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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러티브가 인간 사회에 가지는 일반적 의미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경험을 통
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험의 서사화를 통하여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
성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험의 서사화 과정은 가치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것이 도덕성 발달과 도덕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내러티브 사고를 통한 도덕 경험의 총체
적 이해와 해석의 과정으로서의 도덕성 발달, 둘째, 내러티브로서 도덕적 정체성 형성, 셋째, 도
덕 경험의 서사화를 통한 성찰과 책임감 고양이다. 따라서 내러티브에 근거한 도덕과 교육과정
구상은 도덕성과 도덕 발달에 대한 통합적 이해(통합성의 원리), 다양한 도덕적 담론의 대화 과
정으로서 도덕적 주체의 양성(대화적 관계의 원리), 도덕적 의미의 해석과 구성 과정을 통한 도
덕적 앎의 확대(해석학적 순환과 성찰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내러티브(서사), 도덕성 발달, 도덕과 교육과정, 도덕적 정체성, 대화

I. 들어가는 말
교육과정이란 일반적으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육적 결과를 초래할 목적으로 제공하
는 일련의 계획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박승배, 2003: 15). 교육과정을 따라서 교육적
으로 의미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가 정해지고, 교육과정의 완성을 위해서 학교의 모든
활동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교육과정은 그 어원인 ‘쿠레레(currere)’가
암시하듯이, 달려야 할 코스(course)로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나아가야하
는 일종의 경주로와 같은 것으로, 교육적 활동은 외부에서 이미 주어진 그 어떤 것이었
다. 이러한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개념은 일명 ‘타일러의 논리(Tyler Rationale)’가 대변
한다고 볼 수 있는 데, 그는 교육과정이 1) 교육목표의 설정 2) 학습 경험의 선정 3) 학

도덕윤리과교육 제26호 (2008. 7)

습 경험의 조직 4) 학습 경험의 평가라는 일련의 위계적이고 순차적인 절차로 구성된
다고 보았다(박승배, 2003: 83-98)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타일러의 논리’에 의한 교육과정의 구성은 그것이 가정하고
있는 교육학적 인식론의 한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교육활동이 진행될 때
제기되는 교육적 앎과 삶의 유리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전통
적인 교육과정은 근대적 인식 체계에 의한 선형적인 순서, 목표와 수단의 분리, 교육에
대한 도구주의적 인식 체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Doll, 1997: 85-91).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이 교육활동으로 간주되고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활동이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것이기에, 학생들의 앎이 실생활에서 유발되고 교
육적 경험으로 성찰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의 모색은 탈근대적 교육사상가들뿐만 아
니라 교육과정을 재개념화하려는 학자들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다. 이들이 대안적으로 구
성하려는 교육과정이론은 개별적인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교육적 경험의 다양성
과 학생들의 풍부한 학습의 맥락을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것과 교육적 지
식이 자명한 진리체계로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통하여 발견적으로 구성된다는 측면에 있다. 교육과정을 내러티브(narrative)에 근거하
여 재설정하고자하는 시도 역시 이러한 대안적 교육과정 구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 자체가 인간의 경험을 가장 포괄적이고 맥락에 근거하여 담아낼 수 있
는 보편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러티브에 근거한 교육적 앎이란 전통적인
앎의 방식인 논리-과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맥락에 근거한 내러티브 사고나 대인관계적
사고에 의해서 촉진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도덕과 교육과정 역시 전통적인 교육과정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지식관과
논리체계를 따라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차례 교육과정 변천의 역사가 있었
지만, 도덕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도덕적 경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과가 성취하고자 하는 도덕적 앎 역시 학생들의 삶과 유리된 명령과
금지의 체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국가 중심의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도덕과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용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학
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도덕적 현실과 마주하여, 이를 도덕과 교육과정의 틀 안으로 포
섭하지 못한다면, 학교 교육에서 도덕과의 지위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
라서 본 논문은 내러티브(서사) 이론에 근거하여 내러티브의 도덕 교육적 가치를 대안
적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와 어떻게 접합시킬 것인가에 주목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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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개념화하고 있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의미는 특정한 영역이나 층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도덕과 교육과정의 이념이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 수
준의 도덕과 교육과정의 대강을 구성하는 이론적 지침이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을 현실
화하는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교육과정을 성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준거점으로 작동
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 내러티브의 의미와 도덕교육적 가치
1. 내러티브의 의미와 역할
내러티브 이론에서는 내러티브를 "한 두 명 혹은 여러 명의 (다소간 현재적인) 서술
자(narrator)에 의해서, 한 두 명 혹은 여러 명의 (다소간 현재적인) 듣는 이(narratee)에
게 전하는 하나 내지 그 이상의 현실의, 혹은 허구의 사건(event)의 보고를 말하며, 특
히 이런 사건들의 결과와 경과, 관여자와 그 행위, 구조와 구조화의 보고"라고 정의하
고 있다(Prine, 1992: 162). 즉, 하나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인간 삶의 실제적인 경험일 수
도 있으며, 현실에서 유추된 가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어떤 사건 속에서는 그 사건
을 일으키는 행위의 주체들(인물)이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특정한 상황(배경) 속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무작위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
서를 띠고 시간적 인과 관계 속에서 배열될 때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플롯). 그리고 인
간 경험이 구조화된 내러티브는 말하는 사람(서술자나 화자)과 듣는 사람(독자나 청자)
의 관계망을 통하여 소통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내러티브
는 사건, 인물, 배경, 플롯을 내용요소로 하는 스토리(story)와 그것이 서술되거나 말해
지는 방식인 담론(discourse)의 양상을 띤다고 볼 수 있다1)(김민수, 2002: 31-45).
내러티브를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 있지만,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삶 자체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간주할 수도 있다. 즉 인간의 출생, 성
장, 죽음을 하나의 이야기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개인적 삶이란 시작과 끝이라는 시간
적 구조 속에서 다양한 사건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무엇으로 만드는 것은 다양한 삶의 에피소드들을 거시적 삶의
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은 열린 플롯의 구
조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삶의 경험들이 기억되거나 이야기 구조 속으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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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지는 않는다. 삶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강화되는 방식으로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배
치시킨다. 물론 플롯이 삶의 유기적 통일성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지만, 이것이 삶의 우
연성과 불확실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삶의 통합성은 플롯이 지향하는 가치이지만 그
속에서는 다양한 플롯의 변주들이 존재한다. 경험의 선택과 배제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플롯의 개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개인은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고 할 수 있지만, 타인의 이야기 속에서는 조연의 역할을 한다. 나의 이야기는 너의 이
야기를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으며, 나와 너의 이야기는 서로 맞물리면서 공동
체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간다. 개인적 삶의 내러티브의 배경은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가 내재된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서사적 존재이며, 이
야기를 하는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MacIntyre, 1997: 318).
이와 같이 내러티브의 개념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여 삶의 내러티브라는 거시
적인 차원을 아우르는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러티브가 인간 삶에
가지는 역할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식론적 기능을 한다.
인간은 경험 그 자체를 인식할 수는 없다. 분절적인 인간의 경험은 시간적 순차성(順次
性)을 따라 내러티브 형식으로 구성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가진 하나의 사건으로 인
지된다. 인간의 경험은 내러티브 형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으로 기술될 수 없다는
것이다(Bruner, 1987: 12). 내러티브는 실생활의 경험을 인지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타인
의 경험을 이해하는 효과적인 소통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러티브 양식을 통
해서 미지의 경험 영역으로까지 상상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게 한다(우한용, 2001: 7-8).
둘째, 내러티브는 인간의 존재론적 기반의 역할을 한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끊
임없는 물음을 통해서 생의 의미를 추구한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과거-현재-미래라는
거대한 삶의 내러티브로 이해하고, 분절적 경험을 그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의미를 부여
하는 것은 개인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정체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
는 모종의 불변적 실체도 아니고 외부 환경의 부차적 결과물도 아닌 개인과 환경의 복
합적 상호 작용의 결과로서 형성된다. 내러티브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통일적 존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 구현의 계기를 실현할 수도 있다
(Ricoeur, 1997: 61). 셋째, 내러티브는 가치화(moralization)의 효과를 유발한다. 인간이
자기 경험을 내러티브로 조정하고 구성하는 과정은 의미화 작업과 관련이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술이 기록자의 특정한 관점과 정당성에 따른 가치화의 충동과 연계되듯
이(White, 1981: 13-14), 개인의 일상 경험과 사건 역시 내러티브로 재편될 때에는 서술
자나 화자의 관점이나 가치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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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를 통한 삶의 경험 이해, 내러티브적 관계를 통한 서사적 정체성의 구축, 경
험의 서사화 과정과 연계되는 도덕적 가치화의 효과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
으로서 내러티브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이론적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도덕과 교육과정
역시 성찰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 세 가지가
교육 일반과 도덕 교육의 영역에서 전통적인 개념과 어떻게 대비를 이루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내러티브와 도덕교육
1) 내러티브 사고와 도덕성 발달

‘내러티브 사고(narrative thinking)'란 인간 경험을 조직하고 현실을 구성하는 정신
기능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대상을 구체적 맥락과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을 일컫는
다. 브루너(Bruner, 1986: 11-13)는 인간의 정신 기능을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는데, 전
통적인

앎의

방식은

‘논리-과학적(logico-scientific)

사고’

유형

또는

‘명제적

(paradigmatic) 사고’ 유형이라고 한다. 이것은 사실 설명이나 기술에 있어서 형식적이
고 수학적인 체계를 이상적인 것으로 추구하며, 범주나 개념화를 이용하여 보편적인 원
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X라는 조건에서는 Y(if x, then y)’ 같이 이것은 원리화된 가설
이나 명제에 의해 추동되며, 정확한 이론, 엄밀한 분석, 논리적 증명, 합리적 논쟁에 의
한 경험적 발견에 주로 적용된다. 이에 비하여 ‘내러티브 사고’란 좋은 이야기, 관심을
끄는 드라마, 믿을 만한 역사적 언급에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왕이 죽었다. 그러자
왕비가 죽었다’와 같이 두 사건 사이의 다양한 연관 관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된다. 왕
의 죽음과 왕비의 죽음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 인과 관계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슬
픔, 자살, 시해(弑害)와 같은 그럴듯한 진실의 추구와 관련된다. 이것은 인간의 의도나
행위, 그것들의 진로를 특징짓는 변화나 결과들을 다루는데 유효하다.
‘내러티브

사고’는

인간의

내적인

정신력으로서

‘내러티브

능력(narrative

competence)’에 기반하여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 능력’이란 인간이 언어생활
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내러티브에 대한 문법과 규칙, 즉 ‘내러티브 관습’을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러티브 능력’은 다섯
가지 주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한다(Baldock, 2006: 68). 첫째, 연대기적으로 구조화된 사
건의 순서를 이해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시간의 흐름이나 중요성을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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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이나 반복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능력, 셋째, 사건의 발생을 내러티브 순서로서
인과적 관계로 이해하는 능력, 넷째, 어떠한 내러티브도 특정한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이야기 속의 인물들 역시 사건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해력,
다섯째, 특정한 문화와 결부된 ‘내러티브 관습’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가
다르면 다른 ‘내러티브 관습’이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의 문화 안에서도 ‘내러티브 관습’
이 변환되어 다른 효과와 이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내러티브 능력’은 아동기부터 일찍이 발달하는데, 아동기 후반으로 갈 수록 그 능력이
보다 정교화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교육의 장에서 강조된 것은 ‘논리-과학적 사고’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 유형은 객관주의적 지식관과 친화성이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 방법, 교사
와 학생의 관계, 교과서와 같은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들에 대한 모종의 입장
을 전제한다. 합리적 가설의 설정과 엄정한 절차에 의한 진리의 인식을 주도하는 ‘논리
-과학적 사고’는

특정한 불변의 진리 체계를 전제한다. 이러한 불변의 객관적 지식은

학습자의 앎의 맥락과 상관 없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진리의 습득 여부는 미리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교사에 의해서 판명가능한 것이다. 교과서는 이러한 보편타당한 지식의
정수(精髓)를 모아둔 것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매개하는 주요한 도구의 역할을 한
다. 객관적 지식의 효율적 습득을 용이하게 하며, 이것의 달성 여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구성은 타일러(R. Tyler)식의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
능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내러티브 사고’ 유형은 구성주의적 인식론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의도나 행위의 목적, 관련 요소들간의 관계, 배경적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러티브 사고’는 지식의 객관성이나 엄정한 진리 체계보다는 학습자가 대상과 맺고
있는 관계에 주목한다. 학습자의 개별적인 학습 맥락에 따라서 대상의 의미는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지식은 불변의 체계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해석을 통하
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포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교사의 역할은 교육적
지식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동반자의 역할이 될 것이며, 교과서는 정전(正典)으로서 역
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 자료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논리-과학적 사고’ 유형은 콜버그의 인지 발달 도덕성 이론이
그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도덕성 발달은 불변의 단계를 거쳐 정의의 원
리라는 종국적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로를 취한다. 발달 단계는 단순한 시간적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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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가 아니라 인지적 구조가 정교화 되어, 보다 큰 분화, 통합, 적응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Kohlberg, 1985: 127). 발달의 목적이 고정된 도덕적 원리로서 전제된다
는 것, 발달의 과정이 인지적 갈등과 부조화를 논리적 추론으로 해결하고 정당화하는
능력과 연계된다는 점, 발달 단계가 형식적으로 구조화되고 범주화되어 있다는 점 등에
서 이것은 ‘논리-과학적 사고’와 상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한 도덕 교
육은 가설적 딜레마 토론이 상징하듯, 학습자의 도덕 경험을 실생활의 문맥에서 바라보
지 못하고 당사자들간의 권리나 의무의 문제로 협소화하여 이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비하여 ‘내러티브 사고’는 배려적 관계의 유지와 향상에 주안점을 두는 배려 교
육과 관련성이 깊다. 나딩스(Noddings, 1991: 158-159)는 콜버그식의 딜레마 토론은 선
험적인 규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논리적 추론 과정으로서, 여기서 도덕 주체는
외롭게 떨어져서 커다란 도덕 원칙과 씨름하면서, 도덕적 딜레마 당사자의 관점을 채택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반면에 배려적 관계에 있는 도덕적 주체들은
‘대인 관계적 추론(interpersonal reasoning)’에 인도되어 타인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 관
계 자체에 책임성을 가진다. ‘대인 관계적 추론’이란 균형잡힌 동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덕 주체들 사이에 행해지는 도덕적 대화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분리와 추상화
보다는 애정과 연결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나딩스가 말하는 ‘대인 관계적 추론’이란
‘내러티브 사고’를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 적용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배려의 도덕 교육을 포함하여 내러티브의 맥락을 중시하는 도덕 교육은 도덕적 발달
을 종국적 목적을 향한 진전으로 보지 않고 일상적 사건과 계기에서 끊임없이 일어나
는 구성과 재구성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프리만(Freeman, 1991: 88)은 발달을 주어진
목적을 향한 최고의 과정으로 간주하는 대신에, 계속적인 변화의 작업이요, 자기 생활
의 도덕적인 요구와 목적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다시 쓰는 과정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미리 주어진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능한 다수의 목적들이 발달 과정
속에서 새롭게 출현할 수도 있으며, 그것의 출현을 통하여 이전의 목적은 불충분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발달은 미래를 향하여 목적론적으로 밀려서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형의 회고적 이야기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태
펀(Tappan, 1991: 10-13)은 내러티브 문맥 속에서 도덕성 발달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를 보다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그에게 도덕성 발달은 도덕적 권위(authority)나 저
자 의식(authorship)의 고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소설의 저자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
는 이야기의 창조자요 구성자인 것처럼, 개인들도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거기에 들어있
는 사고, 감정, 행위의 창조자요 구성자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도덕적 권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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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저자 의식의 고양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사고, 감정, 행위에 대한 책임감과 연계될
수밖에 없기에, 내러티브를 통하여 권위와 책임감은 함께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러티브의 소통을 통하여 개인은 타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접하는 것이기에, 도덕적 권
위감과 책임의 발달은 개인의 독백적 내러티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대화적
관계에서 공동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그는 강조한다.

2) 내러티브와 도덕적 정체성
경험의 서사화 과정은 자아 존재감, 곧 정체성 확보의 한 방편이다. 분절적 경험이
서사적 형상화를 통하여 하나의 내러티브로 만들어지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일생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간주하고 자신의 고유
한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은 삶의 존재적 통합성을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이야기는 독백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타인, 나아가 공동체의 이야기와
서로 얽혀 있기에, 내러티브를 통한 정체성 확보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요청에 대한 응
답으로서 윤리적 책임감과 연계되어 있음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도덕적 정체성은 인간
의 정체성이 내러티브의 맥락에서 형성될 때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정체성을 서사적 과정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은 정체성 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와 관련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정체성은 불변하는 자아의 실체
(substance)를 가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기 동일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
한 근대적 정체성 개념은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실체의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는 문제
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체의 동일화 욕망이 타자에 대한 정복의 욕구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윤효녕, 2003: 3). 근대적 정체성 개념을 해체하려는 탈근대적 시도는
일상적 삶의 관계를 무시할 수 있으며, 소수적 타자의 정체성 욕구까지 해체시킴으로써
정치적 허무주의와 극단적인 인식적 상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윤효녕, 14).
이에 대한 한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 바로 내러티브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 리쾨르
(Ricoeur, 52-61)는 ‘자기 동일적 정체성’과 대별되는 ‘공유(共有)적 자아로서의 정체성’
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야기를 통하여 형성되고 구축되는 내러티브 정체성과 긴밀
한 관계를 가진다. 그는 이야기가, 내러티브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의 지속적인
성격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플롯이 역동적인 정체성의 구성을 가능
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즉, 플롯이 불협화음(不協和音)의 협화음(協和音 )이라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 이 모델 위에서 인물의 내러티브 정체성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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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 플롯의 구조를 따라서 인물은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정체성을 구현함과 아울러서,
때로는 플롯의 구조를 넘어서는 변주자로서 인물의 성격 또한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일상의 삶과 경험에서 우리들은 하나로 귀속될 수 없는 다중적인 정체성을 구현하
면서 다양한 성격과 역할을 드러내지만, 인생의 전체 내러티브 속에서는 모종의 통일된
자아 구조를 기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브와 자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 가지 연관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Miller et al. 1992: 48-49). 첫째, 시간적 연관성이다. 내러티브가 시간적 축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과 같이 자아 정체성 역시 시간을 통해서 구현된다. 내러티브를 통
해서 자아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기억하여 현재의 새로운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것
이다. 현재의 자아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오지 않을 기대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된다(Crites, 1997: 32-40). 둘째, 행위의 재현에 있어서 연관
성이다. 행위는 그 자체로 파악될 수 없고, 어떤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행위를 순수한
주관의 내적 작용의 결과나 사회, 문화의 부산물이 아닌 ‘매개된 행위(mediated action)’
로 파악한다고 할 때 주요한 매개체가 바로 언어와 같은 기호체계이다2)(Wertsch, 1991:
18). 내러티브 자아란 언어라는 재현적 수단에 의해 매개된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대화적 연관성을 갖는다. 내러티브 속에서 독백은 의미가 없다. 나의 이야
기는 타인의 이야기와 얽혀 있다.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이지만, 타인의 이야기 속에
서는 조연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내러티브로서 자아를 기획한다는 것은 타인과 대화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의 자아의 일부는 타인의 자아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자아 속으로 나의 자아가 개입된다고 볼 수 있다. 자아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 정체성 역시 내러티브 정체성을 통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자아 개
념은 도덕 판단과 행위 사이의 갭을 연결하려는 의도에서 그 동안 새롭게 조명되기 시
작하였다. 도덕적 자아가 자신의 전체 정체감의 일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도덕적 기능
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다(Walker, 2004: 2-4). 이는 도덕적 동기화의 요소로서
도덕적 자아의 역할에 주목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이지만, 도덕적 기능이 단일
한 인지적 과정이 아닌 복합적 매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도
덕적 정체성 형성의 계기들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
이, 도덕적 자아를 인지적 영역에서 벗어나 고찰할 때 필연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이 바로 정체성의 사회, 문화적 맥락이다. 태펀(Tappan, 2000: 98-105)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개된 행위’를 통하여 정체성을 해명하는 데, 이는 정체성이 내적 의식의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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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고, 사회, 문화적 환경의 부산물도 아닌, 주체가 사회, 문화, 역사적 자원들을 매
개 수단으로 활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매개 수단으로서 중요한 것
이 언어와 같은 상징 체계이며,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내러티브를 통하여 이루
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태펀은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이념체계에 주목하는데, 개인의 정체성은 이념의 단순한 수용이 아닌 대화적 관계에서
개인의 내적 변용의 과정이 중요하다. 즉, 대화는 권위적 명령이 아닌 내적으로 설득력
있는 담론의 형식을 띠고 수용된다는 것이다3)(Bakhtin, 1997: 161).
결국, 도덕적 정체성 역시 도덕 주체 내부의 순수한 인지적 구성물이 아닌 사회, 문
화적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볼 때, 그러한 매개 수단으로서 주요한
자원이 바로 언어체계를 통해서 작동하는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에는 특히나 다양한 이념체계의 영향이 중요한 데, 내러티브의 내용에는 상이한 이
념적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토리로서 이념은 명령이나 강제
를 통해서 단순 주입되지는 않는다. 이념 체계는 대화적 담론의 형식으로서 사회, 문화
적 맥락에서 제기되고, 도덕 주체는 이것을 자신의 언어로 새롭게 구성한다고 하겠다.
즉, 도덕 주체의 내적인 전유(appropriation:專有)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덕적 정
체성은 이렇게 대화적 과정을 통해서 부단하게 갱신하는 도덕 주체의 자기 실현의 과
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 형성은 교육에 있어서 중심 주제였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육 과정은 정체성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학생들을 여기에 맞추려 하지 않았나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의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기보다는 불변적 정체성을 상정하고 이의 형성에 치
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체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상이한 계기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지속적으로 인간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 교육은 이러한 정체성 실현의 계기들을 지속
적으로 제공하고, 그 고양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러티브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정체성이 이념적 자원으로서 내러티브를 매개로하여 실현되는 것에 주목하는 것
이다. 다양한 이념적 자원들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대화적 관계를 통해서 이에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체성 형성에 특히 중요한 일이다. 도덕과의 교육과정 역시 다양한 도
덕적 담론들을 제공하고, 도덕 주체가 이를 성찰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현실
적이고 교육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3) 내러티브와 가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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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화 과정은 서사 주체의 가치와 연계되어 있다. 서사 주체는 모든 경험이나 사건
을 서사화하지 않는다. 특정 경험이 서사적 과정으로 재편되는 과정은 서사 주체의 가
치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경험의 서사화는 시간의 축을 따라서 진행되
는 것이기 때문에, 서사 주체의 기억이 요청되는 작업이다. 이러한 기억의 방법에서도
역시 가치의 문제는 대두된다. 먼저, 경험이나 사건의 서사화 과정에서 서사 주체의 가
치관이나 서사 주체가 포함된 사회, 정치적 제도의 영향력이 중요한 문제로 개입된다고
볼 수 있다. 경험이 서사적 망으로 포섭되는 과정은 서사 주체의 이념과 연계된다. 한
편의 허구적 서사이든, 실생활의 내러티브이든 서사주체는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을 실
현하는 방식으로 경험을 선정하고, 그것을 전체 플롯 구조 속에 배치한다. 삶에 대한
윤리적 감각,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름답고 추한지에 대한 관점이 경험의 취사선택
과 배치 속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실생활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인생 내러티브를 하나의
통일된 의미체계로 만들려는 시도가, 허구적 내러티브에서는 완결된 플롯의 구조를 실
현하는 방식으로 서사주체의 가치는 개입된다. 이렇게 경험의 선택과 배제의 기준으로
서 서사 주체의 관점이라는 것은 내러티브를 완결되고 일관성 있게 하려는 서사적 자
아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서사적 자아의 일관성은 내러티브 구조에 근거하고 있는
데, 그것은 삶의 경험을 무작위적이지 않고, 자아의 가치, 목적, 의미의 영역 안으로 통
합하려는 것이다. 가치는 현재에 결부시키는 좋은 것들을 대표하고, 목적은 미래의 가
능성과 열망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낳고, 의미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해석이라
고 볼 수 있다(Witherell, 1991: 92-93).
이때, 개인으로서 서사 주체의 가치화 욕구는 순수한 정신적 산물이라기보다는 사회
적 전망 속에서 형성되고, 추동된다고 볼 수 있다. 역사학자 화이트(White, 13-14)는 일
반적으로 역사의 서사 주체는 자의식이 강할수록 사회 제도나 그것을 지탱하는 법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법의 권위나 정당성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즉,
모든 역사적 내러티브는 잠재적이든 명시적이든 그것이 다루는 사건을 가치화하려는
서사 주체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서, 그것은 제도나 집단이 중시하는 가치와 필연적
연관성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록 역사적 서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사 주
체의 가치화가 자신이 속한 사회나 제도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개인
이 구사하는 내러티브가 공동체적 내러티브를 배경으로 하여 실현되면서 공동체적 내
러티브를 강화하거나 이의 변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물론 공동체가 담지하고 있는
가치가 전일적으로 서사 주체의 가치를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
사 주체는 대화적 관계로서 공동체의 다양한 이념적 체계를 취사 선택, 변용하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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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서사 주체의 가치란 고립된 개인의 관점이 아닌 사
회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변형과정을 거치는 사회적 전망을 띠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험의 서사화 과정에서 서사 주체의 가치가 개입되는 또 다른 지점은 서사 주체의
기억과 관련된다. 서사화되는 경험은 과거의 사건이다. 서사 주체가 현실에서 과거의
경험을 서사화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
사건의 자동적 재현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기억을 통해서 어떤 사건은 선택되
고, 다른 사건은 배제된다. 어떤 사건은 미화되기도 하고, 다른 사건은 왜곡되기도 한
다. 이렇게 과거의 기억을 서사화하는 서사 주체의 방식은 현재 서사 주체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이루어진다(도정일, 2007: 90-92). 첫째, ‘동일성(同一性)
의 서사’ 방법이 있는데, 이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유사성의 측면에서 해석하
고 선별하여 서사 주체의 동일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둘째, ‘비동일성(非同一
性)의 서사’ 방법으로서 이는 과거의 경험을 객관화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서 새로
운 자아를 구성해나가는 방식이다. 내러티브를 통한 기억의 정신 작용은 서술 주체와
서술 객체의 분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반성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성찰의 대상인 과거의 경험이 현재 서사 주체의 동일성 안으로 포섭될 때에 과거에
대한 기억은 선별, 배제되어 현재의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미화, 왜곡의 과정을 거쳐 현
재 동일자의 허위적 정체성을 만들 위험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기억을 통한 서
사화 과정은 현재 서사 주체의 정체성 구현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내적, 외적 정당성을 가지고 실현되느냐, 즉, “하나의 행위가 누군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서, 또 행위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
이 합당한 것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MacIntyre, 308).
이렇게 서사화 과정을 통한 가치의 문제를 도덕성 발달과 연계시킨 이는 태펀과 브
라운이다(Tappan & Brown, 1989: 189-93). 그들은 개인이 자신의 도덕 경험을 내러티
브로 표현할 때, 개인은 자기 내러티브의 저자가 되며, 이 과정에서 도덕적 권위감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이야기의 저자가 됨으로써 ‘저자의식
(authorship)’을 달성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이야기에 가치를 스며들게 하고, 개인의
도덕적 관점을 대표하는 도덕적 권위를 주장함으로써 도덕적 가치화의 기능을 하게 된
다는 것이다. 저자 의식의 달성은 도덕적 경험의 심리적 영역을 구성하는 도덕적 사고,
감정, 행위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의 실생활
도덕 경험을 이야기 할 때 연관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이야기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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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반드시 특정한 도덕적 관점에 기초한 도덕적 가치의 개입을 필요로 하기에, 도
덕적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개인이 그러한 관점의 저자가 됨을 요구한다. 둘째, 도덕적
경험의 서사화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나 묘사 이상으로 자신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숙
고하고, 자신의 사고, 감정,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떠맡게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의 실생활 경험에서 유리된 도덕 경험을
가상적으로 제공하거나, 집단이나 공동체의 가치의 전수에 주목하여서, 학생들이 자신
의 도덕 경험을 성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취약하였다. 내러티브에 근거
하여 도덕과 교육을 설정하는 것은 도덕성의 영역을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감정, 행
위의 통합적 측면의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학생들의 실생활 도덕 경험을 도덕 교
육의 중요한 원천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내러티브 속에서 인간 경험의 복합성을 총체
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도덕교육의 풍부한 맥락으로 도덕적 탐구
의 시발점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내러티브에 근거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본 원리
내러티브의 형식이 인간의 도덕 경험을 가장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도덕성
발달 역시 종국적 목적을 향한 단선적 전진이 아닌 회고적 반성으로서 부단히 계속 써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내러티브 사고와 도덕성 발달), 도덕적 정체성이란 도덕 주체와
환경의 상호 작용 속에서 형성되며, 이를 매개하는 유력한 수단이 내러티브라는 점(내
러티브와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경험의 서사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도덕 주체의 가치
가 내재될 수밖에 없기에, 도덕성 발달은 이러한 계기들을 잘 포착해야 한다는 점(내러
티브와 가치화)은 도덕과 교육과정을 내러티브에 근거하여 설정할 때 기본 원리로서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내러티브의 근본 이념들이 도덕과 교육과정으로 실현될 때의 원
리들을 각각 통합성, 대화적 관계, 해석학적 순환과 성찰로 개념화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1. 통합성
내러티브에 근거한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의 기본 원리로서 통합성은 도덕성을 인지,
정서, 행동으로 삼분화하여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통합체로서 이해하며, 도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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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역시 특정한 영역에 우선권을 두어 그것의 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 도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통합성의 원리는 도덕적 정체성이 자아의 구
조 속으로 포섭되는 계기에 주목하여 개인의 삶이 내러티브로서 온전한 전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성의 원리는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사회화와 발달의 이
항적인 대립을 넘어서 도덕 주체와 환경의 상호 작용을 통한 계기적 작용으로 파악해
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인간의 경험은 인지, 정서, 행동의 분리적 과정으로 드러나거나 분화하여 자율적 체
계로서 발달하지 않는다. 인간은 사물을 동시에 지각하고, 느끼고, 생각하며, 행위는 이
러한 제한 속에서 이루어진다. 통일된 전체로서 이것들은 개별적으로 추상화될 수는 있
지만, 이것의 연관성을 무시하면 대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문화에서 내러티브의 역할을 경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을 일관성 있고
문화적 적실성을 가지고 표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러티브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Bruner, 61). 인간의 도덕적 경험 역시 개별적 요소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이
다. 그 동안 인지주의, 행동주의, 정신분석학은 각각 인지, 행동, 정서의 개별적 요소에
치중하여, 마치 그것이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를 이론적 기
반으로 한 도덕성 발달 이론이나 도덕 교육 역시 도덕 경험을 복합적 통일체로 바라보
지 못하고 제한된 영역의 계발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도덕적 경험을 내러티
브적 방식으로 사고하고 도덕성 발달을 도덕 주체의 서사화 과정에서 발현된다고 생각
하는 것은 도덕성을 통합성의 견지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도덕 경험의
서사화 과정은 도덕 주체의 인지 전략에 따라서 기억되고 포섭되는 과정이다. 이것은
물론 대상에 대한 도덕 주체의 감정이나 느낌이 연계하여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덕 주체의 저자의식은 발현되고 이를 기반으로 도덕적 행동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실생활 도덕 경험의 서사화 과정에 드러나는 도덕성의 통합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
적 교훈과 가치가 내재된 전통적인 이야기 또한 내러티브에 근거한 도덕과 교육과정이
통합적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전통적 이야기 또한 인간의 다양한 도덕경험이
구체적 맥락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으며, 도덕적 인간의 실존적 고민과 갈등, 도덕적 열
망이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을 포함한 전통적 도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들은 도덕성을 추상화된 원리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 삶의 계기들을
통하여 도덕적 감정과 사고, 행위를 체득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교화나 주입을
통한 일방향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 주체의 내적 성찰과 대화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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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도덕적 담론의 보고(寶庫)로서 전통적인 이야기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통합성의 두 번째 측면은 도덕적 정체성을 서사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도덕적 자아의 개인적 정체성으로의 통합의 정도가 높을 수록, 도덕적 행위의 가
능성은 높아진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아를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창우, 2006: 301). 도덕적 자아와 개인적 정체성의 통합 과정, 이를 통한 도덕적 행위
의 고양으로서 통합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를 통한 도덕적 정체성은 그것이
놓여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관심을 가진다. 정체성은 도덕 주체가 서사적 전망이라
고 할 수 있는 ‘행위’와 ‘의식’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사회, 문화적 삶의
배경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의도나 목적을 실현하는 데서 발생하는 인지, 감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Bruner, 14). 정체성의 서사적 구성은 도덕 주체의 순수한 내적 자
기 구성이라기보다는 인간 경험의 복합성인 인지와 정서가 동시적으로 개입되는 통합
적인 인간의 자기 실현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브에 기반한 도덕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일생을 통일된 내러티브의 구조로 기획하고 실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개별적인 도덕 경험을 내러티브 사고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에 의미를 부여하여 통일된 내러티브로 구성하는 것은 도덕 주체의 서사
적 기획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자신의 인생의 서사를 기획하고 써나갈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삶의 계기들을 통하여 인생 서사의 플롯을 변주할 수 있는 능력 등은 도
덕과 교육을 통해서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가능한 것들이다.
통합성의 마지막 측면은 도덕성 발달 이론의 대립 지점인 발달과 사회화를 통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달과 사회화의 통합은 시간적 선후 관계를 통하여 해결되어 왔
다. 즉, “습관과 전통의 마당을 통해서 이성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Peters, 1995: 70)라는 금언을 따라서 유아기나 아동기 초에는 도덕
적 사회화에, 이 후의 시기에는 발달에 중점을 두어서 도덕과 교육과정이 구상되었다.
그러나 내러티브를 통한 교육과정 설계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아동의 발달이 반드시
이러한 방식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심리와 발달의 사회적 구성의 측면을
부각시키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통한 아동의 개념 습득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일찍이
아동들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항적인 대립 개념들의 매개 과정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Egan, 1995: 121-122). 따라서, 내러티브를 통한 사회화와 발달의 통
합은 시간적 선후를 통하여 추구하기 보다는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적 맥락의 계기들을

- 203 -

도덕윤리과교육 제26호 (2008. 7)

통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내러티브를 통하여 교육에는 사회화가 전제되어 있다.
내러티브는 공동체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러티브를 통한 사회화가, 발달을 지
체시키거나 연기해야 할 대립적 개념으로 파악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내러티브의 습득
자체가 개인적 내러티브의 발현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유아나 아동이라고 할 찌라도 외
부 개념의 단순한 수용이 아닌 자기 구성적 활동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다만 연령
을 통하여 개념의 습득과 변용 과정이 더욱 복잡화될 뿐이다. 내러티브를 통한 도덕적
담론의 습득 또한 이러한 과정과 상통하는 것이기에, 사회화와 발달을 시기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계기로 파악하여, 학습자의 경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도덕적 담론을
내러티브를 통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대화적 관계
내러티브에 기반한 도덕과 교육과정이 중심 원리로 삼아야할 대화적 관계는 내러티
브를 통한 도덕적 정체성이 다름 아닌 대화적 자아이며, 이러한 대화적 자아로서 학습
주체가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구성주의적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며, 따라서 교육
과정을 이루는 단계들,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물적, 인적 자원들이 대화성을 근간으로
서로를 고무시켜주어야 교육적 기능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내러티브를 통해 형성되는 자아는 절대적 불변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아도 아니며,
사회적 환경의 부산물로 자율성이 없는 자아도 아니다. 서사적 자아는 다양한 삶의 계
기들을 통해서 자아의 복합성, 중층성, 변용을 허용하면서도, 전체적 삶의 기획 속에서
통합적 의미를 추구하는 자아이다. 이렇게 통일성과 변이, 리꾀르의 용어로 불협화음의
협화음을 견지하는 자아는 다름아닌 대화적 자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성은
그 어원이 함의하고 있듯이 대상들간의 관계를 전제한다. 통일성과 안정에 갖혀 있는
자아는 근대적 자아관인 자족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자아관으로 돌아간다. 변화와 변이
과정 속에서 모종의 의미를 기획하지 않는 자아 역시 자기 책임성을 다하지 않는 현실
성 없는 자아이다. 내러티브를 통해서 조형되는 자아는 이러한 극단을 극복하는 자아이
다. 내러티브를 매개로 하여 현실의 풍부한 맥락과 상호 교섭하는 자아가 바로 이러한
자아이다. 내러티브와 같은 상징적 기호는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질적
인 담론 체계들을 매개한다. 물론 내러티브를 통해 매개되는 이념적 자원들은 주체의
내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서 취사 선택되고 변용된다. 주체는 다양한 이념적 담론들을
내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간의 맥락에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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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관여 되어 있고, 타자와 상호 작용하는 사회성을 갖는 이러한 서사적 자아가 바로
대화적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Hermans, Kempen & Loon, 1992: 23).
대화적 자아관에 바탕한 교육과정은 교육적 인식론뿐만 아니라, 교육적 실천에 있어
서도 대화성을 고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적 지식을 대화적으로 습
득한다는 것은 외부 세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지며, 정신은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정신의 ‘백지 상태(tabula rasa)’설은 물론, 정신세계를 자명한
것으로 바라보며 지식은 이성적 사고에 의한 승화된 추론의 상태로 주어진다는 가설
역시 거부한다. 오히려 지식은 자족적이거나 개인주의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교섭 과정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사회적 의미는 공유되고,
개인의 정신도 발달한다는 사회 구성주의적 입장과 친화 관계에 있다. 여기에서 학습은
의미가 발생하는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근거하여 대화적 상호 작용으로서 학생
들의 정신이 공동체적 교류의 완성물로서 발달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Gergen, 2005:
38-60). 이렇게 교육적 앎을 구성적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대화적 교육
과정은 네 가지 특성을 가진다(Applebee, 1996: 51-65). 첫째, 질(quality)의 문제로서 대
화적 교육과정은 양질의 언어적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즉 대화적 교육
과정 안의 지식은 다양한 학문적 관심과 최근의 경향을 두루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현실의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평가될 수 있는 양질의 지식이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이것들이 실질적인 토론의 자원으로서 충분한 내적 의미망을 획득해야 한다
는 것이다. 둘째, 양(quantity)의 문제로서 교육과정은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적당한
폭을 가져야 한다. 지식의 양이 너무 많으면 대화적 상호 작용으로 학습이 일어나지 않
고 암기에 치중하게 되며, 그 역은 대화의 풍부성을 감소시키게 할 것이다. 셋째, 관계
성(relatedness)으로서 교육과정의 부분들이 상호 관련이 없다면 대화는 파편적이고, 항
상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기에, 부분들은 하나의 큰 대화적 주제를 향하여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태도(manner)로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대화
적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계 설정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러티브에 근거한 도덕과 교육 과정 역시 이러한 원칙하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적 정체성 역시 대화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는 그 속에
도덕적 가치와 관련되는 이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념체계는 도덕적 담론으
로서 이질적인 도덕적 목소리와 관련되어 있다. 도덕 주체가 내러티브를 통해서 사회
문화와 교섭한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도덕적 목소리와 대면한다는 뜻이다. 도덕적 목
소리들은 도덕 주체의 내면에서 상호 경합을 벌인다. 도덕 주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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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체계들은 이러한 외부의 목소리들과 대화, 경합의 과정을 거쳐서 대체, 변용, 강화
된다. 이것은 도덕적 지식과 가치 체계들의 습득 과정이 단선적 과정으로 흘러들어오지
는 않는다는 것이다. 도덕적 지식과 가치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수용은 학습자의 맥락을 통한 의미 변용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
화적 자아로서 도덕적 주체의 양성을 위해서는 도덕과의 교육과정의 부분별 요소들이
대화성을 고무하는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대화적 자아로서 도덕적 주체의 양
성이라는 거시적 목적을 위해서 도덕과의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과의 목표는 이러한 대화성이 매개되는 두 가지 양상인 사
회, 문화적 맥락과 도덕 주체의 내적 심리 과정을 연계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며, 내용
체계는 다양한 도덕적 담론들이 맥락성을 가지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교수-학습 방
법은 학습자의 구성적 행위와 의미의 공유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는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성장을 도모하고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
해 환류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해석학적 순환과 성찰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은 진리의 인식 과정에서 텍스트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의미의 해석을 강조하는 말이다. 인간의 의식은 언어를 선험적 조건으로 하며, 언
어는 전통이라는 역사성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역사와 전통은 결코 전체적 실체로서 투
명한 정신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던져져 있는 인
간 존재가 해석하며 실현해나가는 해석학적인 작업이라는 것이다. 텍스트의 해석은 텍
스트를 전통이나 역사의 전체성 속에서 이해할 때, 그리고 거꾸로 이러한 텍스트의 해
석을 기반으로 전통을 반조하는 전체와 부분의 순환 과정으로서 ‘해석학적 순환’은 일
어난다는 것이다.(이경재, 1996: 50-51). 전통적인 교육과정은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으
로 진리의 인식을 바라본 것이 아닌, 지식의 객관적 실재에 근거한 주체의 자명한 인식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절차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앎이라는 것은 주체의 인식이 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누적의 과정인 것이었다. 교육 과정에서 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양적 지식을 행동적 목표로서 상세하게 설정해야 한다. 교과서는 이러한 객관적 지
식이 구조화된 교육 내용으로서, 교사는 교과서적 지식을 선취한 자로서 지적 권위를
가지며, 학습자의 교육적 성공의 유무는 이러한 교과서적인 지식을 얼마나 달성하였는
가로 판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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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으로서 내러티브에 근거한 교육과정은 지식의
상호 구성과 앎의 맥락성을 강조한다. 지식은 ‘입증된 지식’의 축적 과정이 아니라 새
로운 관점에 의한 끊임없는 해석의 과정이다. 학습의 목표는 학습자와 무관하게 외부에
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거나 발견된다. 그리고 목
표의 달성은 학습의 종료가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즉, 교육과
정은 지식의 객관적 실재에 근거한 단선적이고 계열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
(recursive)이고 반성적(reflective)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양미경, 2002: 466-469).
인간의 도덕 경험 역시 인과적이고 논리적 구조를 따라 이해하는 것보다 해석학적
지평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콜버그의 인지 발달 도덕성 연구는 인과적이고 논
리적 구조로서 선험적인 전제를 가지고 시행된 ‘철학적’ 해석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개인들이 가상적 딜레마의 반응에 나타난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에 관한 사고 방
식을 지배하는 어떤 ‘심연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길리건의 실
생활 도덕 딜레마 진술은 개인의 심리적 복합성을 이해하고자 하였기에, 콜버그의 작업
에 비하여 해석학적 지평을 넓혔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발
현하는 도덕성과 도덕 주체의 매개 관계를 소홀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를 통한 도덕적 담론의 매개 과정은 정의와 공정성, 배려적 관계
로서의 도덕성 뿐만 아니라, 도덕 주체가 놓여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상이
한 도덕성들이 매개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내러티브를 통한 도덕적 담론
의 매개 과정은 특정한 도덕적 가치의 축적이 아닌 도덕 주체의 해석 과정을 거친 순
환적 과정으로서, 대화성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은 촉진된다고 볼 수 있다.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은 주체의 성찰과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다. 순환은 반복적인
되돌아감이 아니라, 성찰이 개입되는 목적의식적 작용이다. 이것은 환경, 타인, 문화와
의 반성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의식을 고취하는 방법이다(Doll, 298-299). 또한 성
찰은 의미를 만들어 이해하고, 그대로의 완전한 공개를 통해 한 사람이 학습한 것에 기
초하여 관심을 돌리면서 ‘메타(meta)’로 나아가고, 심지어 한 사람의 생각 자체에 대하
여 사고하는 것을 말한다(Bruner, 2005: 225). 브루너는, 성찰이 전통적인 인지 발달론에
의하면 인지 주체의 추상적인 사고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오히려 인간이 존재하
는 구체적인 문화에 대한 자각에서 연유하는 인간의 조건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 조건의 복합성은 내러티브가 제공하는 담론의 형식을 통해서 효
과적으로 촉발될 수 있다고 말한다(Bruner, 1986: 127-128).
도덕 경험을 내러티브로 만드는 것, 형상화된 내러티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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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 도덕 경험의 서사화 과정은 도덕 주체의 기억 작
용을 통한 자아의 ‘거리두기’이다. 자아가 ‘비동일성의 서사’ 전략을 통하여 도덕 경험
을 회고할 때, 성찰은 더욱 효과적으로 일어난다. 도덕 경험의 서사화를 통해서 도덕적
주체의 저자성과 권위감이 고양된다는 것은 도덕 주체의 성찰의 능력이 증대된다는 것
이다. 서사화된 도덕 경험이 소통될 때, 타인의 도덕 경험을 이해하고자 할 때도 성찰
은 요구된다. 이때의 성찰은 도덕 주체의 이성적 추상화가 아닌 타인과의 공감 관계를
고려하는 대인관계적 성찰이라고 볼 수 있다. 도덕 경험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독백의
형태이든 대화의 형태이든 구체적 타인이나 가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여 시연되는 것
이다(Day, 1991: 27). 타인을 대화적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서는 나의 경험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없으며, 공감적 관계로 타인의 내러티브를 수용하지 못하면 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내러티브에 근거한 도덕과 교육과정은 도덕적 가치와 덕목이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
을 거쳐서 의미의 지평들이 넓어지고, 맥락에 민감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실생활의 도덕적 경험이 아닌 전통적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도덕적 가
치와 덕목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새로운 교육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이야기들은 당대 사람들의 가치와 열망이 그 시대의 문화적 조건에서 구현된
것이다.

이것들이

불활성(不活性)의

지식

체계가

아닌

‘살아

있는

지식

(knowledge-in-action)’(Applebee, 2)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 주체의 성찰과 해석에 의한
순환의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도덕적 이야기를 끌어들
여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부한 옛날 이야기로 그 의미가 삭감될 것이다.

IV. 나오는 말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교육학적 역할에서 도덕과 교육과정 설계의 기본 원
리들을 찾아보았다. 즉, 통합성의 원리란 도덕적 총체성이 온전히 보전되고 발달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이념적으로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협소한 의미에서 도덕
적 인지의 계발이나 도덕적 덕목의 전수를 넘어서 삶의 경험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러티브 사고나 대인관계적 추론을 통할 때 가능한 것이다. 대화적 관계의 원리
란 도덕과 교육과정이 목표하는 도덕적 인간은 대화적 자아로서 도덕적 주체이기에, 이
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얼개를 엮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적 인간이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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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이 이질적인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모종의 통일적 의미 체계를 구현한
다는 서사적 정체성이 바탕될 때 가능할 것이다. 해석학적 순환과 성찰의 원리란 도덕
적 앎이란 것이 단순한 도덕적 지식의 누적이 아닌, 학습자의 맥락에서 출발한 도덕적
의미의 해석과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는 역동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도덕과 교육과정이
이를 고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험의 서사화 자체가 해석이나 성찰로서 가치화
의 의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일반적인 도덕 교육이나 현행 학교의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내러티브는 일상적으로
활용되어왔다고도 볼 수 있다. 인지 발달 도덕 교육론에서 인지적 추론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딜레마 내러티브가 사용되었으며, 인격 교육에서는 전통적인 도덕 이야기를 통
해서 도덕적 가치나 덕목이 자연스럽게 전수되기를 원했다. 또한 배려의 도덕 교육에서
도 문학 작품이나 일상적 대화를 통하여 도덕적 공감이나 관계가 증진되기를 바랐다고
볼 수 있다. 도덕 경험의 서사화를 통한 도덕적 권위감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교
육은 실생활 도덕 내러티브가 선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도덕과 교육 과정 역시
내러티브의 요소가 다양하게 편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덕과 교사는 도덕적 주제
나 소재를 내러티브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과서의 내용 역시 다양한
도덕적 예화가 포함되어 있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 역시 대화적 관계로서 내러티
브가 오고가며, 학생들이 도덕적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 역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양한 도덕 담론을 매개로 하여 접근한다. 그러나 도덕 교육이나 실제 수업에서 활용
되는 이러한 방식의 내러티브는 협소한 의미에서 개별 도덕 교육이나 수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도구로서 활용되었지, 광의적 의미에서 내러티브의 원리와 이
념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도덕 교육의 이론적 풍부화나 도덕과 수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수단적 의미의 내러티브를 더욱 정교화하여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
라, 도덕과 교육과정의 제반 요소들을 내러티브 일반의 원리와 이념에 따라 규제하고
배치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물론, 내러티브가 도덕과 교육과정 구성의 이념적 원리로서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내러티브 개념과 의미는 개별 학문적 영역에서 상이한 관심과 목적으로 정의되고 활용
되기에, 이것을 도덕교육의 측면에서 더욱 정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내러티브의 의
미의 진폭이 크다는 것이 이론적 모호성을 증대하는 결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적용의 영
역을 넓혀갈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일정
내러티브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도덕적 삶과의 괴리는 나타난다.
교육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앎과 삶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관계 맺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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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것인가를 향후의 도덕과 교육과정은 보다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내러티브
는 그러한 거리감을 연결하는 유일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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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ication of Narrative in Designing Curriculum
of Moral Education
Do, Hong chan

Narrative has three meaning in human society. First, we can understand our
experience on a whole thing through narrative.

Second, we can make our identity

through narrative-making. Third, we can give narrative plot

moralization. These

also relate to moral development and moral education. First, moral experience can
be fully understood through narrative thinking and moral development must be
regarded as a interpretation and ongoing process. Second, moral identity is a kind
of narrative identity. Third, reflection and moral responsibility is enhanced through
narrative-making. So, narrative-based moral education curriculum will have three
principle; integrated understanding of morality and moral development-the principle
of integration, a making of moral agent who can receive moral discourses by
appropriation-the principle of dialogic relation, deepening of moral knowledge
through interpretation and construction-the principle of hermeneutic circle reflection.

Key

words:

narrative(story),

moral

development,

education, moral identity,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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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와 용어의 분류는 내러티브 이론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
은 fabula(우화 혹은 스토리)/ syuzhet(fabula를 서술한 것), 포스터(E. Forster)는 story(스토리)/plot(플
롯), 방브니스트(E. Benveniste)는 historie(스토리)/discours(담론), 주네트(G. Genette)는 historie(스토
리)/recit(스토리가 서술된 텍스트 자체)/narration(서술), 발(M. Bal)은 fabula(파불라)/story(스토
리)/text(텍스트), 채트먼(S. Chatman)은 story(스토리)/discourse(담론), 쉴로미스 리먼-케넌(Shlomith
Rimmon-Kenan)은 story(스토리)/text(텍스트)/narration(서술)로 구분한다. (김민수, 2002: 99)
2) 웰치(J. Wertsch)는 인간의 행위를 파악하는 양 극단, 즉, 행위 주체의 순수한 자발적 의식의 결과에서
연유한다는 전통적 인지주의 이론과 행위를 환경의 자극에 대한 부산물로 여기는 행동주의를 모두 비
판하면서, 주체와 환경의 상호 작용의 구성물로서 인간 행위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의 중
요한 매개물이 바로 언어와 같은 상징 체계이다.
3) 바흐친(M. Bakhtin)은 담론을 ‘권위적인 담론’과 ‘내적으로 설득하는 담론’의 두 유형으로 대별하고 있
다. ‘권위적인 담론’은 자체의 전통과 공인된 권력에 의하여 인정받는 선험적인 담론으로서, 이것은 다
만 전달될 뿐이지, 주체의 의미 형성을 촉발시키지 못한다. 이에 비하여 ‘내적으로 설득하는 담론’은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동화와 내적 승인 과정을 거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담론이다. 이것은
자체 완결적인 의미구조를 가지지 않고 주체와의 대화적 문맥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개방성
을 가지고 있다. (Bakhtin, 1997: 1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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