어
나지 않는다. 세상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강자와 약자가 있게 마련이고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관계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강자는 가능한 
한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하여 약자에게 억울하게 손해를 끼칠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윤리적 행위는 강자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피해자는 대부분의 경우 약자
다. 개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양심, 체면, 합리성 등 비윤리적 행위를 억제하는 
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에서
는 매우 자주 일어난다. 니버(Reinhold Niebuhr)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
회>에서 그 점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개인에게 윤리
적이 되기는 쉽지 않다 했다.
  버리(H. Bury)는 “뇌물이란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것”이라 했다. 
실제로는 뇌물이란 부자의 돈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직행하는 것이지만 뇌물수수가 
일어나면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부패란 주린 사람이 먹는 빵을 빼앗는 행위”라 했다. 부패가 심하면 항
상 약자가 그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질서가 무너지면 약자가 먼저 
피해자가 된다. 교통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행
자, 손수레 끄는 사람, 자전거, 소형차 탄 사람들이 더 큰 불편을 겪는 반면 덤프트럭 
같은 큰 자는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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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를 최초로 이론적으로 논의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같은 것은 같이 취급
하는 것(to treat the like alike)”이라 정의했다. 거기에는 물론 다른 것은 다르게 취
급한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같은 시간동안 일 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같이 주
고 더 오래 일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고
아, 과부, 이방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정의로 본다.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는 하루 중일 일한 사람과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금을 같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몸이 약하거나 기술이 없어서 생산성이 전혀 없어 고용되지 못한 약자이기 때
문에 그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것은 로울즈(J. Rawls)의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the greatest 
benefits to the least advantaged)”을 보장하는 것과 상통한다. 로울즈는 모두에게 
공정한 평등의 원칙 못지않게 차등의 원칙도 정의 원칙으로 보았다. 그런 점에서 오
늘날 대부분의 선진 사회가 시행하는 복지정책도 차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과 사회에서는 약한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비겁한 
것으로 배격한다. 약한 자에 대한 그런 동정심은 약육강식의 질서로 운영되는 짐승들
과 다른 인간의 고상한 장점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윤리적 자원가운데 
비겁함을 싫어하는 자존심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6. 윤리는 사회적

  윤리적 행위는 개인적이지만 대부분 경우 개인의 습관에 따라 일어나고 그 습관은 
사회의 관습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하는 ‘윤리(ethics)’ 혹은 
‘도덕(morality)’은 그리스어 ‘ethos’와 라틴어 ‘mos’에서 유래했는데 그 두 낱말이 
모두 “관습”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개인의 윤리적 행위는 상당할 정도로 
그 개인이 살고 활동하는 사회의 윤리문화에 의하여 결정된다. 동일한 개인이 한국에
서 운전할 때와 호주에서 운전할 때 준법 정도가 달라지고 같은 건축회사가 한국에서 
공사할 때와 외국에서 공사할 때 불법을 저지르는 정도가 달라진다. 일본인이 한국인
보다 정직한 것은 일본인 개개인이 한국인 개개인보다 우수해서가 아니라 일본 사회
가 한국 사회보다 정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의 문화도 개인들에 의해서 형성되지
만 다른 요소들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성원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
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의 도덕적 수준은 매우 낮고 특히 정직
성에 매우 뒤떨어져 있다. 1653년에 출간된 <하멜 표류기>에는: “조선 사람들은 도둑
질을 매우 잘 하며 속이거나 거짓말도 잘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
다”란 구절이 있고 19세기 말 도산 안창호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
구나. 군부(君父)의 원수는 불공대천(不共戴天)이라 했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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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니하리라”고 탄식했다. 우리의 부정직 문화는 최근의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다. 
인격적 신이나 복수의 법칙 같은 것에 무관심한 유교나 무속종교가 “마음속의 경찰
(police within)”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일본 같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위 “부끄러움의 문화(shame culture)”에 속한 사회가 “죄
의식의 문화(guilt culture)”에 속한 사회보다 투명성이 뒤떨어진다.
  사회는 그 자체로 반성능력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으므로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 
오직 그 구성원인 개인들이 나서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의 투명성이 낮으면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정직해질 수 없다. 대부
분의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이 일어난다. 오직 미래와 
공익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투명하려고 노력하는 “도덕적 선구자”가 많이 일
어나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사회가 개혁될 수 있다. 정직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 이르기만 하면 문화와 개인 간에 선순환이 일어나서 사회의 윤리문
화는 빨리 성숙해질 수 있다.

7. 절제

  도덕적 선구자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모든 생물은 생존과 번식을 위
하여 크고 작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식물과 짐승의 욕망은 본능에 따라 한계가 있
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도 배가 부르면 먹다 남은 것을 그대로 두고 떠난다. 
그러나 인간은 당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미래의 수요를 상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요만 충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미래
의 수요를 위하여 준비한다. 그래서 욕망에 한계가 없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짐승처럼 자연적으로 주어진 수요만 충족하지 않고 과잉수요를 창조
해서 충족하려 한다. 짐승에게는 없는 사치가 바로 그런 것이다. 나아가서 모든 인간
에게 주어진 육체의 힘이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무기, 돈, 권력 같은 외
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경쟁에 이기려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그만큼 더 커진다. 
로크(J. Locke)에 의하면 사람이 화폐를 사용하기 전에는 식량, 의복 등 필수품을 자
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만 생산했다 한다. 더 생산해 봤자 상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썩지 않는 화폐가 사용되자 당장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하여 화폐와 바꿀 
수 있게 되었고 미래의 수요를 위해서 축척할 가능성이 생겼다 한다. 화폐가 인간의 
경제적 욕망을 무한대로 크게 했다는 것이다. 자연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강자와 약자
가 생겨나며 온갖 종류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짐승의 욕망은 본능적이며 그 한계도 본능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인간의 무한 한 
욕망은 자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인위적인 제도를 통하여 욕망 충족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예의, 윤리, 법률은 모두 그런 제도다. 그런데 예의와 윤리가 약해지자 최
근에는 법률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장치로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불
가피하게 질서유지 비용이 늘어나고 삶과 행동방식이 규격화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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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법의 강제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 것이다. 즉 사회에 건강한 윤리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이런 문화가 형성되
기 위해서 도덕적 선구자가 필요하고, 그 선구자는 자신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고등 종교와 문화는 절제를 강조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4
대 미덕(지혜, 용기, 정의, 절제)에도 절제가 들어있고, 명심보감(明心寶鑑)에도 “인간
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非人이면 不忍, 不忍이면 非人)”
이란 구절이 있다.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에도 절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라 한다.
  최근 이뤄진 스텐포드 마스맬로우 실험(Stanford Marshmallow Wxperiment)은 
절제가 삶의 성공에 크게 공헌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으며, 그 실험을 조금 변형한 
로체스터(Rochester) 대학의 마스맬로우 실험은 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절제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정직해도 손해가 아니라 덕을 보는 사
회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정직해지고, 사회의 질서가 잡히면 잡힐수록 윤리적인 행위
는 그만큼 더 행위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사회에서는 악순환
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8. 합리적 이기주의

  현대인에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전적으로 공익과 타자를 위하여 이타주의에 입
각해서 윤리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기주의를 이용하여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우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을 한 두 번 속일 수 있고 몇 사람
을 항상 속일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는 링컨의 명구는 귀담
아 들어야 한다. 모든 비도덕적 행위는 조만간 들어나기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그 행
위로 말미암아 보는 덕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자신이 덕을 보고 싶어 하
는 만큼 다른 사람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하려 할 것이고 나의 비도덕적 행위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항상 약자로 남아 있으리
라는 보장도 없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다. 그런데 당장은 거짓말로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불
투명해지면 결과적으로 자신도 그 피해자가 된다. 한국 사회가 일본 정도로만 투명하
면 한국 경제가 매년 1.4%에서 1.5% 더 성장한다는 주장이 있고, 현재보다 10%만 
더 투명하면 매년 80조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한다.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풍
조가 심각해서 지난 3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조사에 의하면 신뢰도가 100점 만점
에 정부 4.0, 기업 3.0, 국회 0.8점의 신뢰를 받고 있다(시민단체 29.9, 언론 10.9,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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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9.7). 신뢰도가 이런 정도의 불신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가 클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갈등지수 때문에 매년 270조원 
손실이 생긴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어리석은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는 그
렇게 수지가 맞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투명
하게 되는데 공헌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수혜자가 될 것
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금률(golden rule)이 중요하게 존중되어 온 것은 단순히 그
것이 옳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이 자키는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이익을 주기 때문이
다. 성경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명령하고 공자도 논
어 (論語)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지 마라(己所不欲, 勿
施於人)”고 가르쳤다. 칸트의 정언명령(定言命令)도 당신의 개인적 수칙이 보편적 자
연법칙이 되기를 원하면 그 수칙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윤리학
에서는 “보편화가능성의 원칙(Principle of Universalizability)”이라 한다. 즉 보편적
이 되어도 괜찮은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가장 안전한 처세술이라 해도 좋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은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가장 전형적
인 경우다.

9. 윤리교육은 모범으로

  수학, 과학, 지리 같은 과목들은 말과 글로도 교육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는 말과 
글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윤리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학생들을 냉소적으로 만들어 오히려 역효과를 거둔다. 윤리는 지
식이 아니라 가치관이며 행동 습관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청소년들의 윤리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 정부, 기업, 언론, 심지어 종교조차도 청소년들에게 윤리적 모범을 보이지 못하
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의 윤리교육 환경은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윤리교육은 불가피하게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
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해야 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경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학생들에게 
그렇게 비판하는 교사가 그런 비판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면 윤리교육은 이론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선생 되기를 좋아하
지 말라 고 경고한다. 차라리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하자!”고 스스로를 교육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사실 지금처럼 교육이 객관적 지식 전달에 몰두하기 전에는 모든 교육이 윤리교육
이었고 인성교육이었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전문인이 아니라 일종의 성직자였고 윤리
적 모범이었다. 그런 위상은 청소년 교육에 관한 한 오늘 날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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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가 윤리교사로 자처해야 한다. 스스
로 원하던 원하지 않던 교사의 인품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모든 교
사는 수학, 과학 등 드러난 교과(open curriculum)의 교육자일 뿐 아니라 숨겨진 교
과(hidden curriculum)의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부정직성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도덕교육은 
선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도산 안창호의 전기를 쓴 소설가 이광수
는 “도산은 인격수련에 대해서도 이 「본보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중에 
거즛없는 사람이 생기면 거즛 없는 많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으로 도
산은 항상 말하기를 ‘나 하나를 건전인격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전하였다.”
  사실 이런 인식과 그에 따른 책임감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 
종교인, 예술인 등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된다. 그
들이 그런 책임의식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윤리교육 혹은 인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말만 번드레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말하
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피지도자들에게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냉소주의
만큼 윤리교육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다. 그 병에 걸리면 어떤 좋은 말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모범을 보이는 것은 어렵다. 상당할 정도로 절제해야 하고 욕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어렵더라도 궁극적으로 손해나는 것은 아니다. 모범을 보
이기 위하여 노력하므로 자신들의 인격이 도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
상이 썩었더라도 도덕적인 사람은 존경을 받게 마련이고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
다. 이것은 교육자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거둘 수 있는 매우 좋은 열매며 특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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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준법정신과 법치주의와 인성교육

최대권 (법과대학 법학부 명예교수)

1. 지적(知的) 준비운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개념(槪念)과 정의(定義)
② 국민의 2중적 지위
   1.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 국가공동체로서의 국민(nation) = 국가(國家;        
      nation-state)
   2. 국가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국민(national) = 시민(citizen)
   3. 시민(citizen)과 백성·신민(subject)
   4. 백성·신민(subject)과 부족원(部族員, parochials) 
  * 국민(國民), 시민(市民), 신민(臣民 혹은 백성), 부족원은 어떻게 서로 같고 다른가?
③ 법을 따르면 나만 손해인가? 교통법규의 경우에는?
④ 법을 모른다고 변명이 되는가?
⑤ 법은 안다고 다 지키는 것은 아니다. 법을 알면서 안 지키는 이유는?
⑥ 선물과 뇌물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
⑦ 전통과 사회적 폐습(적폐)
⑧ 공(公)과 사(私)
⑨ 법·원칙과 인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시민의식

  (가) 인성교육은 네 단계에서 말할 수 있다. 개인의 각성을 통해서 터득하는 인성
(사람이 갖추어야할 자질, 성격 등), 반복 학습(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인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면 요구되는 인성으로 그들(사회)의 승인·칭찬·격려와 따돌
림·질책 등의 적극적 및 소극적 제재의 대상이 되며, 마지막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구
성원으로 이루어진 정치공동체(공화국)에서 (준법이) 요구되는 인성을 거론해야 완결
적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이곳에서는 공화국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인성을 이야기하
려고 한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즉 국민)으로 살고 있다. 우리나라(즉 대한민국=국
가)는 민주공화국이고, 우리나라(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
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이 헌법조항은 교육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며 이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즉 지식으로서는 이 헌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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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 안다. 그러나 잘 모르는 것은 이 헌법조항이 실은 국민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실현해 나가야할 행위규범이라는 점이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만든다. 우리나라(대한
민국)를 민주공화국으로 건설해서 민주공화국으로서 즉 공화국 국가로서 (외적을 막고 
도둑을 잡으며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등)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꾸려나가
야 하는데 결국 그렇게 꾸려나가는 역할이나 책임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인 국민 스
스로에게 있다. 이러한 점도 이론으로서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국민과 상관없이 
정해진 왕이나 독재자가 꾸려나가는 나라(예컨대 군주국이나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라면 그러한 국가에서는 그 왕이나 독재자(또는 노동당이나 공산당)가 국가
의 구성이나 조직이나 성격이나 그 나라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며 나아가 국가의 명운
도 그에 의해 결정되지만 민주공화국에서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이나 조직 등 누구를 
지도자로 모시느냐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성격이나 모습이나 정책방향이나 
명운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어떠한 자질이나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국민하기 나름으로 결정된다.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공화국1)이라는 점에 있다. 여기서 민주란 공화국의 정치체제
를 말하기 때문이다(이 점은 나중에 이야기 하겠다). 공화국에는 국왕도 세습귀족이나 
노예도 없으며 그 구성원인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국민(시민)으로 이
루어진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평등한 시민이 
어울려서 국가를 꾸려나가며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 시민이 스스로 군대를 꾸려서 외
적을 막아야하며(국방·안보) 화재나 지진이나 홍수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도
둑을 막고 시장의 질서를 지키며 감시하는 일(안전·질서유지)도 시민이 스스로 조직해
서 운영해야 한다. 공화국의 전통은 자기 가족 자기 마을은 자기가 스스로 조직하고 
무장해서 외적을 막았던 고대 아테네2) 및 로마공화국에서 시작되었다(공화국이라는 
개념은 로마에서 시작되었다. 아테네에서는 polis라 불렀다). 고대 아테네가 수십 배 
수백 배 큰 페르시아제국의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는 유명하다. 일본 작가 시오노 나
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3)이나 그리스인 이야기 I4) 등을 읽으면 공화국의 원형의 모
습을 살필 수 있다. 이 공화국의 전통은 유럽 중세 때 이태리의 베니스5)·피렌체, 스
위스, 1789년의 프랑스 혁명 후의 프랑스 등으로 이어졌으며,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
한 청교도 등 영국 이주민 마을에서 시작해서 미국독립 전 13개 주, 독립 후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6)에서도 그 원형을 읽을 수 있다.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은 인구수에서나 영토의 넓이에서 고대 도시국가와 비교가 되
지 않을 만큼 크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인 국민이 지녀야하는 의식구조는 

1) Maurizio Viroli, Republicanism, trans. by Antony Shuggar, (New York: Hill and Wang, 
1999) 등 참조. 

2) W. G. Forrest, The Emergence of Greek Democracy 800-400 BC, (New York: McGraw Hill, 
1966; A.H.M. Jones, Athenian Democracy, (Oxford: Blackwell, 1977) 등 참조.

3) 지오노 나나미 저, 김석희 역, 로마인 이야기 1, (서울: 한길사, 1992).
4) 지오노 나나미 저, 이경덕 역, 그리스인 이야기 I, (서울: 살림 출판사, 2017).
5) 지오노 나나미 저, 정도영 역, 바다의 도시 이야기 상·하, (서울: 한길사, 1996) 등.
6) Charles Stewart Goodwin, A Resurrection of the Republican Ideal, (Lanham·New 

York·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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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도시국가 구성원들의 의식구조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같은 오늘날
의 공화국의 구성원인 국민을 구지 시민이라 일컫는다. 대한민국 구성원인 대한국민
이 지녀야 할 의식구조도 시민의 의식구조 즉 시민의식으로 부른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지녀야할 의식구조 즉 시민의식을 설명해보자. 우선 쉬운 예를 들어 시작해보
자. 요 얼마 전(2017년 12월 21일)에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나 사망
자만 29명이 나온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이 참사의 원인 여럿이 복합적으로 작용했
다. 이 원인들 가운데 불붙기 쉬운 소재가 건축자재로 쓰였다는 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난 2층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아 탈출구를 막았다는 점, 그리고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 소화 및 구조가 지연되었다는 점을 들어보자. 이 점들
에게 공통되는 두 가지 요인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안전과 관련된 
법규 위반이 개재되어 있음을 들 수 있고, 둘째로는 공동체의식의 결여를 들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곳의 불법주차는 교통법규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또 
누가 일러주지 않더라도 내 자신, 나의 이웃, 나의 마을 사람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야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주차한 사람들이 스
포츠센터 같은 다중이용시설 앞에 소방차의 진입을 막아 내 가족 내 이웃 내 마을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리라는 생각을 조금이라고 생각했었겠느냐, 주차금지구역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겠느냐, 조금이라도 그렇
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불법주차를 했었겠느냐, 교통경찰 등 주차
단속원들도 법으로까지 단속하는 나의, 내 이웃, 내 마을의 안전 등이 개재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설사 했더라도 가볍게 생각했
겠지. 결국 불법주차 하는 사람도 불법주차 단속하는 사람도 모두 공동체의식이 없었
다, 혹은 없었다고 할 만큼 약했다고 할 수 있으리라. 결국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
은 국민 개인 차원에서 자기와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의식,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라는 의식이 매우 미약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일이라고 의식했으면 그럴 수
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교통경찰의 차원에서도 마
찬가지라고 생각된다. 공동체의식은 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뇌물의 수수에 따른 혹은 
호의로 하는 봐주기를 그렇게 쉽게 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18년 1월 9일자에 조형래 기자(산업2부장)가 쓴 글에서 인용한 다음 글
보다 더 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공동체의식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은 없어 보인다. “충
북 제천 화재 때 소방차들이 왜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불법 주차 차량을 밀어버리고 
진입하지 못했을까. 한 현직 소방관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출동하다
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 옆부분을 살짝 긁었는데, 차주(車主)가 CCTV를 보고 찾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결국 직원들이 각출해 물어줬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 규정이 제정되면 달라질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는 ‘면책 규정이 있더라도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화재가 나면 
항상 소방관 출동이 늦었다고 시비가 붙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방센터가 자기 집 주변
에 들어오는 것은 기겁을 합니다. 면책규정이 생긴다고 이런 이중(二重)적인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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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뀔까요?’ 그는 또 ‘큰 화재 때 사다리차를 타는 직원이 1명이라면 무전기를 들고 
지시하는 사람은 5~6명’이라며 ‘사다리차보다는 무전기를 들려는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소반공무원을 아무리 늘려도 소용없다’ 고 말했다.” 불법주차 문제도, 여기서 지적
한 것과 같은 면책규정 마련의 문제도, 소방센터를 편리한 곳에 두는 문제도 모두 공
공선의 문제이며, 제천 화재에서 사회전반에 깔린 공동체의식 결여의 현상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동체의식은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는 애향심이나 애국심의 형태로 표현된다. 공동
체의식은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급할 때 자발적으로 자원입대하는 모습으로도 표
현된다. 옛적의 의병의 경우도 그러하다. 가령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축구경기 관람
을 위해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빽빽하게 모인 군중들이 열열이 응원하면서 자발적으로 
옆 사람을 배려하며 경기 끝나면서는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며 자리를 뜨는 현상 
같은 경우도 그러하다. 나라가 위급하거나 축구 한일 전 같은 운동경기를 관람할 때
와 같은 경우가 아닌 일상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모두의 운명이나 생명이나 안전
이나 건강 등 우리 모두의 공공복리가 달린 문제의 경우라도 즉 우리 모두가 함께 속
한 공동체의 운명이나 안전이나 안녕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것이 공동의 안
보(운명), 공동의 안전, 공공복리의 문제라고 의식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다. 일반적
으로 법의 경우가 그러하다. 법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그 구성원인 공동체의 안보(운
명), 안전 등 공공복리의 문제를 강제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
이다. 법은 공동체의 운명, 안전 등 공동체의 공공복리 때문에 제정되며 존재하는 것
이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교통법규의 예를 들어보자.
  내가 차를 운전해서 네거리에 이르렀을 때 파란 불이 켜진 것을 보면 안전하게 직
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건너고 있
는 네거리의 왼 쪽과 오른 쪽의 신호등에는 빨간 불이 켜져 있을 것이고 좌측과 우측
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은 빨간 불을 보고 정차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 상호간에 이러한 신뢰가 없으면 내가 안심하고 네거리를 건널 수 없을 것이
고 설사 이러한 신뢰가 없더라도 건너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 
없이 건너려면 모험을 각오하거나 좌우를 살피면서 극도의 조심 운전으로나 건널 수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골의 네거리 같이 비교적 한가한 네거리에는 신
호등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고 거기에도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룰
(rule 또는 규칙)이 있고 또는 서로 양보해가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이처럼 
제대로 기능하는 공동체라면 법이나 사회규범적인 원칙이 있고 법이나 이 원칙을 지
키는 것(즉 준법)이 시민사이에 신뢰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처럼 시민(공동체 
구성원)들이 법과 사회규범을 지킨다는 신뢰가 없으면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리라는 점도 분명하다. 결국 법이란 내가 그 일원인 공동체의 국방, 안전 등 핵심
적 가치·이익(공공이익)의 문제, 즉 법이란 공동체의 생존과 향상(survival and 
betterment)의 문제다. 그러한 만큼 준법은 시민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자질의 문제, 
도덕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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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법만이 그리고 이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만이 공동체를 제대로 원만하게 작동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공동체에는 시민에게 따를 것을 요
구하는 수많은 사회규범과 시민이 갖추어야할 인성(civic virtue 시민덕성 또는 시민
의식)들이 있다. 서로 상대방을 신뢰하고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소통하고 서로 양보
하며 혹은 타협하고 합의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며 책임지는 태도·자질 등이 그러하다. 
위에서 언급한 공동체의식도 시민이 공유해야할 그러한 태도·자질이라 할 수 있다. 마
을과 같은 작은 공동체라면 법 없이도 이러한 사회규범과 시민의식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법은 이를테면 이러한 사회규범과 시민의식만
으로 잘 작동하지 못하는 예컨대 오늘날의 공화국 같은 대규모 공동체의 경우에 요구
되는 사회규범과 시민의식의 최종적 보완제(補完劑)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공
동체의 법규범을 지키고 따르는 준법정신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공동체의 작동에 필
수 불가결한 시민의식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겪어 온 것 같이 급격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민의식 때문에 준법정신은 더욱이 오늘날의 공동체 작
동을 위한 시민의식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된다. 예컨대 시민의식은 느긋하게 우마
차를 끌던 시대에 머물러있는데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일상인 현대 도시에서 
요구되는 교통법규를 상정한다면 시민의식과 변한 시대, 그리고 이 시대에서 요구되
는 법과의 괴리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시대변화와 함께 시민의식이 변했
는데 법은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경우의 괴리도 우리는 상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규율을 자발적인 사회규범이나 시민의
식에 맡기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사회규범이나 시민의식에만 맡기지 아니하고 법을 
제정해서 법으로 규율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 최선이냐 하는 
공공선(公共善 common good) 발견의 문제로 대두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선은 어
떻게 발견에 이르게 되느냐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것은 결국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토론 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마을이나 도시국
가의 경우라면 시민이 직접 광장이나 공회당에 모여 갑론을박을 거쳐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소수의 대표를 뽑아 이들로 하여금 최적의 안을 만들게 하
고 이 안을 광장(민회)에 모인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민의 합의에 이르느
냐 혹은 이를 배척하고 새로 시민의 합의도출에 이르게 하느냐 등의 여러 장치를 통
해 직접민주주의식 합의에 이르도록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인구나 영토가 훨씬 큰 
현대 공화국의 경우에는 시민이 현명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최적의 동료 시민을 그들
의 대표를 뽑고 이 대표로 하여금 시민의 합의에 가름하는 최종 결정을 행하게 하고, 
혹은 사안에 따라 그 결정을 국민투표로 확정케 한다든지 시민은 대표선출과정에서, 
여론을 통해, 혹은 청원권의 행사를 통해, 혹은 국회에서의 공청회나 입법예고제와 같
은 장치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시민의 합의에 
이르는 대의제 또는 간접민주주의 장치다. 이러한 사항들은 공공선을 위해서 다 공화
국(대한민국)의 헌법에 미리 마련해 두고 있는 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민주주의절차에 의하든 대의제민주주의절차에 의하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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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과정을 거쳐 이르게 된 최종 결정 즉 입법은 구성원인 시민의 합의에 의한 것이
라는 점이다. 그러한 까닭에 법은 타율적인 법 또는 탄압의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
율에 의한 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어느 과정이나 단계를 거치든 다양한 의견과 이
해를 가진 시민들이 모여 합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시민윤리, 
시민의 덕성(civic virtue), 시민의식을 상정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하다. 어느 시민
도 다른 시민보다 더 우위나 하위에 있지 아니하고 평등하고 자유롭다. 이러한 시민
들이 서로 신뢰하고 합의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서로 소통하고 공공선을 위해서 타협
하고 양보하며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 및 요구되는 시민의식
은 시민이 모여서 민주공화국을 형성하고 관리하며 운영하는 정치체제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방금 보여준 시민의식으로 작동하는 정치체제는 결국 자유
민주주의체제일 수밖에 없다. 민주공화국의 민주는 공공선의 발견을 향해 공화국을 
작동하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정치체제 즉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 이 점은 민주공화
국과 대척점에 있는 인민공화국(북한, 중국 등)을 움직이는 정치체제를 살펴보면 분명
해 진다.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농민에게 있고 노동자·농민의 전위대임을 밝히
고 있는(즉 노동계급이 이끄는) 노동당 또는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며(이끌며) 국
가와 그 구성원인 국민 사이에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democratic centralism)에 
따르는 인민민주주의독재가 지배한다. 따라서 그 구성원은 노동당·국가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참여해서 토론하고 공공선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
에 이른다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아니 하다.

  (나) Recapture:
  위에서 말한 바를 약간 다르게 서술해보자. 우리나라(국가=대한민국)는 민주공화국
이고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헌법 제1조). 그리고 이때의 국민은 우리 모두
를 아우른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모두(we the people)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은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국가지도자(일제 또는 
독재국가의 지도자나 공산국가의 공산당이나 노동당)가 결정한 정책이나 결정(법률 
등)을 그것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든 구속력이 있는 명령이든 수동적으로 이를 받들
고 따르면 충분하고 국민에게는 국가지도자를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수단도 없는 그러
한 나라와는 아주 다르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거나(국민투표의 경
우) 우리가 선택한 국가지도자를 통해서 결정한바(정책이나 법률 등)를 우리는 누리고 
따라야하는 입장에 우리가 서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 바를 우리 스
스로가 따라야 하는 위치에 서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만큼 우리(개개의 국민으로나 공동결정에 나서는 국민)가 국가의 여러 가지
(안보, 안전, 정책 등)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다루기에 적합한 일정한 능력, 자격, 
품격 내지 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 품격 내지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국가(즉 우리)가 
결정한 것을 나 몰라라 하거나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한 독재자의 결정같이 또는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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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같이 타율적인 것처럼 마지못해 따를 수는 없다. 즉 우리는 결정하는 사람으
로서 그리고 국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윤리 내지 사명감
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배심재판을 상정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
다. 재판이란 국가기관인 판사가 하는 재판이든 일반인인 배심원으로서 재판하든 재
판은 국가행위고 그 결정(즉 재판받는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 등에 관한 판결이나 
평결)은 판사, 검사, 당사자나 일반인들도 모두 구속하며 모두 이를 따라야 한다. 판
사는 남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중
립적으로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평하며 정의롭게 재판이나 결론도출에 임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민대표를 선출하든 국민투
표에 참여하든 국민은 국정을 판단하는 일종의 배심원(국가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국가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민주공화국의 국민은 
국정(선거, 투표, 여론, 집회, 시위 등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판단이나 결정)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배심원처럼 갖추어야할 일정한 품격, 인성, 윤리 등을 갖추어
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놀이와 같은 순전히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맡겨진 행위가 아니고 일종의 국가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민주공화국의 구성
원인 국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준법의식 등 시민의식을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시민의식, 시민윤리의 수준이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품격을 결정할 것임에 
틀림없다.

  (다) 민주공화국=대한민국=국가공동체의 구성원=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civic virtue)

  ① 국민의 2중적 지위
가.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nation) 
   국민(nation)=국가(nation-state)

* 국민의 선거권의 일환으로 행사하는 투표권의 행사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
하는 일종의 공무다. 그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을 뿐이
지 투표권의 행사가 일종의 공무라는 성질을 지님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투표권의 행사는 권리이자 공적 의무라 하고 있다. 그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
의 부과로 투표권의 행사를 강제하는 공동체도 생각할 수 있다. 투표권의 불
행사는 국가 형성이나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 환기를 위
한 시위 조직이나 참가도 그 성격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시위는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in-put) 공적 행위이지 오락과 같은 순전한 개인
의 사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위 등이 전혀 작동치 아니하는 공
동체라면 그것은 독재체제에서처럼 국가가 시민과 상관없이 독주하는 공동체
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북한이나 중국에는 관제 시위만 존재한다.

나. 개개의 국민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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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한민국=민주공화국=국가(공동체) 
           그 구성원(국민)=시민

가. 민주공화국은 군주국가·인민공화국과 차별화
* 군주국가의 주권은 군주에 있고 구성원은 백성(subject), 소극적 수동적 지
위에 있다.
그 국민은 국가의 혜택은 받으나 국가운영의 주체가 아니다.
*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농민에게 있으며 그 실권은 노동자·농민의 전
위대인 노동당(공산당)이 가진다. 구성원(국민)에게 기본권이 있으나 이를 담
보하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 원리, 특히 사법권의 독립이 없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소극적 수동적 지위에 있다(→신민 臣民). 독재국가에서는 독재
자의 명령이 계층구조 하단에까지 왜곡됨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집행되도록 
법치를 강조한다. 이처럼 독재의 효율성을 위해 강조하는 법치는, 권력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Rule of Law)와 달리, 독재의 효율성 
담보를 위한 그야말로 법치(Rule by Law)라고 한다.

나. 민주공화국의 개개의 구성원은 각자 자유·평등한 위치에서 공공선의 발견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며 타협과 합의를 통해 결정에 임하며 적극적·능동적
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운영하며 책임지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시민(citizen)이라 개념
화한다.

  ③ 민주공화국의 적극적·능동적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civic virtue)들:
적극적 참여, 공사 준별, 상호신뢰, 관용, 소통, 양보, 타협, 책임, 헌신, 희생정
신 등,
민주공화국=공동체의 법규범에 대한 존중 즉 법존중(respect for the law) 의무
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함. 법치주의(Rule of Law)의 토대이
기 때문. 법존중=준법의무는 납세 및 병역의 의무와 함께 시민의 3대 공의무. 

  (라) 법치주의(Rule of Law)는 시민의 준법 의무(정신)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기능은 권력통제(control of power)에 있으며, 시민의 준법의식(의무)
이 받쳐주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① 법치주의(the Rule of Law)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기초다. 법치주

의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에 관한 신뢰와 예측가능
성 및 안정성을 주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장치, 사법
권 독립의 기초가 된다. 법치주의는 권력통제를 내용으로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없이는 불가능.

  ② 사유재산권의 보장 및 계약의 자유 등 경제활동의 자유 즉 시장경제 질서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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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 재산, 내가 투자한 것이 보장된다는 신뢰 없이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③ 유교적 법 개념은 법치가 아니고 예치(“법 없이 사는” 세상)를 이상으로 생각. 
법치주의(Rule of Law)는 법을 통한 정의(자연법·인권 등)의 실현을 이상으로 
생각.

  ④ 불법, 탈법 등 법망을 피하는 것은 시민 모두를 위해서나 나 개인을 위해서나 
손해.
인맥(의리)이나 부정부패는 준법(법치주의)을 훼손한다. 인맥현상과 부정부패는 
법치주의의 반대지표. 

3. 준법(Respect for the Law)과 시민의식(Civic Virtue)

  (가) 법을 따르고 존중하며 지키는 현상을 준법이라 정의(定義)할 수 있다. 그래서 
준법은 일차적으로는 법을 지키는 개인 행위자 차원의 문제이다. 자발적인 준법의 태
도가 습관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다면 공동체 차원에서 준법을 문제 삼아 이를 담보하
는 장치(즉 법의 준수를 강제하며 그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처벌 등 제재를 가
하는 장치)를 지녀야할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준법의 태도가 보편화되어 
있어 준법을 담보하는 이행 강제장치가 불필요한 그러한 공동체는 실제로는 이 세상
에 없다. 다만 준법이 일반화되어 있어 이를 강제하는 장치가 작동되어야할 필요가 
거의 없는 사회와 범법이 여기 저기 꽤 넓게 일어나고 있어 그 필요성이 대단히 큰 
사회가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이 같은 작동의 필요성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가공동체치고 준법을 강제하는 장치를 지니지 않는 공동체는 없다. 그
래서 준법은 공동체 차원의 문제가 된다.
  물론 공동체의 구성과 존립을 위해서는 법만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예의·도덕 등 
다른 사회규범도 요구된다. 사실 동양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법 없이 사회규범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즉 법 없는 사회를 이상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법 없는 
사회는 그 구성원의 구성이 동질적인 전근대적 소규모의 공동체에서나 가능할까 그 
구성원이 복합적(complex)·다원적으로 구성된 산업화된 오늘날의 국가공동체에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상이며 최종적으로 법 없이도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삶이
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도 준법은 공동체 존립 차원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사정은 독재국가의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나라의 틀은 궁극적으로는 법으로 구성·조
직·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독재국가의 법치는 독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
이지 민주공화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권력통제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함
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나) 아무리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삶이라도 준법이 상당한 정도로 습관화되거나 다
른 사회규범의 도움 없이 100% 법적 강제만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삶은 이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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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100% 법적 강제만으로 공동체의 삶을 조직하고 
운영한다면, 예컨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준법을 강제하는 경찰을 붙여야한다
면 우선 그 운영비용만으로도 공동체의 존립을 불가능케 만들 만큼 엄청난 예산이 요
구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 따르지 아니하는 개개의 법은 거의 효력이 없는 법으로 전
락하게 된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러한 법은 공식적으로 폐기되거나 
개정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만약 다른 사회규범(더구나 법을 준수하게 만드
는 사회규범)과 함께 준법이 습관화·생활화된다면 법집행을 위한 비용은 최소화되리라
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법이 효력을 갖는 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법을 지지하거
나 습관적으로라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구성원이 
공유하는 자발적 준법의 태도(이를 준법태도·준법정신이라고 하자)는 공동체의 합리적 
조직과 운영(즉 공동체의 존립)의 기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준
법은 공동체 존립 차원의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준법 의
무는 납세 및 병역 의무에 이어 국민의 3 대 공의무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대 임시정
부헌법(1944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의미심장하게도 그 6조 2호에서 3호의 병역의
무 및 4호의 납세의 의무와 함께 법 준수의무를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준법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을 한번 살펴보자. 
준법(의 태도 및 정신)이 중요한 첫째 이유는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준법이 국가공
동체 구성·국가공동체 존재(실존)의 기본이 된다는 점이다. 또 준법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준법이 따르지 않으면, 특히 권력담당자의 준법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잠시 후
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공동체의 경우에는, 국가공동체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의 바탕이 
되는 법치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법치주의가 바탕에 깔려있지 아니하
고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는 제대로 작동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준법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 
등 시민의식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다) 그러한 까닭에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준법 현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적으로 살펴보자. 준법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는 법의 제재조항을 그 밑바탕(bottom line)에 깔고 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법의 처벌조항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수사, 기소, 재판, 처벌 등의 범
죄나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이를 위한 경찰, 법원, 교도소 등의 운영을 위한 비
용 등 사회적·국가적 비용이 든다. 만약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등 제재장치가 비상상
태나 비용의 문제로 작동치 않거나 작동치 못하는 상황(예컨대 모든 상황에 CCTV나 
경찰을 배치할 수 없는 것이니까)에 서게 되는 경우라면 준법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한 경우에 공동체의 법규범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사회규범이나 도덕
규범 또는 종교규범이 있어 작동한다면 법질서는 지켜지면서도 사회적 국가적 비용도 
적게 들 것임은 물론이다. 나아가 어느 정도의 자발적 또는 습관적 이행이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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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제적 이행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따르지 아니하는 법규범
이라면 그러한 법규범의 실질적 효력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구나 
상당한 정도로 국가공동체의 법규범에 대한 자발적 또는 습관화된 이행 또는 준법이 
확보되어있지 아니한 그러한 국가공동체의 존립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상정된다
함은 이미 언급한 바이다. 그러한 까닭에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일상화된 준법문
화의 존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법규범 못지않게 시민의식의 일
환으로 준법정신 또는 준법의무가 강조되며 요구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래서 준법
정신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핵심이라고 해야 옳다.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준법정신이 
공동체 생활을 위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법의 이행 즉 준법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활용하는 제재(sanction)장치에는 
그 불이행이나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과태료나 벌금 또는 형벌 부과)함과 같은 우리
에게 익숙한 소극적·부정적 제재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그 이행을 격려하기 위
하여 모범적인 우수 이행자에게 주는 상장수여나 일정한 이익(예컨대 세제혜택)의 제
공과 같은 적극적·긍정적 제재도 활용된다. 이러한 마당에 명절 때마다 대통령이 연례
행사로 단행하는 대규모의 특별사면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7) 
대통령의 특별사면제도는 옛 군주국가의 군주가 백성에게 베푸는 시혜(grace)에서 유
래된 제도다. 그래서 200년도 전에 미국 헌법제정 당시 대통령에게 이 특권을 부여함
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다. 그래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분열에 대한 치유 내
지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겨우 통과된 특권이었다. 이러한 연유나 이것이 법치주의에 
영향 미치는 제도의 특성상 신중히, 특히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유로 예외적으
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나온다. 우선 우리나라에서처럼 대규모로 수천 명 수
만 명씩 시행하는 특별사면은 범죄 등 범법행위의 수사에서부터 재판 및 수감에 이르
기까지 제재장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찰·검찰·법원·교도소의 설립, 제도 및 인
원 유지·운영비용 등 기왕에 들어간 엄청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결과적으로 무의미
내지 낭비하게 만들며, (특별사면 시 많이 활용하는 생계형 범죄나 음주운전과 같은 
경범자라는 널리 쓰이는 명분을 지니는) 범법자들에게 범법해봤자 언젠가 만기 전에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케 함으로써 준법정신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당리·당략이
나 이념적인 편파적 특사를 행하게 만들 가능성을 크게 한다. 이러한 특별사면은 장
기적으로는 준법의식, 나아가 법치주의의 증진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치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라) 준법(특히 국가기관의 준법)을 담보·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활용하는 장치로 
방금 언급한 시민의 범법행위에 대한 제재장치 외에도 정부기관의 위법·불법·탈법 등
을 정기적으로 감시·조사해서 시정케 하는 행정부 내의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제도, 감사원을 두어 감사원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케 하는 
감사원제도, 그리고 국회가 행하는 국정감사·국정조사제도 등 위로부터의 감시 장치를 

7) 최대권, “코드 特赦는 ‘불법시위 면허’ 적폐다,” 문화일보 2017년11월27일자 포럼에 실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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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동시에 국민(시민)으로 하여금 밑으로부터 정부의 위법·불법·탈법 등을 감
시하고 시정케 하는 국민에 의한 감시 장치 즉 아래로부터의 감시 장치도 활용하고 
있다. 행정소송제도와 헌법소송제도가 시민이 정부의 범법행위를 가려내 이를 시정케 
하는 제도적 장치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이 가지는 재판청구권과 함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청원권도 기능적으로 시민이 지니는 정부기구의 준법을 
감독하고 시정케 함으로써 정부의 준법을, 그리하여 법치주의의 권력통제기능 실현을 
증진·담보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마) 우선 법을 안다(인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을 따르며 지키게 만드는 기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법을 안다고 해서 다 그 법을 따르며 지키는 것이 아님은 
경험측상 우리가 알고 있다. 이 같은 법의 인지와 준법행위의 괴리현상은 어떻게 설
명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하여 준법현상을 분석적으로 살펴보자.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준법(정신 또는 문화)은 인지적(cognitive) 요소, 정서적(affective) 요소 및 평가적
(evaluative)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8) 우선 법을 안다(인지적 요소를 갖
추었다)고 하여 다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준법에 소극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정서적 및 평가적 요인들이 작동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에는 전통적으로 법이라면 이를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아니하는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소위 정서법이 그것이다(정서적 요소). 전
통적인 유교적 법 관념은 적극적으로 법에 대한 불복종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법
보다는 도덕이나 예절을 우선시해서 법을 앞에 내세우면 못마땅하게 느끼는 정서가 
깔려있는 것이다. 공자는 논어(위정 편)에서 “법령에 의해 지도하고 형벌에 의해 규제
하면 백성들은 형벌만 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짓을 하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도덕에 의해 지도하고 예에 의해 규제하는 경우에는 도덕적인 수치심을 갖
고 더 나아가 바른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송사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나도 다른 사람과 같게 하지만 반드시 송사가 없게 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
다.  우리네의 좋은 이웃에 대해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상투어도 공자의 이러한 
생각과 같은 맥락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법을 경시하는 경향으로도 이어진다.
  이와 평행되게 우리의 전통적 법의식은 대체로 법은 나뿐 짓에 대한 처벌(형벌)의 
의미로 쓰이지 좋은 일(예컨대 정의나 도덕의 실현)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경향을 보
인다. 그런가하면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지 법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
라는 편의주의(便宜主義)적 생각에서 “법을 지키면 나만 손해다”는 생각을 하고, 명분
만 쥐어주면 법을 쉽사리 버리는 태도를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다(평가적 요소의 작
동). 또 법을 어겼을 때 오는 이익이 법위반에 대한 제재가 주는 불이익보다 더 클 
때는 법을 서슴없이 어기는 경우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역시 평가적 요소의 작
동).  그러나 법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법에 의존하거나 주

8) 최대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09면 이하; 최대권,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관한 한 담론: 법을 따라야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본질과 현상 2015년 겨울 호, 27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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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역시 평가적 요소). 고소·고발사건이나 소송제기 율이 일본의 수십 배 수백 배
에 달한다. 기존 법률에 도전하는 헌법소송도 일본과 비교하면 가히 소송공화국이라 
할만하다.9) 그러나 부정부패는 이를테면 후진 국가의 수준이어서10) 소위 김영란법(부
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5)을 구지 필요로 하고 있다. 뇌물 
수수 못지아니하게 준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평가적 요소로 연고 내지 인
맥현상을 또한 들 수 있다.
  인맥현상(혈연·학연·지연 등에 따라 형성되는 연고주의현상)과 부정부패는 함께 가
는 수가 많음을 관찰할 수 있다. 부정부패는 공직자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르는 경우
도 많지만 대체로 인맥이 닿는 공직자에게 접근해서 또는 공직자가 인맥이 닿는 사람
을 봐주기 위해서 부정부패행위를 하고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대체로 후한 대
접이나 선물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맥현상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의 
범법행위와 달리 부정부패에 인맥현상이 개재된 부정부패의 경우에는 이를 부정부패
라고 딱 부러지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예컨대 전관예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리
고 선후배나 동기동창인 또는 지연이 닿는 법관 등 공무원에게 주는 선물의 경우). 
연고주의 내지 인맥현상은 전통적인 의리(義理)문화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더욱이 그
러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준법문화는 정서적·평가적 차원에서 법경시사상, 법편의주
의 및 법도구관이 여러 모습과 강도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법경시
사상, 법편의주의 및 법도구관은 법치주의의 기초인 준법을 위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법을 쉽게 생각하고 준법을 이기적으로 다루게 만드는 이러한 법경시사상, 법편의주
의 및 법도구관적인 법의식은 인맥과 연계된 연고주의현상(소집단주의)을 매개로하여 
준법의식의 바탕인 시민의 공동체의식을 저해한다. 그래서 끼리끼리 해 먹는다는 생
각을 갖게 하고 연줄이 닿지 않는 경우에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Michael 
J. Sandel은 미국사회의 개인주의를 매개로해서 자유주의가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저
해한다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으나11)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소집단주의라 할 인맥(연
고)주의를 매개로하여 파벌 조성에 기여함으로써도 공동체의식을 저해하며 시민의식
을 저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바) 한편 법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 등 법적 강제장치가 작동치 않을 경우를 포함

9) 한국인의 소송제기율을 보면 민사사건의 경우엔 일본의 4.5배 정도이고, 형사 고발·고소 건수는 1만 
명당 년 50만 건으로 년1.3건인 일본의 60배이며, 헌법소송의 경우에는 탄핵사건을 포함해서 년 평균 
1천5백건이 넘어서 (헌법소송기관이 대법원이냐 헌법재판소냐의 구성상 차이는 있지만) 헌법소송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작동치 아니하는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소송천국이라 할 수 있다. 
김도현, “소송증가는 계속될 것인가?: 제소율과 경제요인의 관계분석,” 법과사회, 48호(2015.4.), 
249-279면, 특히 262- 263면; [제53회 법의 날 특집] “고소·고발 공화국, 고소·고발 한 해 평균 50여
만 건...검찰도 ‘골머리’,” 법률신문, 2016.4.25.일자; 헌법재판소공보, 250호, 2017.8.20.일자 10-11
면; 崔大權, “比較 社會·文化的 文脈에서 본 司法積極主義와 司法消極主義: 하나의 探索,” 서울대학
교 法學, 46권1호, 19-39면 등 참조. 

10)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2014년에 아프리카수준인 세계43위에, 2015년에 
37위에, 2016년에는 52위에 머물러있다.

11) Michael J. Sandel, Democracy’s Discontent: America in Search of a Public Philosoph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s,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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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법적 강제장치와 반드시 관련시키지 않고도 준법을 강제하는(즉 준법을 위의 정
서적 내지 평가적 측면에서 적극적·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사회규범이나 도적규범 또
는 종교규범의 뒷받침이 있다면 법적 강제의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아니하고도 준법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12) 예컨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보면 법은 임금
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군주국가에서 임금님의 명령은 
반듯이 법적 강제장치 때문이 아니라 신하된 도리로서 마땅히 따라야하는 의무가 있
기 때문에 준수해야 한다. 성경은 곳곳에서 법의 정신을 지시해주는 “정의”, “공의(公
義)” 등을 거론하고 있어서 나쁜 일에 대한 처벌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도 법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법을 따라야할 도덕적 의
무를 논하기에 썩 적합해 보인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
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위
기 19:15), “너희는 재판할 때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레위기 19: 
35),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
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로마서 13:1), “모든 성경은 하나
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
모데후서 3:16)와 같은 성경구절이 그러하다. 이와 같은 기독교적 종교규범은 군주국
가가 아닌 공동체에서라도 준법정신을 제고하기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만 하다. 왜
냐하면 준법의 긍정적·적극적인 정서적 및 평가적 요소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군주국가도 아니고 온 국민이 기독교도로 이루어진 기독교국가도 아닌 주권
재민의 민주공화국(=대한민국=국가공동체)에서의 준법정신 내지 준법문화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국가의 명령을 따를 뿐인)군주국가나 독
재국가의 신민(subject; 백성)이 아니고 국가공동체의 적극적·능동적 구성원인 국민
(citizen; 시민)으로서 소극적·수동적으로 법을 따른다는 준법(Obedience to the 
Law)을 열거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모
두 함께 적극적·능동적으로 일구어 나가는 공동체(we; 우리)의 법에 대해서 정서적으
로나 평가적으로도 법을 기꺼이 따른다·존중한다는 준법(Respect for the Law) 즉 
공공선(公共善)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능동적으로 따라야 하는 준법문화(civic virtue, 
civic culture)는 시민의 덕목의 필수 요소일 수밖에 없다. 즉 준법은 사회정의의 실
현 등 공공선의 달성을 위해 시민에게 요구되는 시민의식의 하나여야 한다.
  왕조시대나 일제 강점기라면 법이 타율적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또는 처벌이 무서워
서 따라야 했고, 경우에 따라 법에 저항하는 것이 미덕(또는 애국)일 수 있었다. 그러
나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에서는 법은 우리 모두가 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 모
두가 힘을 합쳐 일구어나가는 자율적 법규범이기 때문에 법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준
수해야 한다. 즉 법은 우리 모두의 법이기 때문이다. 법을 따르면 나만 손해 보는 대
상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즉 준법은 공동체 전체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13)는 점이 

12) 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관한 한 담론,” 2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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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을 시민의식의 하나로 열거하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법에 
따라서는 불공정하거나 정의에 반하는 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은 그야말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예컨대 여론형성, 청원, 위헌소송제기, 
시민의 여론이 반영된 법률개정 등을 통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바로 잡아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자기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 
따르기도 하고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따르려하는 전통적인 소극적·수동적 
자세로는 제대로 기능하며 번영하는 민주공화국을 구성·운영해 나갈 수는 없다. 민주
공화국의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칭한다 함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4. 법치주의(Rule of Law)14)

  위에서 법치주의의 실현을 담보하는 시민의 준법의식 내지 준법문화의 여러 요소와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곳에서는 법치주의를 살펴보자. 법치주의(Rule of Law)는 무엇
보다도 권력통제(control of power), 그것도 권력담당자에 대한 권력통제를 그 핵심
으로 하는 제도(즉 헌법)차원의 문제다. 헌법에서 권력통제의 기능을 빼면 그러한 헌
법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장식적 헌법일 수는 있어도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즉 규범
적 헌법)일 수는 없다. 그러한 까닭에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integral) 핵
심적 작동 요소가 된다. 독재국가에서도 통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
의 준법은 국가운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함은 이미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법치(즉 헌법)는 권력담당자(예. 공산국가의 공산당)에 대한 권력통제 기능을 
결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그래서 독재국가에서의 준법은 신민(臣民)인 구성원들
의 법에 대한 복종(obedience to law)이 그 중심일 수밖에 없다. 과거의 나치나 소비
에트 러시아, 그리고 오늘날의 북한이나 중국의 경우가 그러한 법치(Rule by Law)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이처럼 준법, 무엇보다도 권력담당자의 준법이 전제되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실현될 
수 없는 관계에 서게 된다. 그래서 준법 의무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납세 및 병역 
의무와 함께 국민의 3대 의무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면 준법, 특히 권력담당자의 준
법이 전제되지 않으면 법치주의, 나아가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

13) 준법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은 위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교통법규의 예를 들면 가장 잘 이해
될 수 있다. 확실히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
면서 공교육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공교육을 미국 등 선진국의 명문학교의 그것에 못지않은, 사교
육이 불필요한, 훌륭한 최상의 공교육으로 만들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훌륭한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것이 안 되니까 사교육에 밀리고 외국에 조기유학 보내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회의 양극화현상과 맞물린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교육은 
왜 안 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는 준법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까?

14) 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251면 이하, 특히 277면 참조. 그리고 崔大權, 憲法學講義, 증보판, (서울: 
박영사, 2001), 321면 이하; Brian Z. Tamanaha, On the Rule of Law: History, Politics,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Tom Bingham, The Rule of Law, 
(London: Penguin Books, 2010); Tom Ginsburg and Tamir Moustafa, eds., Rule by Law: 
The Politics of Courts In Authoritarian Reg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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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의와 시장경
제에 바탕을 둔 우리의 공동체 대한민국의 성립과 운영에 절대 필요불가결한 시민구
성원 사이의 신뢰의 그 밑바탕에는 법치주의의 전제가 되는 자기가 속한 국가공동체
의 법에 대한 준법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예를 든 바와 같이,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가 켜지면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서 있는 전면 왼쪽·오른쪽 
차선에는 빨간 신호가 들어와 있고 그 쪽 차선에 들어선 차들은 그 빨간 신호를 보고 
정지해 있어서 나는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교차로
를 건너 전방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 법규범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준법은 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 신뢰의 기초가 된다. 내가 누리는 자유도 내가 속한 
공동체 법규범이 준수된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다. 또 내 소유권이 법으로 보
호된다는 믿음이 없다면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이 법치주의는 자유민
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가능케 하는 구성원 사이의 상호신뢰의 바탕이 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한(integral) 부분이자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질서의 기초
인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통제에 있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권력통제는 헌법의 기본
권 보장과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통해 실현된다. 바로 이점이 자유민주
주의 국가를 독재국가로부터 차별화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다만 독재국가도 독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법치를 강조한다. 나치 독일이 대표적이고 지금 중국도 공산당의 
권력독점 및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운영을 위해서 법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의 나라에서는 법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권력담당자 즉 나치당, 공산당 등이 
존재한다. 즉 법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법이 권력의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헌법현상으로 법의 집행(행정·사법)은 법의 지배를 받으나 법의 형성(입법)
은 그러하지 못하고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독재국가들의 법
치는 그래서 그야말로 법치(Rule by Law)라고 부른다 함은 이미 언급하였다. 이 용
법과 함께 thin rule of law 및 thick rule of law도 법치주의를 설명하는 다른 문
헌에서는 쓰이고 있다. 후자는 중국 등의 “법치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법
치주의의 정의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법치주의를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
치주의를 엄밀히 정의(定義)해 둘 필요가 있다. 즉 법치주의는 다음의 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이란 자연법, 정의 등을 포
함하는 이성에 기초한 법, 특히 기본적 인권에 기초한 법을 의미한다. ⒝ 법치주의에
서 말하는 법이란 일반인이 아니라 국가권력담당자(입법, 행정, 사법 기관 등)를 향하
고 있다. ⒞ 국회가 제정하는 법(입법)은 모든 것을 구속한다. 그리고 ⒟ 무엇이 법이
냐의 판단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기관이 수행한다(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를 인민공화국 등 독재국가의 법치(Rule by Law)와 차
별화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다. 인민공화국 등 독재국가에서는 사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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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노동당·공산당 등)로부터의 독립은 없으며, 이와 아울러 법(법치)은 권력 통제
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정의(定義) 및 준법(Respect for the Law)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법치, 법치주의, 엄벌주의, 준법 등의 용어가 대단히 느슨하게 사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시민의식을 논함에 있어서 위
에서 정의한 바에 적합하게 준법과 법치주의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래서 시민의식의 한 덕목으로 준법 대신 준법의 적극적·긍정적 함의를 나타내는 법존
중(사상)이라 함이 옳다고 생각된다. 또 정의롭고 민주적인 법의 형성에 적극적·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는 생각에서 시민의식의 하나로 참여
(participation)도 열거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 법존중사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인
맥현상의 하나로 공과 사의 준별이 소홀이 되고 있는 점에서 공사준별 내지 멸사봉공
도 첨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준법은 시민의 기본윤리(civic virtue or ethics)15)의 핵
심요소다

  반드시 기독교신자가 아니더라도 준법(Respect for the Law)이 시민으로서의 기본
의무인 이유를 규명해보자. 우선 대한민국=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의 등식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세움에 있어, 군주(주권)국이나 (노동자·농민
이 주권자인)인민공화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기로 결단
(Entscheidung)하였다(헌법 전문).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개
개의)국민은 다른 (개개의)국민과의 관계에서 자유·평등한 지위에서 함께 국가(공화국)
를 적극적·능동적으로 구성·조직·운영하는 위치에 선다. 이러한 (개개의)국민이 함께 
하기로 뜻을 세워 이룩한 공동체가 (민주)공화국이다. 이러한 위치에 서는 공화국 구
성원인 개개의의 국민은 시민(citizen)이 된다. 그래서 국민=시민→국가의 등식이 성
립된다. 여기서 화살표→는 통제의 방향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군주주권국의 구성원
인 국민은 국가의 혜택은 누리지만 주권담당자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민
(subject, 백성)일 뿐이다. 인민공화국에서는 노동자·농민의 전위대인 공산당(북한의 
노동당)이 국가를 영도(통치)하는 위치에 선다. 노동당의 유일사상체계, 프롤레타리아
독재, 민주주의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 (조선노동당의)주체사상 등이 공
산당(노동당)→국가→국민(개개의 국민)의 등식을 보여주는 표어가 된다. 따라서 인민
공화국의 구성원은 권력담당자가 아니고 통치의 대상이지 주체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신민(subject 또는 백성)이라고 해야 옳다.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인 시민에게는 직접 또는 시민의 대표를 통해서 시민 스스로가
(즉 자기가) 만든(형성한) 법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국가

15) 위 Viroli, Republicanism; Iseult Honohan, Civic Republican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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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가 구성·조직·운영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한 까닭에 준법은 소극적·
수동적으로 이를 따라야하는 군주국이나 인민공화국에서와 같은 준법(obedience to 
the law, 법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속한 (민주공화국=)공동체
의 법규범에 대한 존중 즉 법존중(respect for the law)의 태도·사상을 의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준법은 시민의식 또는 시민윤리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공동체, 시민공동체의 법은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법은 남의 나라의 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속한 우리(공동체)
의 법이기 때문이다. 또 공동체의 법은 다양성(다양한 종교, 가치관, 이념, 이해 등)을 
지니는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의 최소한의 공통규범이기도 한 때문이
다. 나아가 시민의식(윤리)에는 공동체의식의 바탕위에 시민공동체 법규범의 형성을 
포함해서 공공선의 달성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능동적 참여(participation)의 책무도 
포함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공동체가 주는 여러 혜택을 받고 누릴 줄만 알았지 그러한 
혜택의 형성에 참여하는데 소극적·수동적이라면 사실 시민의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 
공동체가 주는 혜택을 받을 줄만 알지 그 혜택의 형성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줄 모른다면 그러한 구성원은 통치의 대상일 뿐인 신민의 지위를 자처하는데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또 우리의 시민의식 또는 시민문화를 생각할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공사(公私)준별의 관행이라고 믿는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윤리에는 공사(公私)준별(또
는 멸사봉공)의 태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사 준별의 취약은 인맥현상의 
작용에 의하여, 그리고 부정부패현상에 의하여, 생기는 일이 많다는 점은 위에서 설명
하였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함께 공공선(the common good)을 형성하고 실행하며 
지켜나감에 필수인 시민들 사이의 신뢰, 관용, 소통, 양보, 타협, 책임, 헌신, 희생과 
같은 덕목도 아울러 시민으로서의 윤리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덕목들은 준법의 인지적 측면을 넘어 준법의 적극적인 정서적 및 평가적 
요소로 작용하도록 만들 것이라 믿는다.
  법 개념의 사용에 대하여 생경하게 느끼는 일반적 정서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
러나 이번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를 통하여 생생하게 인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명실 공히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임이 각인되었다. 그러한 만큼 시민윤리 내지 
시민문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를 단순히 공동체로만 표기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제일 먼저 단언하면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으로 인식하고 다짐하며 표기할 필요
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 시민윤리 또는 시민문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꾸려가는 건전
한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의 형성과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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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과학적인 생명윤리

이인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자연과학은 자연계의 질서와 법칙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므
로 아무리 타당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받는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검
정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거나 가설로만 취급되어, 검정이 끝날 때까지 과
학적인 지식됨이 유보된다. 생명체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도 자연과학의 
한 분과이므로 이와 같은 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학문의 기초 지식
으로 축적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인성교육과 자연
과학의 만남은 어디일까. 그것은 생물학의 긴 역사에서 생명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어떻게 이 학문 속에 담겨서 변천해 왔는지를 밝혀 보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명되어
야 할 것이다.
  현대 생물학은 생명체가 지닌 유전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인
간이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물질적인 대상물로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 생명현상에서 느끼던 신비감은 이제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 결과 동물체나 인체
로부터 한 부분을 떼어내어 복제를 하거나 이식 또는 재생시키는 일 등을 생명윤리적
인 가치관을 떠나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 학문 속에서 전통
적인 생명 경외사상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인체를 대상으로 
한 의학의 발달은 한 세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으리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
고 있으며, 이제 생명체를 물질적인 대상물로 다루는 일이 놀라운 일도, 이상한 일도 
않을 만큼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말았다.
  인간 생명에 대한 전통적인 존엄성의 상실은 인간을 자연계의 수많은 생명체의 하
나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였지만, 역설적으로는 인간 또한 자연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생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새롭게 알게 하는 계기도 마련해 주었다.
  오늘 우리들이 이해해야 할 자연과학적인 생명윤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
되어야 할 것이다.

1. 생명 이해에 대한 역사적인 발전

 1) 생명관의 발전 – 생기론과 기계론
  생물학이라는 학문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고 자연과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B.C. 384~322)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생명체란 형상(form)과 질료(material), 그리
고 생기(soul, spirit)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형상이란 
사물이 지닌 생김새를 결정하는 틀이고, 질료는 그 형상을 구체화시키는 물질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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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요소는 자연계의 무생물들도 모두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구성 요소이다. 그렇지만 
생명체가 지닌 또 다른 요소인 생기는 자연계의 무생물들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생명체를 살아 있게 하는 ‘생명’이라는 상징적인 요소를 지칭한 것이다. 생물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생각은 생기론적 생명관(vitalism)이라 하여, 근대과학이 발
전하기까지 초기 생물학을 지탱하던 주된 생명사상이 된다.
  우리들이 아는 생물학의 기초가 되는 생물의 종(species)이라는 용어는 이 ‘형상
(eidos)’이라는 그리스어를 라틴어(species: 형상)로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
텔레스로부터 시작된 생물학은 물체로 만들어진 생명체가 지닌 형상(=생김새)과, 그 
형상이 지닌 생기(=생명)라는 이원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생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한 생물이 지닌 이 생기는 단계적인 발전을 하는데, 가장 하
등한 것은 식물이 지닌 생기다. 이 생기를 지닌 생명체는 감각이나 운동을 할 수 있
는 능력은 없고, 단순히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기능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
연계에 있는 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 식물적인 생기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상
위 단계인 동물적인 생기는 식물적인 생기가 지닌 생명활동 능력에 더하여, 움직이고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동물적인 생기는 다시, 
여러 단계적인 발전을 보여주어서, 하등동물로부터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
물들이 지닌 생명활동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지닌 최고 
상위 단계인 생기는 이런 동물적인 생기가 나타내는 생명활동에 더하여, 이성적인 활
동, 즉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각활동까지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지닌 생기라고 이해하
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이러한 생기론적 생명관은 고대 인류사회의 생명사상, 특히 
초기 기독교가 지배하던 서구 사회의 생명사상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갈등 없이 
수용되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식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연계
의 생명체를 각각 다양하게, 고유한 기능을 지니도록 창조하였다는, 소위 창조론적 생
명관(creationism)으로 불리는 기독교적 생명관과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의한 생명체의 창조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생명체들이 각각 고유한 생명을 얻어 독자적인 생물 
종이 되도록 창조된 것이고, 인간은 이들 동물과는 달리 영적 생기를 얻어 다른 생물
들과는 구별되는 생명체로 창조되었다는 사상이다.
  그러나 16, 7 세기에 일어난 과학혁명을 통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생명관은 전통적
으로 믿어 온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명관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생기(Gr: 
psyche)’라는 구성 요소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과학은 실증적으로 증명되는 
지식으로 이루어진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생명의 실체로 이해한 ‘생
기’는 과학적인 실험을 통하여 증명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관념적인 것이므로, 생명
체의 구성 요소에서 이것을 제외 또는 유보시켰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생명 활동은 
언 듯 보아 매우 복잡하고 신비롭게 보이지만,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우리가 아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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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지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실체라고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생명사상에 의한 생명의 이해를 기계론적 생명관(materialism)이라고 부른
다. 생명과학이 객관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생기라고 불리는 관념론적인 
구성 요소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생명을 물질적인 대상물
로 인식하고 다루기 시작한 생물학의 근대적인 발전은 이러한 생명관을 기초로 하여 
생명에 대한 절대존엄사상의 벽을 허물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진화론의 발전을 통한 생명체의 이해
  현대생물학의 주된 사상이 되는 진화론은 이러한 생명관의 역사적인 발전을 근거로 
하여, 19세기 초 프랑스의 소장 과학자들 사이에서 태동되었다. 그들은 생물의 종이 
각각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면, 유사한 종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생김새의 닮음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였고, 그 결과 이들이 공동의 조상
(common ancestor)으로부터 갈라져 나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를테면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자녀들보다 서로 더 닮은 것은 
이들이 한 부모를 공동의 조상으로 하여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과는 생김새가 서로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국 동일한 조상으로부
터 태어난 자손들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대를 이어 태어나는 그 후손들이 서로 조
금씩 달라지는 과정을 겪으며, 마침내 서로 다른 생물로 발전하게 된다는 이론을 정
립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세월이 경과하면서 서로 다르게 발전하는 현상을 생명체의 
‘진보(progress=진화, evolution)’로 표현하면서, 생물 진화의 사상을 구체화시킨 것
이다.
  생명체에 대한 이러한 초기 진화론을 주도한 선두 주자는 프랑스의 라마르크
(Lamarck)였다. 그는 [동물철학(1809)]이라는 저술을 통하여 이 진화 사상을 체계화
하였고, 그 후 [무척추동물지(1815)]에서 생물체가 세대를 거치면서 진보하는 원인을 
소위, 용불용설(Use and Disuse Theory)로 불리는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즉, 생물체
는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필요에 따라 몸의 어떤 기관을 더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
면, 그 기관이 몸의 다른 기관들보다 더 발달하게 되고, 그처럼 발달된 기관을 가진 
개체가 자손을 퍼뜨릴 때, 이들의 자손은 부모 세대처럼 동일하게 특정 기관이 발달
된 개체들이 될 것이므로, 그 기관을 발달시키지 못한 개체의 자손들과는 세월이 지
나면서 마침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라마르크가 주창한 이 가설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제기되었다. 즉, 이처럼 집중적으로 발달시킨 특정 기관을 갖게 된 개체가 자손을 퍼
뜨릴 때, 그 자손들이 모두 어버이처럼 발달된 특정 기관을 지니고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생물의 유전에 대한 명확한 지식
이 없었으므로, 당대에서 얻어진 발달 성과가 대를 거치면서 자손에게 이어질 수 있
는가 라는 소위 ‘획득형질(acquired character)의 유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라
마르크의 진화 이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지닐 수 없게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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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이 진화 이론을 보다 확고한 생명철학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영국의 찰스 다
윈(Charles Darwin)이었다. 그는 [종의 기원(1859)]이란 책을 통하여 ‘자연선택설
(The Theory of Natural Selection)’로 이해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여 진화론을 
새로운 생명철학으로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는 생물의 종은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며, 새로운 생물 종들이 끊임없이 생성된다는 생물진화를 생
명과학의 확고한 이론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다윈이 제시한 진화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자연계에서 생물 종들은 
많은 개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각 개체들은 조금 씩 서로 다른 형태적인 특성을 지니
고 태어나므로, 이들이 살아가도록 주어진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은 개체마다 각
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중에서 주어진 생활환경에 가장 잘 적응되
는 형태적인 특성을 지닌 개체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살아남아 자기와 같은 생김새를 
지닌 자손을 퍼뜨리게 되고, 그렇지 못한 개체들은 도태된다. 그러기 때문에, 오랜 세
월이 지나게 되면 그 환경에 잘 적응되는 형태적인 특성을 지닌 개체들만 살아남게 
되고, 그 결과 이들은 마침내 원래의 종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게 된다는 이론이
다. 다윈은 이 자연선택설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연계에서 관찰한 수많은 생물들을 보
기로 하여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다윈 이후 생물진화에 대한 반대 이론
은 더 이상 제기될 수 없도록, 생물진화는 확고한 생명철학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다윈이 제시한 이 생물진화 이론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검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으
로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이론을 보완
하기 위한 생물학자들의 노력은 그 후 수없이 이루어졌고, 이를 보완하는 많은 학설
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생물진화의 이론이 실험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확고부동하게 정립되도록 만족할만한 결정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였
다. 그리하여 생물이 진화하는지 않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소위 불가지론
까지도 대두되었다.
  그러다가 이 문제는 언 듯 보아 진화론과 아무 상관도 없어보이던 유전학이라는 새
로운 학문의 발전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2. 생명의 신비에 대한 물질적 접근 – 유전학의 발전

 1) 생물 유전의 법칙 발견
  찰스 다윈이 제시한 진화이론이 유럽 사회를 휩쓸던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의 한 
수도원의 신부였던 멘델(Mendel)은 홀로 약 9년에 가까운 실험을 통한 오랜 연구 성
과를 정리하여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1866)]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생
명과학의 발전 역사에서 다윈의 진화론과 쌍벽은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연구 업적이었
지만, 당대에는 그 누구도 이 업적의 가치에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멘델 자
신은 이 논문이 세상에서 빛을 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고, 그의 예견대로 이 논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세기 벽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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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년에 국적이 달리하는 세 사람, 네덜란드의 드 브리스(De Vries), 독일의 코렌
스(Correns),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체르마크(Tschermak)에 의하여, 각각 독자적으로 
생물유전에 관한 새로운 이론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15년 전 오스트리아
의 한 신부가 온실에서 완두콩을 재료로 하여 실험한 결과를 발표한 연구논문의 결과
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생물학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해를 유
전에 관한 ‘멘델 법칙의 재발견의 해’로 명명하게 된 것이다.
  멘델이 발견한 이 유전의 법칙은 생물이 지닌 갖가지 형태적인 특징은 규칙성을 지
니고 자손으로 유전된다는 이론이다. 이를테면 완두의 키 큰 개체와 키 작은 개체를 
교배하면, 그 자손은 우성형질을 지닌 키 큰 개체와 열성형질을 지닌 키 작은 개체가 
약 3:1의 비율로 자손에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멘델이 제시한 이 유전의 법칙은 그러나 매우 규칙적인 유전을 하게 되는 전형적인 
유전형질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한 결과였다는 행운이 담겨져 있다. 멘델 법칙의 재발
견 이후 이와 유사한 실험을 한 결과들에서는 수많은 예외적인 유전 현상도 속속 밝
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생물이 지닌 유전적인 특성은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자손에게 유전된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생물학적 원리로 확고히 자
리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후 생명과학의 발전은 이 유전학적 원리를 기초로 한 것
이기 때문에, 멘델은 다윈과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과학자로 길이 남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 생물유전의 법칙은 다윈으로 대표되는 진화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도 결정
적인 원리로 적용되었음은 주목할 일이었다.
  생물유전에 대한 이 이론을 생물진화에 접목시킨다면, 결국 생물의 종은 생김새에 
따라 서로 구분될 수 있고, 그 생김새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물진화는 결국 생물 종이 지닌 유전적인 특성이 자손에게 전달되
는 과정에서 점차 달라지는 요인을 구명하면, 그 원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 까닭은 생명과학의 학문적인 기초가 되는 생물의 종이란, ‘서로 교
배하여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개체의 무리’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유전적인 원리로 
자손을 퍼뜨려 가는 과정에서 개체들이 지닌 특성이 점차 변하여, 마침내 서로 교배
하여 자손을 퍼뜨릴 수 없을 정도로 다르게 된다면, 이들은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종
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2) 유전학과 진화론의 만남
  멘델의 유전의 법칙과 다윈의 생물진화 이론은, 소련에서 귀화한 미국인 도브잔스
키(Dobzhansky)가 발표한 [유전학과 종의 기원(1937)]에서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는 
초파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생물집단의 유전적인 특성을 연구하면서, 생물진화는 
같은 종의 다양한 지역 집단들이 오랜 세월동안 각각 독자적으로 생활하다가 유전자
들이 이질화되어, 마침내 서로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가 발전
시킨 이 집단유전학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생물진화를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한 생물의 종이 지닌 유전자들을 전부 한데 모은 ‘유전자 풀(gene pool)’을 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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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풀 속에 포함되는 유전자들로 만들어진 개체들은 서로 교배하면서 공동으로 
지닌 유전자들을 자유롭게 섞일 수 있어서, 같은 종의 개체들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러나 서로 다른 종에 속하는 개체들은 각각이 속한 유전자 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교배할 때 각 개체가 지닌 유전자들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함께 섞일 수 없게 
되므로 자손을 퍼뜨릴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유전적으로는 서로 다른 종은 ‘생식적 
격리(reproductive isolation)’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동일한 유전자 풀에 포
함되는 개체들도 이들이 만드는 작은 집단들로 나뉘어져서 서로 격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소집단들은 독자적으로 유전자 풀의 이질화를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오
랜 세월이 지나면 비록 처음에는 동일한 대집단에 속해 있던 개체들이었지만, 각각의 
소집단의 유전자들의 이질화로 인하여 마침내 서로 격리된 이들 소집단의 개체들 간
에는 생식적 격리를 일으키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 결과 이 소집단들은 비록 
처음에는 동일종의 대집단에 속하던 개체들이었다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는 결국 
서로 다른 종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생명과학은 유전자 풀의 이질화로 생물 종의 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크게 대별하고 있다. 즉, 위에서 본 것처럼 동일종에 포함되
었던 집단들이 격리를 통하여 유전자 풀이 이질화되어 새로운 종으로 발전하는 격리
(isolation)에 의한 종의 분화(speciation), 유전자들의 돌연변이를 통하여 갑자기 전
혀 새로운 개체가 출현하고 이들이 기존 개체들과는 생식적 격리를 일으켜서 새로운 
종으로 발전하는 돌연변이(mutation)에 의한 종의 분화, 세포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
체의 분리가 잘못되어 배로 불어난 염색체를 가진 개체가 출현하게 되어, 원래의 종
에 속한 개체들과는 생식적인 격리를 이루어 새로운 종으로 발전하는 염색체 배수화
(chromosome duplication)에 의한 종의 분화, 그리고 드물게는 서로 인접한 생물 
종들 간에 이루어지는 잡종의 형성으로 태어난 개체가 두 양친 종들과는 서로 교배될 
수 없는 생식적인 격리를 이루며 독립적인 종으로 발전하게 되는 잡종형성(mutation)
에 의한 종의 분화 등이 있다.

3. 유전자의 실체 규명을 통한 생명의 본질 해부

  생물 진화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기본 원리는 위에서 논의된 집단유전학의 발전을 
통하여 더 이상 가설적인 경지에서 벗어나 생명과학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
다. 그리하여 현대 생물학으로 이해되는 생명의 실체란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
물체의 활동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1953년 미국의 왓슨(Watson)과 영국의 크릭(Crick)은 X선 전문가인 영국의 물리학
자 윌킨스(Wilkins)의 도움을 받아 유전자의 본체로 알려진 핵산(nucleic acid) 중 
DNA(deoxyribo-nucleic acid)가 이중나선으로 된 구조체임을 밝혀 생명과학의 또 
하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게 하였다. 그것은 오랜 세월동안 관념적인 것으로 이해되
던 유전의 요인(=유전인자, gene)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였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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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생명체의 유전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핵심 물질인 DNA의 구조를 모델로 제시하
며, 유전자는 가공의 실체가 아닌 세포내 물질구조의 일부임을 입증한 것이다. 따라서 
그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구명하면 생명현상의 갖가지 실태를 알 수 있게 되
고, 나아가 생물진화의 원리도 쉽게 설명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세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색체는 생물의 종류마다 일정한 수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이 염색체의 본질이 되는 골격 구조는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핵산이 일정한 간격으로 꼬이며 규칙적인 나선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세포가 분
열할 때는 이 나선구조가 풀리면서 두 가닥의 나선구조는 각각 상대방 가닥을 조립, 
합성하게 되므로 서로 동일한 나선구조를 지닌 골격구조 둘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처럼 새로 만들어진 두 가닥의 나선구조는 서로 동일한 형태로 복제되었기 때문에 동
질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복제된 핵산을 각각 하나씩 갖게 되는 두 세포
는 분열 전의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적인 특성을 간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핵산의 복제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구조가 부분적으로 이질화
되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면서, 생물체가 자손을 번식하는 과
정에서 다양하게 변하게 되는 기본 원리는 이 유전자의 이질화가 기초임을 알게 한 
것이다. 현대생물학의 발전은 이 유전자의 이질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밝
히는 연구에 집중해 왔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생물진화를 학술적으로 구명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내 연구실에서 실험적으로 입증한 바 있는 성과의 하나로, 서로 다른 해
조류의 집단에 대한 실험 결과는 생물 종이 진화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
한 좋은 보기가 된다. 해안에서 생육하는 2-3cm 내외의 작은 해조류(홍조식물)인 이 
식물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채집된 종인데, 미국 태평양 연안에서 채집된 또 다른 종
과는 서로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분류학적인 특징이 달라서 서로 다른 종으로 
명명된 것이다. 이들 두 종을 실내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길렀는데, 성숙한 개체들을 
암, 수 구분하여 서로 엇바꿔서 교배한 결과, 한국 연안에서 채집된 식물의 수컷과 
미국 연안에서 채집된 식물의 암컷은 서로 수정되어 성공적으로 자손을 만들었다. 그
러나 우리나라 연안에서 채집된 암컷과 미국 연안에서 채집된 수컷은 서로 교배하여 
수정란이 형성되었지만, 그 수정란이 첫 분열을 해서 두 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 세포
들이 녹아버리고 말아 자손을 퍼뜨릴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 두 종은 멀리 북극 지방에서 기원하여 여러 집단으로 나눠지면서 해류를 타고 
남하하여 한 집단은 우리나라 동해안에 정착하며 생육하게 되었고, 다른 집단은 미국 
태평양 캘리포니아 연안에 정착하며 생육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두 집단은 각
각 독자적으로 유전자의 이질화가 일어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서로 다른 
종에 이르기까지 유전자 풀의 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의 
유전자 풀은 아직도 이질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서로 생식적인 격리
가 부분적으로만 완성되어 있는 단계에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즉, 격리에 의한 종 
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집단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생물진화를 밝힐 수 있는 좋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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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는 개체군들임이 알 수 있다.

4. 자연 생태계의 이해를 통한 생명 윤리

 1) 생태계 개념의 발전
  자연계의 생물은 주어진 생활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생활한다. 자연계의 
생물, 특히 식물들은 주어진 환경 조건에 따라 생활하는 집단이 다른 형태를 이룬다
는 생물군계(biome)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미국의 생태학자 클레멘츠
(Clements, 1930)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더 발전시켜 자연계는 빛, 공기, 물, 토
양 따위 비 생물적인 요소와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생물적이 요소가 함께 어우러
져서 하나의 시스템(system)을 이루고 있다고 이해한 생태계(ecosystem) 개념을 도
입한 사람은 영국의 생태학자 탄슬리(Tansley, 1935)였다. 이처럼 이해된 생태계 개
념은 생명과학의 발전 역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인간을 포함하는 
자연계의 모든 생물은 필연적으로 환경과의 교류 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
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업적이 되었다.
  생태계는 호소, 해양, 극지, 사막 따위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구분되거나 그 구성원
인 식물의 특성에 따라 산림, 초지, 나아가 도시생태계란 개념으로까지 발전을 거듭하
고 있다. 그리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기능을 중심으로 논할 때는 생산자, 소비
자, 분해자로 그 역할이 구분된다. 그리고 생산자가 만들어낸 유기물을 먹이로 하는 
종속영양생물인 동물은 소비자로서의 역할에 따라 1차, 2차, 3차 소비자 등이 구분되
며, 이들은 먹이사슬(food-web)을 이루면서 서로 연계되어서, 생태계의 물질 흐름은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해자의 역할을 하는 미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위한 필
수적인 역할 담당자이며, 자연계의 물질순환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주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는 생물들의 생활에 필수적이 에너지는 태양에너지를 
유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식물의 광합성작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는 1, 2, 3차 소비자를 따라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다가 분해자인 미생물에 의해 자연
계로 환원되는 에너지순환을 하게 된다는 것은 생태계의 필수적인 기능에 포함된다.
  이처럼 생태계 개념으로 인식되는 자연계는 결코 인간만이 사는 세계가 아니어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절대적인 요건이 되고 말았다. 이 거대한 지
구 차원의 자연생태계에서, 인간만을 위한 탐욕적인 활동과 인간 생명만이 절대적으
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는 오늘 날 생명과학의 새
로운 인성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자연관의 이해 – 생명윤리의 기초
  독일의 크루크호른(Klueckholn, 1905~1960)은 인류가 인식한 자연에 대한 이해를 
예속적 자연관, 조화적 자연관 및 정복적 자연관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 중 예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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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관은 고대 사회에서 인간은 자연 아래 예속된 삶을 살던 시대의 자연관이었고, 
조화적 자연관은 동양인들이 이해한 바와 같이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로 인식한 자연관이다. 그리고 정복적 자연관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으로 대표되는 근대 서구 사회가 인식한 자연관으로서 자연은 인간의 삶
을 위한 정복의 대상물이어서 이를 남보다 먼저 점유하고 활용하는 자가 삶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자연관이다. 근대 서구 문명은 이와 같은 자연정복 사상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고, 근대 과학문명 또한 이러한 정복적 자연관을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2,500년에 이르는 생명과학의 긴 역사적인 발전 속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탐구
해 온 생물학자들 노력은 위에서 본 것처럼 개인의 사상적인 배경에 따라 생기론과 
기계론적 입장으로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생물진화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한 오늘날의 생물학적 생명관은 지구상의 전 생명체가 진화
적인 발전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하나 되도록 탄생되었다고 이해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하는 생명윤리적인 시각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지닌 
생명들을 우열로 구분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아울러 동양인의 자연관처럼 인간은 자
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자연과학적인 생명윤리의 기초는 생태계의 보존을 대전제로 한 것으로 집약될 
수 있고, 그러한 생명사상이 자연에 대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을 가능
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유네스코가 인류가 만들어 낸 위대한 세계적인 유
산을 선별하여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때, 역사 속에서 인류가 
만들어 낸 문화유산만을 소중하게 지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화유산 
못지않게 그 인류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자연 또한 위대한 유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네스코는 세계적인 보존 가치를 지닌 
자연계를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적인 인성교육의 기초가 될 윤리관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
를 폄하하는 것이 아닌, 자연생태계의 다양한 생명체들과 더불어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상의 바탕 위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자연생태계의 주된 역할자이
면서 이를 관리할 책임자임도 겸허히 인식하고, 그 연장선 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의 생명존중 사상도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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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사이버 공간의 윤리와 인성

이정인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

1. 또 하나의 생활공간 사이버세상의 이슈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사이버 공간은 우리의 삶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어 이제는 거
스를 수 없는 인간친화적인 소통 공간이자 일상생활의 공간이 되고 있다. 특히 컴퓨
터공학, 전지공학, 인지공학, 나노공학 등의 연구업적과 결합하면서 사이버 공간은 한
층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좀 더 완벽한 사이버 세상
을 구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 같은 거대한 사회 변혁과 함께 우리는 새로
운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IT강국으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는 그에 따른 많은 이점도 누리지만 그 만큼의 폐해 또한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새
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범람하고 각종 반사회적 행동들이 난립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중 · 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나타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공간
에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도덕성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는 일은 당장에 시급하다. 각종 범죄와 비행에 무제한적으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먼저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열어놓은 인터넷을 통해 변화된 것은 무엇이고, 그것과 함께 등장한 사
회적 병폐들은 무엇인지, 또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를 몇몇 사회적 
이슈를 통해 생생하게 만나보자.

2. 발전하는 사이버공간의 윤리와 인성

 1) 인터넷의 신세계 문을 열다.
  1980년대 초반 국내에 처음으로 인터넷이 도입되었다. 이후 1994년 인터넷 상용서
비스를 시작으로 1998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1999년에 인터넷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02년에는 초고속인터넷 1,000만 시대를 열었다. 
2005년 인터넷 가입자 수가 3,300만 명을 돌파했고,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와이브
로(Wibro) 서비스와 초고속무선인터넷 기술 등을 통해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한다. 또한 ‘세계 최초 최단 기간 LTE 전국망 구축’, ‘세계최초 VoLTE(Voice 
over LTE) 상용화’, ‘세계 최초 최단 기간 LTE 가입자 1,000만 돌파’ 등 각종 기록
을 경신 하였다. 이처럼 도입 초창기 소수 전문가들만 사용했던 인터넷은 1990년대에
는 젊은 층의 전유물로 변신했다가, 현재는 전 국민의 대중매체로 바뀌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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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1) 2015년 7월 기준 만3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
용률은 85.1%이며, 10∼30대 젊은 층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 장 노년층 인터넷 이용자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PC 등의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 이용시간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장소와 시간에도 구애받
지 않으면서 생활 전반에 걸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일상생활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인
터넷이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면서 우리의 생활태도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
뀌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신문을 읽고 이메일을 검색한 후, 하루 
일과를 컴퓨터 앞에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가 활성화되
면서 각자의 취미나 선호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카페나 블로그, 특히 트위터나 페
이스북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이제 시 공간의 
제약은 사라지고, 남녀노소의 구분은 불필요하다. 국경을 초월한 사람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럽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현상뿐만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으로 온라인은 안성맞춤이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위해 인터넷 활동에 바빠진다. 선거의 당락이 ‘넷심’에 달려 있
다는 말과 같이 네티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후보자들의 경쟁 역시 치열하다.
  기업이나 관공서의 업무는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이제는 한 번
의 클릭으로 백화점이나 마트에 직접 가는 수고로움을 대신한다.
  이처럼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으로 각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2) 사이버공간의 재산권 보호와 윤리
  〈건축학개론〉, 〈은교〉 두 편의 영화가 여러모로 화제를 모았다. 관객의 시선을 사
로잡으면서 연일 흥행몰이를 이끌었던 이들 영화는 네티즌의 불법행위로 골머리를 앓
기도 했다. 영화의 동영상 파일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
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는 파일의 최초 유포자를 저
작권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나 지식,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을 디지털화해서 서로 
공유하거나 상품으로 판매 유통하는 등 생산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 누구나 자유롭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거나 공유하며, 때로는 문화콘텐츠
의 창작자로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만의 문화를 이끌어 나간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모
두가 생산자이고, 소비자이며 유통자다. 누구든지 간단한 컴퓨터 활용능력과 소프트웨
어 실행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원본의 이미지를 다운받아 자신의 의도에 따라 가공하
거나 다른 것과 합성시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이때 만들어진 2차 저작물 역시 개

1) 미래부, “2015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결과발표 전문은 다음을 참조할 것,
   http://www.newswire.co.kr/news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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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생산물일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 
기술적 활동은 기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아주 모호하게 만든다.
  더욱이 이렇게 생산된 지적 창조물은 일반적인 물적 재산과는 달리 무형물이라는 
점에서 그 권리를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유형의 재산은 개별화되어 내가 직접 거래 혹은 양도할 수 있지만 지적 창조물은 어
떤 형태로든 표현되기 전까지는 쉽사리 구별되지 않는다. 유형물은 사용할수록 소진
되지만, 지적 생산물은 설령 다른 사람이 시용하더라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과 
비교 해봐도 손색이 없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할수록 그 가치는 높아
지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지적 창조물에 대해 독점적 소유권을 확보하는 일은 현실
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다고 개인의 지적재산이 함부로 사용, 처분되는 사태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물론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 권리가 사회조직의 근본을 이루고, 그 안에서 원만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
요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원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타인의 재산을 언제든지 
제 것인 양 취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약탈자로 넘쳐나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
상에서 도대체 어떤 규제나 규범이 작동하겠는가. 그야말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Bellum omnium contra omnes)’2)의 상태일 뿐이다.
  사실 인터넷 공간은 현실의 세계보다는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기도 한다. 마음껏 
지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차별도 없는 평등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명성이라는 미
명하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가능하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동반하는 자유
와 무절제한 방종을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현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약속은 사이
버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실에서의 사유재산권이 당연하듯 사이버 공간에서도 크
게 다르지 않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의 지적이고 예술적인 창
의성이나 기발한 아이디어 그리고 그동안 당신이 투자한 노동력과 시간 등이 한순간
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앞으로 당신이 창조할 가치 있는 
지적 생산물에 대한 창작의욕마저 좌절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물적재산뿐만 아니라 
지적재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를 인정함으로써 타인에 의한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고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개인의 권리이다. 그것을 통해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능력이 한껏 발휘됨으로써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사회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2) T.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권
리를 동등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취할 수 있고. 심지어 자신
의 이웃마저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만인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아무 거리낌 없이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다 오늘의 동지
가 내일의 적으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의 상태로 그저 
무질서한 무정부상태다 이런 세상에서는. 가령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해치지 마라 타인의 재산을 강
탈하지 마라 등과 같은 그 어떤 기본 질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래서 개인은 누구와도 언제든지 전
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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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 공간에서 우리의 모습은 또 어
떠한가? 도덕적 타성이나 무관심으로 무장한 채 오늘도 열심히 무분별한 ‘펌질’을하
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얼굴이라 해서 비도덕적 언행과 무절제한 방종을 행사하고 있
지는 않은가?

 3) 인터넷 공간 아이들이 위험하오!
  남녀노소의 큰 구분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채팅, 게임, 쇼핑, 음란물 등 인터넷을 
매개로 한 사회 전반의 문화양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대수
롭지 않게 ‘인터넷에 중독되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무심코 사용하는 말이지만 
인터넷 중독의 현실은 심각하다.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Disorder)은 한 개
인의 정서적 - 정신적 사건을 넘어 가족 간의 폭력이나 실직·이혼 등에서 비롯한 가
정 파탄, 자살이나 돌연사 심지어 살인에까지 이르는 치명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시간 인터넷 게임 중 갑작스런 사망,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던 부부의 생후 3
개월 영아의 아사, 게임 중독의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홧김에 살해하고 
자살, 홈쇼핑 중독으로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된 가정주부, 음란물 중독으로 재산을 탕
진하고 이혼당하는 가장 등은 위험 수위를 훌쩍 넘어선 인터넷 중독의 실태다.
  특히 자기통제가 미숙한 청소년의 경우 과도하게 인터넷 게임에 몰입할 경우 모방
범죄로 이어지는가 하면, 게임 상의 캐릭터를 곧 현실세계의 자아로 받아들여 대리만
족을 느끼면서 현실도피와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빈번하게 겪기도 한다.3) 물론 개인에 
따라서 그 정도나 증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극단적 수준까지 치달아 현실에 적
응이 불가능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로 전락한 뒤, 반사회성 인격 장애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PD)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 청소년들의 
놀랄 만한 수치의 인터넷 이용률(99.9%)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그 부작
용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여 그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최근에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Internet Overdependence)”이란 용어로 변경하
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 실태는 최근 발표된 정부기관의 조사결과에서도 여실
히 드러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4)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과의존(스마트폰) 위험현황은 2013년, 
11.8%, 2014년, 14.2%, 2015년 16.2%, 2016년, 17.8% 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
히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은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해, 2016년 성인의 

3) 일례로 2003년 폭력성이 강한 인터넷 게임에 빠진 중학생이 초등학생인 자신의 동생을 살해해 사회
적으로 충격을 주었는데, 살인 당시 그 중학생은 게임의 캐릭터와 동생을 착각한 상태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4) 구글 검색에서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로 보고서 PDF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다. 미
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발간, 2017. 1.



- 110 -

2배 수준(30.6%)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5)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터넷 과의존 위험 역시 약물이나 알코올 혹은 도박 등에 
중독되는 방식과 유사하며, 금단현상(withdrawal symptoms)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연구 사례에서 인터넷 과의존 위험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증명되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정상적인 지능 발달
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지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중독된 청
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이해력과 어휘력, 수리력과 암기력 등이 모두 부진한 것
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중독 기간이 긴 청소년일수록 수리력이 떨어졌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중독되면 숫자를 암기하는 일조차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
피 인간의 뇌는 청소년기에 활발하게 발달한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는 추상적 사고
와 사회적 판단능력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인터넷 과의존이 일찍 시작될
수록 두뇌 발달에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과의존 위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나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 사이버 공간에서의 “잊혀질 권리”
  2010년 스페인 네티즌 90명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과거 흔적’ 삭제를 위
해 구글 유럽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 이들 중에는 검
색엔진을 통해 자신의 집주소가 검색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가정 폭력의 희생자도 있
었고, 대학시절 체포되었던 경력이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불공
정하다고 생각하는 중년 여성도 있었다. 이에 스페인 정보보호당국(Data Protection 
Authority)은 2011 년3월 구글에 원고들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80여 건의 기사를 
색인에서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근거로 소송인들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현재를 살아갈 자유를 
잃어버린 그들은, 간절하게 삭제와 망각을 원하고 있으며, 법은 그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잊히고 싶은 과거가, 이미 대가를 치른 과거가 현재의 나를 죄어오는 
또 다른 감옥이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불공정하게 보인다. 우리 헌법 제 13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적절하게 처벌
받았다면 동일한 사안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대한 법적 · 행정적 처벌을 받고 나면 법률에 따라 사면과 
복권이 되고 공문서상의 각종 기록에서도 관련 내용이 삭제된다. 이는 전과자의 경우

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과의존 위험 개념은 ① 현저성(salience):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
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 ② 조절실패
(self-control failure):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
는 것, ③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
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 위의 세요인중 세 특성
을 모두 나타내는 집단 고위험 군, 한·두 가지 특성을 보이는 집단은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 고위험
군+잠재적 위험군=과의존 위험.  연령대별로는 2016년 만 5∼9세의 유 아동 17.9%. 만 10∼19세의 
청소년 30.6%. 만 20∼49세 성인 16.1%, 60대 11.7% 로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높았고, 유아동의 
경우 아주 근소하게 평균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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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법적 처벌을 마치거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과거의 가슴 아픈 경험 혹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의 결과가 그
대로 매일매일 재현된다면 과연 당사자의 입장은 어떨 것인지 상상해보았는가? 더욱
이 그 당사자가 바로 당신이라면 어떻겠는가?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정보는 언제 어
디서나 검색이 기능하다.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한번 공개된 정보는 영원히 사라
지지 않고, 마치 불사조처럼 기사회생한다. 정보유통의 시간적 제약이나 공간적 한계
가 사라져버린 지 이미 오래다. 일단 ‘디지털 주홍글씨’가 한번 새겨지면 결코 망각됨
이 없이 평생 아니 사후까지도 따라다닌다. 비록 개인의 육신은 사라져도 개인의 디
지털 정보는 살아서 끝없이 움직인다. 우리의 정보는 우리의 인생보다 더 오래도록, 
더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디지털 라이프(digital life)’는 영원하다. 바야흐로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결코 죽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발맞
추어 2010년 6월 유럽연합(EU)은 인터넷에 일단 올라가면 좀처럼 삭제되지 않는 개
인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6)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개인정보가 적
법한 목적으로 더 이상 취급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정보 당사자가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결국 타인의 관심에서 멀어져, 사이버 세상
에서 검색당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언제든지 과거에 구속당
할 수 있는 ‘검색과 기억의 시대’를 지나 자유로운 현재와 미래를 회복할 수 있는 ‘삭
제와 망각의 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잊혀질 수 있는 권리가 절실히 필
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때마침 이 시대에 꼭 어울릴 만한 새로운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온라인 인생을 지워드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디지
털 장의사’가 등장했다.
  온라인 사이트 ‘라이프인슈어드닷컴(www.lifeensured.com)’은 인터넷에 남겨진 흔
적을 말끔히 지워주는 온라인 상조회사를 표방하고 있다. 이른바 ‘정보의 장례식’을 
통해 개인의 온라인 인생을 마감시켜주는 업체이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우선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사후에 자신의 인터넷 계정을 어떻
게 처리할지를 유언 형태로 남긴다. 그러다가 해당 회원의 사망신고기- 접수되면, 바
로 ‘인터넷 장례절차’에 들어간다. 미리 작성된 유언장을 확인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
터 등에 올려둔 사진이나 정보를 처리해주는 것은 물론 회원이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에 남긴 댓글까지 일일이 찾아가서 말끔하게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게다가 회
원이 생전에 가입해둔 사이트를 통해 데이트 신청이라도 오면 “저한테 관심을 보여주
신 건 감사하지만 전 이미 천사가 되었답니다.”라는 자동응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업체는 앞으로 오프라인 상조회사와 연계해 회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
토 중이다. 이러한 신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황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6) 2010년 6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 Commission)는 유럽연합과 미국 기엽들이 단일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연서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데. 이 권리는 
2011년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Data Protection Directive)의 개정에서 개인정보 규제의 일부로서 
규범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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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시의적절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죽음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5)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이란 우선 사적 ‘공간’의 보호, 즉 개인이 일
정한 물리적 공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침해나 공개를 당하지 않고, 
홀로 자유롭게 있을 영역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롭고 독자적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적 의미를 강조하는 프라이버시권은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방, 물리적 공
간을 보장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외부의 간섭 없이 오로지 그 안에
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신만의 자유로운 삶의 형식
을 스스로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신문이 대중화되고 보급형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유형
의 불법행위가 횡행하였다. 특히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범
죄나 사건들 그리고 성적 추문 등 갖가지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기사들이 과도하게 
취재 보도되는 이른바 ‘옐로저널리즘(yellow journalism,황색언론)’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개인이나 그 가족들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폭로되면서 이를 보호
하기 위한 법적 권리나 구제 장치가 절실히 필요해졌다.7) 독자적인 권리로서 프라이
버시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890년 워렌(Samual D. Warren)과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가 발표한 「프라이버시권」이 라는 논문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질적
으로는 1960년대 중반 민권운동으로 사생활에 관한 ‘의사결정의 프라이버시
(decisional privacy)’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3년 1월22일 미 연방대법원
은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로 명명된 사건에서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 
중대한 권리로 인정하고, 여성의 낙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
시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서 임신중절은 합법화 되었다.8)

  비로소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적 권리는 피임, 낙태, 출산과 같은 생식의 자율과 
자녀 양육이나 결혼, 이혼, 가족관계 등과 같은 사적인 생활양식 등에 관해 개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이전의 다소 수동적이고 방어적이
던 프라이버시(공간프라이버시)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프라이버시권이 확장

7) 워렌과 브랜다이스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배경도 바로 옐로저널리즘’ 때문이었다. 그 당시 변호사였던 
워렌은 보스턴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부인(그녀는 주 상원의원의 딸이기도 했다)이 지인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다 그런데 그 파티에서 있었던 아주 사적인 일들이 보스터 신문과 잡지에 기사화되
면서 워렌이 곤란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워렌은 옐로저널리즘에 의한 개인의 사생
활과 가정생활의 무분별한 폭로에서 개인을 보호 하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같은 법률사무소에 근
무하던 변호사 브랜다이스와 함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게 된 것이다.

8) 물론 임신한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이 무조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임신 ‘첫 3개월’ 동안은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이 우세하지만, 임신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석 달 동안은 의사와 상의하여 낙태할 것인
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 마지막 석 달인 7개월에서부터 9개월까지는 일반적으로 태
아가 몸 밖으로 나와도 사실상 생존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잠재적 생명의 보호차원에서 임
신한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처가 아니라면‘ 모든 유형의 낙태를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 텍사스 주법은 임신 초기 단계에서의 낙태와 그 후 단계에서의 낙태를 구분하지 않고 
전 시기에 걸쳐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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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컴퓨터의 일상적인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은 현대사회
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인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빠르게 유통 ·확산됨에 따라 개인은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객체’로 전락하는가 하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의 사례가 급증하는 등의 심각
한 사회문제가 등장하였다. 이에 타인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정보를 지키고 무엇보
다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권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국 지식정보사회의 양적 성장 및 질적 성숙은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정보프라이버시’의 등장을 재촉하였다.9) 이는 개
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제공할 것인
가를 결정할 수 있는, 즉 자신의 개인정보가 전파되고 이용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
는 권리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삭
제 ·정정 ·차단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로 야기된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자기 정보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다. 이제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나 통제권의 보장 여부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따라 그 의미와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진화해온 프라
이버시는 근본적으로 개인에서 출발해 개인의 자유로 귀환한다. 모든 개인은 삶의 존
엄을 가지며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영위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가진다. 즉 프라이버시는 이 같은 자유를 기능하게 히는 조건
이고 자유를 실현시켜주는 영역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그리
고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곳에서는 친밀한 인간적 관계나 상호 존중의 인격적 
관계 형성도 불가능하다. 요컨대 프라이버시의 종말은 자유의 구속이고, 인간관계의 
상실이다. 나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혹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는, 그러나 결코 나
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감시와 억압의 구조 속에 갇혀버린 나라는 존재를! 그런 나는 
자동적으로 굴종의 ‘권력관계’에 매일 것이고, 이는 쇠사슬에 묶인 노예의 삶과 무엇
이 다르겠는지를! 도대체 그러한 삶 속에 나의 존엄과 인격이 그리고 자유로운 행위
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6) 가까운 장래 도래할 전자감시 사회(파놉티콘, 빅브라더)
  파놉티콘(panopticon)은 그리스어의 ‘모두’를 뜻하는 ‘pan(all)'과 ‘본다’를 뜻하는 
‘opticon(seeing. vision)’을 합성한 말로서, 영국의 철학자 J.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이 1791년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교화할 수 있는 시설
로 설계한 원형감옥을 지칭한다.10) 

9) 그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요구가 
활발히 제기되었고‘ 마침내 2011 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2011.09.30시행)되었다.

10) 벤담이 제안한 파놉티콘은 감옥의 운영자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설 감옥이었고. 죄수의 노동



- 114 -

  이 감옥은 중앙의 원형 공간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그 바깥의 원 둘레를 따라 죄
수들의 방이 있는데, 이때 중앙의 감시탑은 항상 어두운 데 반해 죄수들의 방은 항상 
밝게 유지하도록 고안되었다. 이는 중앙에서 감시하는 감시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
는지, 혹은 감시자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지를 죄수들은 알 수 없는 데 반해, 감
시자는 죄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포착하기 위한 조치였다. 파놉티콘에 수감된 
죄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을 감시자의 시선 때문에 결
코 규율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점차로 규율과 감시의 시선을 ‘내
면화’함으로써 감시자의 감시가 아니라 죄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감시함으
로써, 결국 그 감시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벤담의 생각이었다. 이는 ‘최대다수
의 최대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공리주의자답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
과를 누릴 수 있는 통제시스템이었다. 물론 감옥을 위해 파놉티콘을 설계했지만 벤담
은 이를 학교와 병원, 공장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11) 벤담은 자신이 고
안한 파놉티콘을 어떤 종류의 기관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예
를 들면 선도 불가능한 사람들을 벌주는 곳이건, 정신병자를 가두는 곳이건, 악인을 
교화하는 곳이건, 게으름뱅이를 고용하는 곳이건,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부양하는 
곳이건, 병자를 간호하는 곳이건, 산업 분야에서 자발적인 사람들을 교육하는 곳이건, 
혹은 학습의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를 훈련시키는 곳이건 그 시설들의 설립 목적과는 
상관없이 벤담은 파놉티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인 통제
와 규율의 원리로 확신될 수 있는 파놉티콘에 대한 벤담의 예언은 마침내 영국의 작
가 G. 오웰의 암울한 미래 소설 『1984』에서 실현된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Winston Smith)는 끊임없는 ‘빅브라더(Big Brother)’의 감시 
속에서 살아간다. 도처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스크린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
히 감시한다. 결코 전원을 끌 수 없는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명령이 일일이 하달되고, 
만약 그 명령을 바로 따르지 않을 시에는 곧바로 경고를 보내기도 한다. 간혹 텔레스
크린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는 소리로 감시하기 위한 마이크로폰이 설치되기
도 한다. 이처럼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는 텔레스크린은 심지어 시민의 안방까지 차지
하고 있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빅브라더의 시선을 벗어날 길이 없다. “잠자고 있건 

에 의해 유지되면서 ‘건달을 정직하게. 게으른 자를 근면하게 만드는 공장’이었다 파놉티콘의 운영자
는 죄수 한 영당 12파운드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고, 죄수가 노동을 해서 생산한 재화의 대부분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다. 대신 파놉티콘의 운영자는 죄수가 평균 사망률보다 높은 비율로 사망할 경우
에 한 명당 5파운드의 벌금을 불어야 했으므로 죄수의 건강은 파놉티콘의 운영자에게도 중요했다. 벤
담은 파놉티콘의 운영자가 될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 약 20여 년간 온갖 노력을 아
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계약으로 운영되는 사설 감옥 죄수의 노동에 의존하는 공장형 감옥인 파놉티
콘은 당시 영국의 개혁세력 일부가 추진하던 공공 감옥‘ 격리식 감옥과는 정반대였다. 이런 이유 때
문에 벤담의 새로운 개혁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1811년 영국 정부에 의해 파놉티콘은 최종적으로 거
부된다(홍성욱. 2002: 31 ∼49).

11) 벤담은 자신이 고안한 파놉티콘을 어떤 종류의 기관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선도 불가능한 사람들을 벌주는 곳이건, 정신병자를 가두는 곳이건, 악인을 교화하는 곳이
건, 게으름뱅이를 고용하는 곳이건,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부양하는 곳이건, 병자를 간호하는 곳이
건, 산업 분야에서 자발적인 사람들을 교육하는 곳이건, 혹은 학습의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를 훈련시
키는 곳이건 그 시설들의 설립 목적과는 상관없이 벤담은 파놉티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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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텔레스크린의 시선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는 모든 시민은 철저히 통제되고 감시되는 원형감옥 속 죄수의 삶을 살아간
다.
  이렇듯 파놉티콘은 감옥뿐만 아니라 학교나 다른 사회의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응용
될 수 있음을 소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처럼 암울한 『1984』 속 세상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재현되고 있는 듯하다. 도처에 존재하는 CCTV, 인터넷상의 로그
인 기록, 이메일 전송 내역, 핸드폰 통화 내용, 신용카드 결제내역, 은행이나 병원 기
록 등 현대사회에서 당신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관찰되어 기록되고 있다.
  당신은 기차나 비행기 표를 인터넷으로 예약, 구매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할 
때는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며, 때로는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톨게이트를 통과한다. 물
론 당신이 지나온 흔적들은 이미 고스란히 기록 · 저장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책
을 사러 굳이 서점에 갈 필요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책을 구입하고, 식당
에서 밥을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백화점에 들르지 않고서도 신상품 쇼핑은 이미 
끝냈다. 그리고 혼자만의 비밀을 기록하는 일기처럼, 가까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처
럼 매번 자신의 일상을 페이스북에 남긴다. 그렇게 기록되고 저장된 우리의 정보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종횡무진 떠돌아다니다가 야후나 구글 등의 검색엔진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잊었던 기억들, 혹은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과 뜻하지 않게 마주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과거들이 드러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곳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더 사소한 것들까지도 낱낱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조각조각 흩어진 정보들이 빠르게 연결되고 통합됨으로써 
나의 정체성이나 인격적인 특성마저 타인의 편의대로 재구성할 수 있다. 현실의 나와
는 별도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용 인격이 따로 존재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은 끝나는 법이 없다. 공간의 광역성이나 시간의 제약성은 더 이상 그 어떤 방해
요소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12)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매개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분석해
서 개인의 가까운 미래 행동 등을 예측하는 시스템마저 개발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아마존이 확보한 이 특허 기술은 휴대폰 소유자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를 분석해서 그
가 가까운 시간에 어디로 이동할지를 추정해낸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비약적으로 진
화하는 정보검색기술의 발전 경향이나 속도를 감안해볼 때, 머지않아 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물론이고 내 머릿속 생각까지 누군가에게 낱낱이 검색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첨단 기술의 유용함과 편리함 뒤에는 항상 위험
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특히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사회의 총체적인 감

12) 시선의 비대칭으로 스스로 감시와 복종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었던 200여 년 전 벤담의 통제 시스템
인 ‘공간’의 파놉티콘이 오늘날 ‘시간’의 파놉티콘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그 당시 벤담은 죄수들의 효
율적인 동제를 위한 원형 감옥으로써 파놉티콘을 설계했지만 이를 학교와 병원 공장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벤담의 예언이 오웰의 검증을 통해 이미 우리의 세상에서 재현되고 있
다. 벤담이나 오웰이 예언했던, 공간을 초월한 감시에서 시간적으로 확장된 영원불멸의 감시로 진화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완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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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능력과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스 침해의 위험성 또한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13) 우리는 유비쿼터스라는 놀랍고도 편리한 기술을 이용할 때면 언제라도 어디서
든 어김없이 전자 파놉티콘에 갇히는 죄수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네트
워크의 접속과 동시에 우리는 결코 빅브라더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혁신과 바람직한 인성교육방향 토론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재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빅데이
터, 사물인터넷(IoT)14), 클라우드15), 3D 프린트,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등 지능형 사
이버 시스템이 주도하는 사회구조의 변환을 말한다. 18세기말 영국에서 일어났던 증
기기관 발명에 의한 기계화 산업혁명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이 혁명은 영
국을 위시하여 유럽 국가들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그 후 19세기말에 전기발명과 더불어 미국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을 제2차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이 혁명을 통해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의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다. 20세기 중후반에 컴퓨터의 등장과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혁명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제3차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2010년경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기반의 초연결 지능 디지털 지식사회를 제4차 산업혁
명이라 부르는 것이다. 세계 경제포럼(WEC) 제4차 산업 보고서에서 제시한 향후 10
년 동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패러다임의 변화는 충격적이다. 세계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이와 
동시에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510만개의 일자리가 순감소할 것으로 예상하
였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직군은 사무관리직으로 앞으로 5년간 475만 9천개의 일자
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지능정보화된 교육환경에 기반을 
둔 교육패러다임을 모색하고, 미래사회에 살게 될 학생들에게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길러주는 것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진전되면 학
교교육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던 대부분의 지식과 기술은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통

13)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상호 전자감시가 보편화된다. 물론 이러한 전자감시
의 목적은 대체로 공공의 안적 확보나 국가의 안전 보장, 그리고 범죄 수사 및 예방을 들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전자감시가 증폭 된 계기가 바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이다. 이 사건 후 각국의 정부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이동정보를 모두 전자식
으로 기록하여 점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점차로 국가의 안전 보장 영역을 넘어서 이
제는 공항, 기내, 버스의 차내, 쇼핑센터, 학교, 공공건물, 사무실, 공장, 그리고 개인의 가정에 이르
기까지 도처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14)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과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
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영어(Internet of Things) 머리글자를 따서 아이오티(IoT)라 약칭하기도 
한다.

15) 컴퓨터 파일을 저장할 때 컴퓨터 내부에 있는 공간이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컴퓨터에 저장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클라우드(cloud)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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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부분 대체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단순한 일은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이 처리하게 되고, 이를 최상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과 독창적 문제해
결력을 지닌 인재육성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 런닝, 맞춤형 교육 등이 주류를 
이루고 프로젝트학습(project learning)과 심층학습(deep learning) 방식으로 전환되
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도 전통적으로 다루어 왔던 기계적인 유형의 학
습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이나 심층학습에 맡기고, 창의적 창조적 사고능력이
나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조절 학습력 등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또한 복잡하고 엄청난 실시간적 정보를 해석하고 조작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
력’과 문제기반 팀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위한 협력역량, 독창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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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고찰 및 결론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첫 번째 주제인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인성교육은 모든 사람
이 일회적인 존재로 미완성의 단계로 태어났으며, 자기완성을 위하여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이성과 인격과 정신을 바르게 가진 삶을 영
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이 교육되기를 강조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서는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인격적인 삶을 살도록 교육되어야 하며, 그 윤리적인 근
간은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제어 능력의 함양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의 근본은 사람
다운 사람으로 일깨워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도록 교육을 통하여 끊임없는 인격적
인 각성을 조성하는 데 있다. 아울러 사람다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존
경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 연마와 풍부한 인간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하여서는 폭넓은 교양서적의 독서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교육되어
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제인 전통가치 함양을 통한 인성교육의 시도는 인성교육이 공동체의 가
치관을 공유하며 바람직한 사람이 되도록 사람됨을 교육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
다. 그것은 이성교육의 범주가 인간교육, 인간성교육, 인격교육의 세 가지 영역이 통
합되어, 마음이 착하고 인격을 갖춘 바람직한 인간상을 이루도록 성품교육을 하는 것
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명기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근본은 인, 
의, 예에 근거한 전통적인 유학 이념과 16세기 이후 우리나라에 정착된 성리학적 인
식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철학적인 배경에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본성을 지키고, 정적인 정신활동을 통하여 마음을 기르며, 외부 세계를 접하는 동적 
활동에서 자신을 점검하여 자기감정이나 욕심, 충동을 이성적인 의지로 극기하는 일
이다. 이와 같은 마음 수양으로 제반사를 처리할 때, 명분, 의리, 지조, 기개, 청렴의 
품성이 함양되고, 우리의 역사 속에 전승되어 온 진정한 유학정신이 바로 세워질 것
이다. 이러한 배경을 지닌 유학의 가치는 온고지신의 관점에서 결코 폄하되어서는 안 
될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계승되어야 할 일이다.
  세 번째 주제인 실천윤리와 실행 인성교육은 바르고 즐거운 삶의 기술로서의 덕을 
논의하며, 인성교육의 문제는 올바른 실천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것은 서양 윤리학
사에서 주목하는 올바른 방향설정이 된 소크라테스가 말한 알면 행한다는 명제를 인
용한 것으로, 도덕적 실패의 원인을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는 것, 지혜, 지식은 무엇보다 우선되지만 무엇이 옳고 좋은 지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비록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실천적 의지나 실행의 뜻이 없다면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옳은 행위를 의
무가 아닌 자발적인 행위로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이나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하여 끊임없는 단련, 도덕적 용기, 반복적인 학습에 의한 관습이 요구된
다. 결국 인성교육의 핵심은 덕 윤리에 바탕을 둔 인지적 각성, 의지의 강화, 그리고 
감정의 조율을 구비한 지정의 3원적 기능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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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것은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을 기르는 일의 중요성, 삶의 기술로서의 덕과 
수양, 중용과 행복한 인생을 위한 가치관의 함양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다산 정약
용의 실행을 강조한 실천철학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네 번째 주제인 경제사회 지각변동과 민주시민 인성교육은 오늘 우리 사회가 선진 
산업 국가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불과 수십 년 동안 
압축적으로 이룩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급격한 물질적 개인화로 인하여 이기주의가 팽
배하게 되었고, 사회는 파편적이고 정체성을 잃은 구조적 아미노사태를 맞게 된 것에 
주목한다. 그로 인한 사회적인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전통사회에서 보는 기
계적인 연대에 의한 사회결속 패러다임을 벗어나 인간의 진정한 이기주의를 존중하며 
이를 올바르게 양성한 합리적인 이기주의와 창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인화 사회와 창의 사회에 부합될 수 있는 사회적 결속 원리로써 
자기책임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인격 존중과 자기 책임성의 원칙, 법과 질서의 원칙, 연대와 공동선의 원칙, 사
회적 공정성과 보조성의 원칙, 그리고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사회적 대화의 원칙 등을 
민주시민사회의 사회적인 결합 지주로 삼기를 강조한다. 또한 사회적 결속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3대 원리와 5대 지주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시민의 인성교육은 무엇
을, 누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며, 그 실천적인 과제는 도덕윤리 교육
과 창의성취 교육을 핵심으로 한 법과 질서, 직업인성, 청치인성, 과학기술인성, 의사
소통인성의 교육이 강조되기를 기대한다.
  다섯 번째 주제인 윤리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에서는 인성이란 인간의 본성을 뜻
하며, 이는 고대 그리스, 인도, 중국 사회 등에서는 영원불변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
나, 현대철학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게 되었음을 환기하고, 만약 그것이 인간의 본질
에 속한 것이라면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거나 변할 수 없을 것임에 주목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인성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특히 현대인의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의 핵심은 인간의 도덕성에 있
고, 그 기초가 되는 인품을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한 이론적인 기초를 제고하는 데 의
의가 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본성이 있다. 이 
고통은 자연이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가하는 것은 아니고, 도덕성을 결여한 인간이 타
인에게 의지적인 행위에 의해 주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인류는 예로부터 타인에게 해
를 가하지 않기 위하여 예의, 윤리, 법률의 세 가지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현대 사
회에서는 인간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행위의 동기 여하를 불분하고 타인
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윤리가 개인 문제를 벗어날 때는 사회적인 
정의로 환원되고, 그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때, 대부분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사회적인 약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개
인의 습관과 그 습관이 사회적 관습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본다. 결국 동서고금을 막
론하고 실천을 위한 윤리의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는 말에 집약된다. 그러므로 윤리라는 말과 글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는 실



- 120 -

천교육을 바탕으로 해야 그 의의를 살릴 수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자기 절제와 욕망
의 포기를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교육으로 승화될 때, 그 교육은 성공할 수 있다. 아
무리 세상이 썩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사람은 존경받게 마련이고, 사람들의 신임
을 얻을 수 있음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주제인 준법정신과 법치주의와 인성교육은 개인의 각성, 반복 학습, 다
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성, 민주공화국(즉 대한민국) 구성원으
로서의 인성이라는 인성의 4 발전단계 내지 요소로 구분해서 인성교육을 논의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민주공화국은 자유·평등한 구성원들이 국가의 모든 기능(외교·국방, 
질서유지, 생산, 배분, 복지 등)을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공공선을 
찾아 합의, 결정,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군주국·인민공화국의 구성원들이 타율적으로 
남(즉 군주·독재자)이 결정한 바를 수동적·소극적으로 따르는 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
다. 이러한 민주공화국 구성원들이 지녀야할 인성을 시민의식 또는 시민덕성(civic 
virtue)이라 부른다. 이와 달리 군주국·독재국의 구성원들은 시민이라 하지 않고 신민
(또는 백성 subject)이라 한다. 시민의식의 핵심은 시민 상호간의 신뢰와 참여와 합의
를 그 전제이자 그 결과로 하는 준법정신(the respect for the law)에 있다. 이 시민
사회의 준법정신은 군주국·독재국의 경우에 법 형성에 참여가 배제된 그들의 신민에
게 요구하는 수동적인 준법(obedience to the law)과 차별화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시민 사회는 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자발적인 사회규범을 요
구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을 통한 공공선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공선의 발견 및 그 표현인 법 제정 과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합의에 이르는 직접민주주의에 의하거나 그들의 대표
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에 의하여 입법화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
구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소통되어야 하며, 서로 신뢰하고 적극 참여하여 공공선에 이
르도록 타협과 양보, 그리고 합의에 이른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에 이른 결정(법 등)
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를 따라야 한다. 준법은 이에 바탕을 둔다. 결국 이 경우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법제정 등 공동체의 합의도달과정
에 대한 적극적·능동적인 참여, 공사 준별, 상호신뢰, 관용, 소통, 양보, 타협, 책임, 
헌신, 희생정신 등이며, 그 중 법 존중의 의무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하며 법치주의의 토대가 된다. 결국 시민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시민의 기
본 윤리인 준법정신이고, 이를 받아드리는 법 존중의 태도와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시민 윤리의식의 기초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
여와 준법의 책무도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민윤리 또는 시민문화는 우리 모두
가 함께 가꾸어가야 할 건전한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 형성과 유지 및 발전에 필수불
가결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주제인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과학적인 생명윤리는 자연과학의 본질이 비
록 자연계의 질서와 법칙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영역의 학문이어서, 윤리라는 관념
적인 영역과는 별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생명체를 연구 대상으로 할 때 인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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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목한다. 이 학문의 기초가 되는 생명철학은 고대 그
리스에서 출발하였고, 생명체를 형상과 질료, 그리고 생기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
졌다고 이해한 생기론적 생명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16~17세기에 일어난 과
학혁명은 생명현상에 대한 생기론적 인식에서 벗어나 생기라는 관념적인 요소를 유보
하는 기계론적 생명관을 발전시켰다. 이로 인하여 생명체의 생성에 대한 진화론적 인
식이 태동되었고, 생명현상을 물리화학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려는 생명 이해 사상이 
이 학문을 지배하게 되었다. 생물 진화사상은 20세기에 들어와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보다 확고한 생명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결과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생명공학 발전의 길을 열어, 생명체의 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
다. 그리하여 현대생물학에서는 생명체란 매우 정교하지만 그 실체를 물리, 화학적인 
자연과학적인 원리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물질적인 대상물로 다룰 수 있게 되어
서,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사고는 이 학문의 영역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20세
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생태계 개념의 도입은 인간의 생명 또한 자연계의 물
질계와 생명세계가 더불어 아우러진 복합적인 생태계의 일원임을 이해하게 하였고, 
생명체를 인간적인 이익의 대상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리를 알아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적인 인성교육의 기초가 될 생명윤리는 자연계의 다양한 
생명체들과 더불어 공존하는 생명존중사상의 바탕 위에서 인간은 이런 자연생태계의 
주된 역할자이면서 이를 관리할 책임자임을 겸허히 인식하고, 그 연장선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식물 사이의 생명 존중사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주제인 사이버 공간의 윤리와 인성은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대두된 사이버 세계는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인지공학 및 나노공학 등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분리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인 인간친화적인 소
통공간이 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인터넷은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1994년
에는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는 초고속인터넷 시대를 열어, 이제 우리
나라는 천만 인구가 활용하는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 되게 하였다. 이 사이버 공간
에서는 정보나 지식, 문화, 예술의 여러 분야의 창작물들이 디지털화 되어서 서로 공
유하거나 상품으로 판매 유통하는 생산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
여 이제는 누구든지 사이버 공간에서 생산자나 소비자와 유통자가 되어서 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거나 공유하며 때로는 창작자로서 다양하게 이 문화콘텐츠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사이버 공간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얼굴이라 해서 비도
덕적 언행과 무절제한 방종이 도덕적 타성이나 무관심으로 무장되어 무분별한 폄하 
질을 죄의식 없이 자행하는 실정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중독 수준에 이르렀고, 금단현상을 드러내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유발할 지
경에 이르러, 인터넷 과잉의존증을 야기하고 있어서,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벗어나 공
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한 예방과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지경이다. 더
욱이 2010년 스페인에서 시작된 인터넷 검색에서 자신의 과거 흔적을 삭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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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 주장의 운동은 세계적인 주목을 끌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
되었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또한 개인이 일정한 물리적 공간 안에서 자
신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침해나 공개를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있을 영역의 보호
해야 한다는 관접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개념의 시대적인 발전은 궁
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존엄을 지키고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에서 자유로워야 할 사생
활을 강조한 것이다. 오늘 이 시대는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3D 
프린트,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지능형 사이버시스템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4차 혁명시대의 인성교육은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
던 대부분의 지식과 과학기술이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으로 통합, 대체될 것이다. 그리
하여 단순한 일은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이 처리하게 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자의
적인 사고력과 독창적인 문제 해결력을 지닌 인재교육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왔던 기계적 유형의 학습은 인공지능에 맡기게 되
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 의사 소통력, 자기조절 학습력 
등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교육의 흐름에 걸 맞는 인성교육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대의 인성교육의 핵심은 전통적인 철학과 윤리학적 인성의 
본질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학문 영역의 교육을 통하여 찾아내어야 할 인간의 본질적
인 품성의 개발과 바른 실천을 습관화하기 위한 교육에 바탕을 두고 분야별로 개발되
어야 할 과제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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