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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체험의 도덕교육적 함의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Aesthetic
Experiences for Moral Education
도 홍 찬 (서울대 강사)

《요약》
세계의 고통이 심화되고, 학교교육이 위기에 처한 오늘날 예술의 가치는 특별히 요청된다.

상상력과 공감을 통해서 예술은 문제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의 쾌락
적 기능으로 인하여 예술은 학습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술이 형상화하는 미적

가치와 그 내용이 주는 효과로서 도덕적 가치의 관계는 다양한 유형을 띄고 있다. 도덕교육
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은 대표적으로 도덕주의와 반도덕주의라고

할 수 있다. 도덕주의는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밀접한 연관성에 주목한다. 극단적 도덕

주의는 예술적 내용이 유발하는 도덕적 효과를 기준으로 모든 예술작품의 가치를 판단한다.
이에 비하여 온건한 도덕주의는 특정한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도덕적 장점이나 결함이 미적
장점이나 결함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반도덕주의는 오히려 예술적 내용으

로서 반도덕성이 미적 장점이 될 수 있으며, 진부한 도덕적 메시지는 작품의 미적 효과를 떨

어뜨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도덕성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 ․

가진다. 예술작품, 특히 문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도덕성은 인지 정서 행위의 통합체라

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부각된다. 예술작품을 도덕교육적으로 활용할 때 인지적 측면에서 장

점은 인지능력이 정교화, 심화된다는 것이고, 정서적 측면에서 도덕적 민감성과 공감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며, 행위적 측면에서는 시뮬레이션으로서 도덕적 상상을 통한 행위의 계획과
조율에 있다.

주제어: 미적 체험, 미적 가치, 도덕적 가치, 도덕교육, 반도덕주의, 시뮬레이션, 공감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몇 살까지 살 수 있나요?” “우리도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 속에서 이 지역 아이들이 어른들을 향해
쏟은 목소리들이다. “전 너무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은 성치 않아서 매일 피곤했고, 상처도 잘 낫지 않고, 병도 잘 낫지 않
았어요.” 작년 12월 자살한 대구 중학생의 유서 일부이다. 세계는 고통 속에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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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고통은 세상의 약하고 어린자들을 통해서 신음으로 나타난다. 세상의 고통의 많은
부분은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 무감각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분명히 이것은 인간의 잘

못이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자각과 각성, 공감을 통해서 치유되어야만 하는, 아니 교육

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하는 어떤 것이다. 후쿠시마 사태는 원전이 상징하는

개발과 발전이 인간의 삶을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운영 방식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자살
한 대구 중학생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

전체의 약한 고리들- 가족 사회적 돌봄 체계의 부재, 폭력의 만연과 이에 대한 불감
증, 경쟁적 교육체제의 폭력화 현상 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온전한 삶을 위

해서는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삶인가를 근본적으로 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물음을
통해서 물질적 풍요가 아닌 인간관계의 복원과 소중함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학을 포함한 예술작품은 고래로 삶의 현실을 모방(재현)하려는 인간의 욕구와 그

러한 과정에서 예술가의 창조성이 표현되며, 이를 통해서 청중에게 모종의 정서적 환기
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ppard,

2001:11-53).

현실 재현과 표현을 통해서

예술가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한 과정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통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곧 예술작품을 통해서 청중 역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은 강력한 교육적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의 기원을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두 가지 기원, 즉 모방의 욕구와 그러한 모방의 결

『

과물에 대한 쾌감에 두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관련되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시

』, 1994: 336).

학

모방(mimesis)으로 예술을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오늘날 작가의 상상력을

경시하고 작품의 현실 유사성만 강조하기에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Sheppard, 25-28),

교육의 장에서는 새롭게 해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오늘날 학교폭력

과 같은 교육 문제는 근대적 교육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관점에서는 학교에서 배움의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는 교육 본연
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입시체제에서 교사는 지식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 이상을 할

수 없으며, 학생 역시 단편적 지식의 암기와 저장을 강요받는다. 이러한 관계에서 교육
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그것을 향해 가는 즐거운 여정이 아니라 끊임
없는 평가에 기반한 자기 소외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배움이 고통이 아니라 쾌락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쾌락의 향유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서로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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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사받을 수 있
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의 장에서 예술작품의 의의는 이렇게 배움에 즐겁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종된 교육적 동기를 북돋워줄 수 있다는 데 우선적으로 있다. 하지만 이것

이 순간적 오락으로서 예술의 교육적 가치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현실을 볼 수 있다. 이야기적 방식의 서사 문학을 통해서, 아니면 시적 형상화
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총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을 경
험의 지속적 성장이라고 본 듀이의 견해(Dewey,

2002)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적 지식이 일상의 경험과 연관을 가질 때 그것의 의미가 새롭게 드러난
다 하겠다. 삶의 다양한 경험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사유할 수 있기 위한 유효한
도구가 바로 예술작품, 특히 문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교육적 성장이란 자

신의 협소한 틀을 깨고 세계와 교류하는 가운데 자아의 끊임없는 변형을 이루는 것이
라고 볼 때, 문학적 현실은 비록 허구의 세계이지만 우리들을 다양한 현실 세계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실 세계는 부조리와 고통, 탐욕과 불의가 내재한 세상이다. 고통과 불의의 만연 속

에서 우리들은 이에 대한 자각과 감성이 무디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교육은 사실적 지

식, 논리적 이성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서사적 상상력을 배워야 한다(Nussbaum,

2012: 163).

서사적 상상력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 사

람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의 감정과 소망,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공감 능력의 함양은 오늘날 민주 사회의 시민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질이라
고 볼 수 있다. 문학과 예술은 무엇보다 이러한 감성의 회복과 상상력 고양을 위해서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교육활동이라고 하겠다. 특히 현실 문제는 단선적 시각으로 파

악될 수 있기보다는 중층적이고 복합적 사유를 통해서 조망할 수 있고, 그 해결 방향
역시 참신성을 요구하기에 문학이 형상화하는 심원한 인간의 성격과 복합적 현실 관계
는 우리들이 인간과 세상을 보다 통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문학과 예술의 이러한 교육적 기능을 고려할 때, 이것은 특정한 교과목으로

한정되어 가르치기 보다는 학교 교육의 본질과 관련하여 각 교과 영역에서 자신의 방
식으로 전유하여 교과교육의 한 부분으로 포섭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과 도덕적 사회의 지향을 목표로 하는 도덕과 교육 역시 예술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의
발달이 도덕과의 목표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수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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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예술작품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렇게 예술작품과 도덕교육의 연계성을 밝히고 구체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우선 예술작품의 형상화와 예술적 체험 과정 속에 드러나는 미적 가치와 도덕
적 가치의 상관성을 예술철학의 논의를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작
품, 특히 문학이 도덕교육의 장에 활용될 때 전제되는 도덕성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도덕성이 예술작품을 통해 교육받은 사람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II.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연관성
인간이 표방하는 다양한 가치 체계 중에서 도덕(과) 교육은 무엇보다 도덕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지향성을 도덕적 가치를 매개로 설정하
기 원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도덕적 관점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를 바란다. 또한

도덕적 인간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외적 환경 역시 도덕적 가치가 구현되는 세상이기
를 바라며 그러한 세계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고찰한다. 반면에
문학을 포함한 예술 세계는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자 한다. 그러한 아름다움이 세계의
질서 속에 감추어진 모종의 어떤 것을 재현하는 것이든, 예술가의 창조적 상상력의 개

입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든 미적 가치는 무엇보다 미적 가치의 구현에 놓여있다. 예술
을 미적 가치의 구현체로 보았을 때, 예술은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예술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미적 대상물로서 문학은 그 안

의 이야기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의 인과구조에 의해서 부분이 전체의 효과에 이바지할 때 부수적으로 문학적 즐거움이
파생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문학은 ‘무목적의 목적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Culler,

1997: 58-59).

이렇게 예술과 도덕교육이 지향하는 가치가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상호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도덕적 가치가 현실적 삶에서 요청되는 가치라고 한다
면 그러한 삶이 무질서하고 파괴적이라기보다는 균형과 조화의 원리에 부응할 때 도덕

적일 가능성이 많으며,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세계가 구현된다면 그것은 보기에 아름다
- 504 -

미적 체험의 도덕교육적 함의

운 세상일 것이다. 곧 도덕적 가치는 미적 가치와 유비의 관계이든, 주종의 관계이든
모종의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이 ‘무목적의 목적성’을 가진다고 할 때에도

예술 자체의 무목적성이 모종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이 예술의 장 바깥에서는
특정한 목적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적 원리에 따라 잘 짜여진 이야기 구조는
그 자체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고, 나아가 도
덕적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도덕교육에서 예술작품에 주목하는 것은 예술이 구현하는 미적 가치와 도덕
교육의 도덕적 가치의 연계성을 일단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1) 이러한 연계성은 주
로 예술작품이 어떤 도덕적 가치를 가지느냐, 즉 예술작품이 전달하는 내용이 예술 향
유자와 사회에 어떤 도덕적 효과를 가지는가에 주목하여 예술 작품을 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도덕주의(moralism)”라고 일컫는 이 입장은 모든 예술이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예술의 가치는 무엇보다 도덕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박상혁,

2012: 514).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톨스토이와 같이 그러한 관계를 직
접적으로 보는 “극단적 도덕주의(extreme moralism)”는 무엇보다 도덕적 가치를 우위
에 두고 작품의 미적 가치를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작품의 도덕적
장점이나 결함이 미적 관련성을 가질 경우에만 미적 가치와 연관될 수 있다는 “온건한
도덕주의(moderate moralism/ethicism)”가 강력한 논거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주동
률, 2011: 281-284).2)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도덕주의의 입장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의 논의는 거시적
차원에서 예술이 도덕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근거와 정당성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온건한 도덕주의를 비판하는 “반도덕주의(immoralism)”의 입장도 연관해

서 살펴볼 것이다. 이들의 논의는 미적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연계성을 부정한다기보다
는 상이한 방식으로 곧, 비도덕적이거나 반도덕적인 상황설정이 오히려 미적 가치 구현
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덕주의 논의에 대한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 극단적 도덕주의
예술이 도덕적 가치를 구현해야 하며, 도덕적인 예술작품은 개인의 올바른 인성 형
성과 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위해 요청된다는 주장을 우리는 고대 그리스시대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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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3)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예술은 도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
었으며 이는 ‘영웅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실현되었다. 대표적인 예술 작품인

『일리아

』 『오디세이아』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의 주인공은 오늘날 일상적인 시민이 아

스 나

니라 특출한 이성이나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다. 이들의 무용담은 고대 그리스 사회의
씨족이나 부족집단에 적용되는 도덕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등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근대 시민사회의 윤리관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러한 시문
학을 통해서 영웅 도덕을 배웠고,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 행동의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
니라 집단의 도덕적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박상혁,
플라톤은 이러한 전승된 예술작품의 도덕적 기능에 대해서 의문을

506-507).
제시하였다. 그가

보기에 호메로스와 같은 시인의 작품은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오
히려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전승되고
애용되던 시인들의 작품 속에서 영웅, 신들의 행동과 성격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이유에
서다. 신들의 전쟁과 싸움, 질투와 분노, 이기심과 같은 요소들은 어린 나이에 숨은 뜻

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변화시킬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의 단초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는 아름다운 말과 행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

있어야 하며, 이것이 결국 덕스러운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

』, 379e; 401c~d).

가

플라톤의 주장에서 우리는 예술 작품의 가치는 그 내용이 재현하는 도덕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플라톤이 예술을 모방(mimesis)이

라고 보는 데에서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플라톤에 있어서 참된 세계는 감각의 현상
계가 아니라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이다. 현상계의 모든 사물들은 이

데아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술가는 이러한 현상계의 사물을 다시금 모방한다.

『 』, 597e;

따라서 예술 작품은 이데아 세계와는 몇 차원의 거리가 있는 것이다( 국가

598c).

또한 예술 작품은 이데아의 세계를 지향하는 인간의 이성 작용을 감각적인 현상

계에 머물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플라톤에 있어서 영혼은 이성의 우월성에 의해

서 욕구나 욕망이 다스려져야 한다. 예술 작품은 인간의 이성을 철학적으로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각 작용을 촉발시킨다. 이성의 지배력에 복종해야 하는 욕구가 준동을
하면 개개인의 혼 안에 나쁜 ‘통치 체제’가 생기는 것과 같은 꼴이 되어서 영혼의 혼란

『 』, 605c). 이렇게 플라톤은 예술 작품의 존재론적 열

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등성과 그 효과의 부정성 때문에 미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도덕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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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철저하게 종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가 이상 국가의 건설과 유지를 위해서 시를
검열하고 시인을 추방코자 한 것은 예술의 가치 자체를 불온하게 보았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4)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예술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 역시 예술이 모방

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러한 모방이 존재의 열등성을 전제하는 단순한 작업은 아
니라는 것이다. 예술가는 감각적 현상 세계를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적

극적으로 창출한다. 곧 예술가는 영웅들의 행동과 성격, 사상과 같이 정신적인 부분을

『 』, 1994: 344). 이러한 모방행위를 통해서 인간

극을 통해서 모방한다는 것이다( 시학

은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쾌락의 감정을 얻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활동이

인간의 이성적인 정신작용과 관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플라톤과 구별될 수 있지만,
플라톤이 경원시한 예술의 감정 유발 기능 역시 새롭게 해석한다. 그에게 인간의 욕구

와 감정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적당한 기회와 장소, 대상을 만나면 인간의
유덕한 행위를 성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술, 특히 비

극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비극이 제기하는 연민과 공포
의 사건을 통해서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배출하고, 내적으로 자유와 해방의 정화

『 』, 344).

작용을 가진다는 것이다( 시학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과 달리 예술의 활동에 모종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
은 그가 세계를 이원적으로 나누지 않고, 현실 세계를 긍정하고 그 안에서 삶의 원리와
도덕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은 이데아의 세계를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중

용의 덕을 통해서 사회적 인간으로서 성취해나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사물이 자신

의 목적을 가지듯이 예술 역시 현실에서 고유한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음악과 같은 예술이 인간의 마음을 계발하고 도덕적 지혜의 성장에 기여하기에

『

』, 1994: 316).

청소년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정치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미적가치는 도덕적 가치에 포섭되거나 그것의 실
현을 위한 보조적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스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삶이란 폴리스(polis)라는 정치적 공동체를 벗어나 사고 할 수 없었기에, 예술이란 개별
적 활동 역시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역할이 반추되었을 것이다. 이성적 활동
의 탁월성에 의한 인간성의 고취와 그러한 이성적 지혜가 관철되는 공동체에 있어서
미적 가치는 공동체의 이상을 반영하는 조화와 균형, 비례성이 관건이었다고 할 것이
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화한 정치공동체는 결국 자신에 대한 규율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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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윤리적 관계가 중요한 도덕공동체였기에, 예술의 미적 가치 역시 이러한 도덕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를 위해서 복무하는 어떤 것이 되어야함은 그들 예술관의 자연스
러운 귀결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예술에 대한 강한 도덕주의를 우리는 근대에 살았던 작자이자 사상가인 톨스
토이에게서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 근대기는 고대 그리스 시대와 같은 개인과 사회의

유적 통합이 어긋나고, 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인위적 계약체로 이해되는
시대이다. 공동체의 도덕이 자연스럽게 개인의 윤리를 정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도덕의 근거를 자신 안에서 발견해내어야 한다. 개인은 고유한 취미와 감성체계를 가진

독립적인 개체로서 간주되었고, 예술은 이러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고 독자는 그것을
향유하는 가운데 쾌락을 맛보는 것이 그 목적이 되었다. 톨스토이는 이러한 미적 쾌락
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를 제기한다. 그는 예술이 단순한 심적 표현이 아니라, “어

떤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느낌을 의식적으로 일정한 외면적인 부호로써 타인에게 전하
고, 타인은 이 느낌에 감염되어 이를 경험한다는 것으로써 성립되는 인간의 작업”으로
정의한다(톨스토이,

2002: 72).

예술은 작가의 정신이 작품에 반영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술 청중에게 정서적으로 전달되는 체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톨

스토이는 당시 유행하는 예술은 작가의 배타적인 감정, 즉 귀족의 명예감, 우수, 비관,

性愛)와 같은 것이 드러나고 전달되기에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가 보기에 훌륭한

성애(

작품은 기쁨, 감격, 활기, 평안과 같은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 인

간은 누구나 신의 아들이고 똑같은 동포라는 자각을 일으키는 감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211).

이렇게 예술을 “감염성”으로 파악한 톨스토이는 자신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도덕

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쁜 예술이라고 자아비판을 하기까지 한다.

2.

온건한 도덕주의/반도덕주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톨스토이가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포괄적이며 우선
적이기에 모든 예술작품을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우열을 가리고자 하였다
면, 오늘날 이른바

“온건한

도덕주의”는 특정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를 미적 가치와

연계시키고자 한다. 추상적인 작품이나 사실주의적 정물화 같은 예술 작품에서 도덕적
가치를 찾고자 한다면 이는 도덕의 영역을 너무 확대하는 것이고, 도덕적 관점으로 성
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건한 도덕주의는 특정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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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구상하고 있는 도덕적 장점이나 결함이 미적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만 도덕적 가치
와 미적 가치의 연계성을 인정한다. 가령,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신분제하에서 느끼는

비애감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 이상국가의 건설 등이 작중 인물의 도덕적 성격을
통해서 표출되고, 또한 이것이 작가의 이념적 세계관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작품은 도

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작중 인물의 도덕적 성격과 플롯이 지향하는
가치관은 작품의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만약에
길동이 현실에 굴복하여 방탕에 빠졌다거나, 도덕질의 괴수가 되어서 살인으로 현실에
보복을 하였다면 우리는 이 작품의 미적 완성도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작품에 도덕적 가치가 내재될 경우, 이것이 어떻게 형상화되느냐에 따라 그 작품의 미
적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날 온건한 도덕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가 연계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주동률,

288-292). 첫째, 미적 감상에 의해 독
자의 도덕적 능력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작품들은 구성과 인물 성격, 행위 결과
와 같은 미적 속성이 작품 감상자의 도덕적 인지, 판단, 선호, 원칙의 적용능력에 변화
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도덕적 지식이나 판단 방법을 새롭게 아
는 것은 아니다. <죄와 벌>을 읽고서 “살인은 나쁘다”거나 <홍길동전>을 통해서 신분
제도의 불합리성을 처음 대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도덕적 지식이나 판단은 우리가
이미 선취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다. 다만 우리들은 작품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이나 판
단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감별력을 향상시킬 수 있거나 작중 인물과의 동일
시를 통해서 도덕적 상황의 구체성을 대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도덕적 상황은 특정한 원리의 단순한 적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성과 우연성이 내재된 도덕적 갈등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도덕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이성적 균형과 판단이 요청되기보다는 누스바움(M.
이 말한 “지각적 균형(perceptive

equilibrium)”이

Nussbaum)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각적 균형이란

구체적 상황에서 떨어져 사태를 관조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민감하고 맥락
에 적합한 사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Nussbaum,

1990: 37-39).

이것은 결국 타인에 대한

상상력과 정서의 공감적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문학작품이 이의 계발을 위
한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서사적 구체성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문제를 세밀하고 풍부하게 형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술작품이 감상자의 도덕적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은 도덕교육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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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가지기에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가 연계되는 두 번째 지점은 작품의 도덕적 실패가 미적 실
패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작중 인물의 도덕관, 작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적 세계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독자가 작품에 집중하는 것을 저해하고, 그렇기에 미적

구현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작품이 공공연하게 여성을 비하하거나 인종주의
를 설파한다거나, 주인공이나 등장 인물들이 내적 개연성 없이 행동한다면 이것은 미적

․ 정서적 반응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실패로 독자의 인지

온건한 도덕주의의 주장들은 미적 가치를 도덕적 가치에 복속시키고 예술을 도덕교
육의 도구로 수단화시키는 강한 도덕주의의 문제점들을 피해나갈 수 있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정하는 도덕적 가치가 과연 어떤 것인지, 인간이 도덕적으로 반응하고
사고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어떤 것이 개입하는 지에 대해서 일면적인 인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우리는 도덕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다. 행
위의 준칙으로서 약속을 지키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일상의 도덕이 있을 수가 있다. 또
한 보편적인 도덕원리나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으로 윤리
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도덕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측면에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덕한
인간이 되는 것은 도덕적 성품을 가지는 것이고 도덕은 이렇게 훌륭한 인격과 연관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도덕을 도덕적 주체가 세상을 보는 모종의 이

념이나 세계관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삶이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태도
를 가지고 그러한 태도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을 규정하고 세상과 관계 맺기를 시도한
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 인간의 포괄적인 가치 체계로서 도덕적 세계관이나,
자신을 규정하는 도덕적 정체성으로서 자아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5)

이렇게 도덕의 개념을 확장시켜 사고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되는 과정 역시 다양

한 매개 과정이 개입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화시켜 얘기하면 도덕주
의는 도덕적 옳음을 통해서 도덕적 가치가 실현되기에, 이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모두

도덕적 실패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도덕적 결함, 도덕에 대한 무관심
이나 공공연한 반도덕적 태도를 통해서도 도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도덕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도덕주체의 도덕적 지반을 확고히 하는 데 필수적으
로 요청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일명 “반도덕주의(immoralism)”라고 일컫는 이 태도는 온건한 도덕주의를 비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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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적 가치는 도덕적 결함 때문에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결함은
독자의 미적 집중과 반응을 가져올 수 없기에 미적 실패로 간주된다는 온건한 도덕주
의에 맞서서 반도덕주의는 미적 완성도를 위해서 도덕적 결함이 불가피하게 요청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주동률,
덕적 가치를 옹호하고

284-285). 키이란(M. Kieran)은 이러한 입장에서 예술의 반도
있다. 그는 도색물(포르노그라피)를 예로 이것이 절대로 좋은 예

술이 될 수 없다는 견해와 이를 바탕으로 비도덕적 예술을 검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
해서 다양한 반례를 통해서 논박하고 있다. 클림트(G.
륭한 예술작품으로 간주되는 것의 예에서 볼 수

Klimt) 그림의 춘화적 특성이 훌
있듯이, 도색적 예술은 풍부한 상상력

과 예술적 기교 덕택으로 인간의 관능성과 욕구, 인간 조건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할 꺼
리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Kieran,

2011: 206).

도덕적 결함이 미적 반응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베이컨(F.

Bacon)의

풍자

적 그림이 보여주듯, 우리가 다른 도덕적 전제와 가정을 수용한다면 작품에 대한 우리
의 저항은 낮아지고 미적 몰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작품들은 작가의 의도

적인 도덕적 왜곡 때문에 권위를 폭로하고 인습적인 가치와 행동에 도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결점은 미적 가치의 구현에 방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도와준다는 것이
다(224). 결국 그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작품이 우리의 통찰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들은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나쁜 경험을 통해서도 인간의 조건
을 탐구해야 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지, 우리 안에 내재한 폭력성이 무엇인지와 같은 인간의 한계성을 성찰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리고 예술은 무엇보다 이에 대한 간접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강력한 매체라는
것이다(235-236).

따라서 반도덕주의적 견해는 미적 가치, 도덕적 가치의 함의를 확장하였으며, 그것들

이 관계 맺는 상황이 단선적이 아니고 복합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반도덕주의적 견해를 따를 때, 우리는 예술작품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내용을 담

고 있어야 한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작가
의 도덕적 정서가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톨스토이식의 일방향적 정
서 전달체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예술은 작가가 의미를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전달하거나, 독자가 수동적으로 그 의미 체계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는 사회
적, 전통적 지평 속에서 예술품을 통해서 의미를 상호 텍스트적으로 구성해나가며, 독

자 역시 능동적 개입의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고 그 의미 구성에 공동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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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Culler,

59-61).

도덕교육에서 좋은 예술작품의 선정 기

준으로 도덕적 올바름이 반영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 역시 도덕교육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덕주의적 견해는 실천적 의
미를 가질 수 있겠다.

III. 미적 체험과 도덕성 발달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관계를 예술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도덕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도덕교육은 인간의 도덕성 발달을 기획하고 도모하는 의식적 활동이다. 여기서
도덕성이란 일반적으로 인지, 정서, 행위의 통합체로 인식된다. 전통적으로 도덕성의 특

〔

정한 영역이 강조되어서, 인지 발달적 도덕교육이나 콜버그(L.

〕

Kohlberg)의

도덕교

육 행위 중심적 도덕교육(인격교육) 등으로 도덕교육이 편중되어 실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도덕 심리학은 도덕성을 인지, 정서, 행위의 통합체로 인식하려는 경향
이 강하며, 개별적인 도덕교육 역시 이를 반영하여 통합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자기

이론을 수정, 확장해나가고 있다.6) 하지만 이러한 통합적 도덕교육의 이론적 근저에는

여전히 도덕성을 실제적으로 삼분할 수 있는 어떤 실체로 간주하는 듯하다. 인지, 정서,
행위는 세 가지 다른 근원을 가지고 각기 발전한다거나, 근원은 같지만 이후 분리되어
형성 발전한다는 생각 모두 잘못이다. 인간은 동시에 지각하고, 느끼고 생각한다. 행위
는 이러한 제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runer,

1986: 61).

이라는 말이 보다 적실한 것으로 보인다(이홍우,

박현진,

이러한 관

점에서 도덕성은 사실상 분리되는 ‘영역’이라는 개념보다는 개념상으만 구분되는 ‘측면’
재인용).

2001: 146-148;

2010:287에서

예술작품의 가치를 도덕성 발달의 맥락에서 다루는 것은 이러한 도덕성의 통합적 실
체를 전제할 때 가능하다. 예술작품은 예술가가 대상을 지각하고 느끼는 것이 통합적으

로 들어있으며, 예술작품의 이해 역시 독자나 관람자의 전인적 몰입 또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은 서사적 양식으
로서 인지, 정서, 행위를 가장 그럴듯하게 재현할 수 있기에 통합적 도덕교육을 실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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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 예술작품의 가치를 도덕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측

면인 인지, 정서, 행위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미적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세 측면이

개별적으로 고양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도덕성 실현의 특정한 계기를 개념적으로
구분해보자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계기들을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과 관련된 서
사적 지식을 통한 도덕적 인지 능력의 심화,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도덕적 민감성과 공

감의 발달, 행위적 측면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통한 도덕적 상상력의 고양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서사적 지식과 도덕적 인지 능력의 심화

예술작품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예술작품의 내용이 모종의
지식을 함유하고 있으며, 독자나 청자는 그러한 작품의 해석을 통해서 지적 능력을 고
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철학에서 예술활동과 비평을 이러한 입장에서 파악하는 인
지주의(cognitivism)적 관점은 예술과 도덕적 인지력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인지주의에서 예술작품은 도덕적 내용을 가지거나 도덕적 지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이성적 해석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라고 본다. 여기서는 예술품의 미적 특

성과 도덕적 내용이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상세화하면 다음과 같다(Freeland,

1997:19). 첫째,
자극한다. 이것은

예

술품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인지적 활동을

예

술품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재현적(표현적) 기능이나, 그것이 구조화되는 다양한 방식

내에서의 상징적 기능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둘째, 예술품이 자극하는 인지적 활동은

예술작품으로서 자체적 기능의 한 부분이다. 셋째, 이러한 자극의 결과로서 우리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우리의 신념이나 이해는 정련되고 심화된다. 넷째, 이러한 과정
이 우리가 예술품을 향유하고 평가하는 우선적 이유이다.

예술작품이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할 때의 지식은 사물에 대한 사실적 지식이
나 정보의 획득이 아니며, 합리적 인과관계를 따지는 명제적 지식도 아니다. 물론 우리

<게르니카>를 통해서 스페인 내전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다는 사실
을 새롭게 알 수도 있고, <홍길동전>을 통해서 ‘신분제는 나쁘다’라는 교훈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나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예술
작품 향유의 주목적이 단순한 지식의 학습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목적은 역사
들은 피카소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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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이나 윤리수업을 통해서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지식에는 사실을 알리거나
명제를 증명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대리체험하는 기능을 하는 측면도 있다. 이것은 무엇을 아는 것(knowledge
니라 상황을 파악하는 것(knowledge

that)이

아

how)이며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를 공감하는
것(knowledge of what it would be like)이다. 이러한 지식은 특히 소설과 같은 서사매
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으로서, 소설가는 독자로 하여금 상상력과 감정을 개입
시켜서 그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환기시킨다(Carroll, 2000: 361-362). <홍길동전>에서
우리가 신분제의 불합리성을 깨우치는 것은 허균의 합리적 논변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
중인물이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적으로 그려보고 인물이 느끼는 울분
에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예술작품, 특히 문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서사적 지식이라 일컫을 수

있으며, 이것은 브루너(J.

Bruner)의 ‘서사적 사고’(narrative thinking)나 나딩스(N.
Noddings)의 ‘대인관계적 추론’(interpersonal reasoning)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할 것이
다(Bruner, 12-13; Noddings, 1991:158-159). 서사적 사고나 대인관계적 추론은 합리적
추론을 통한 지식의 보편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공유
에 있다. 이것이 도덕적 추론이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실행하
는 데 있어서 구체적 감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인이 나쁘다’라는 도덕적
원리를 자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추론이나 판단의 실제적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죄와 벌>을

통해서

살인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떠한 상태에서 살아가는가를 상상적으로 체험해보는
것은 우리가 비슷한 선택의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Carroll,

362).

예술작품이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서사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도덕적
추론이나 판단에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연계하여 문학은 지각적 분별 능력
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Carroll,

367-369).

문학작품은 구체적 인물과 상황을 제시

한다. 작중 인물은 다양한 인간유형으로 작가나 독자의 신념이나 의도에 따라서 창조되
고 이해된다. 이러한 개연성 있는 인물이 활동하는 공간 역시 단순한 가상이 아니라 현

실의 그럴듯한 모방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인물이 유사현실적인 공간에서 벌이는
행위들은 그것을 접하는 독자들의 현실적 인식능력을 보다 섬세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는 도덕적 성찰능력의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작중인물의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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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인물들 간의 갈등 역시 도덕적 갈등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도덕적 성찰능력은 허공의 공간에서 독단적 고투 끝에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구체적 인물과 상황을 통하여 예시적으로 배우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문학이 제공하는 지각적 분별력은 보편적 도덕원리나 덕목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
서도 드러난다. 우리들은 많은 도덕적 규칙이나 원리, 덕목을 배워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현실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솝우화 같이 도덕적 가치나 덕목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간단명료하게 제
공하는 작품도 있지만, 상황의 복잡성이나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혼합성으로 인하
여 원리나 덕목의 적용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일상의 도덕적 상황은 원리나 규

칙들 간의 갈등, 선악의 양면성이 혼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문학작품은 다양
한 갈등구조와 입체적 인물의 창조를 통해서 현실의 복잡성과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
게 드러내준다. 독자는 상황에 따라 가치나 덕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유발된 갈등은 특정한 가치나 덕목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갈등 주체의 심사숙고와
상호조율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또한 인간성이
유혹에 굴복하고 쉽게 악에 빠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근원적 한계에 대해서
도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문학작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현

실적 지각 능력을 정밀하고 엄밀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은 다양한 도덕적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술작품이 인지적 능력을 심화한다고 할 때, 여기에는 우리가 인습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관행이나 신념에 대한 재고찰과 변환이 포함된다. 예술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추

상적 인지과정이 구체성을 띠고 현실적 적용능력이 심화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지구

조 자체가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감과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Carroll,

365).

가령 우리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겪

고 있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구체적 고통을 묘사한 작품을 읽는다면 우리들은 공감
능력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
니>나

<부러진

<도가

화살>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영상화한 작품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이나

사법정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쟁할 수 있으며, 이는 도덕적 가치의 사회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도덕적 신념이나 인지구조가 변환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술작품을 통해서 악을 경험할 때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예술작품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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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내용이 미적 가치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도덕주의를 비판한 반도덕주의

(immoralism)의 주장에서 중요하게 부각된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때로 작품의 비도덕적
내용이 또는 오히려 비도덕적 내용 때문에 미적 가치가 실현된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비도덕적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위선과 허위와 같은 실존적 한계에 대해서 성
찰할 수 있다면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인지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이란(M.

Kieran)은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몇 가지 단계로 정식화하고 있다(M.

Kieran, 2003: 63-68).

첫째,

경험적 근거로, 어떤 경험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다. 둘째, 인지의 제약으로, 경험의 이해와 인지는 경험의 정도와 경험에 주의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경험들을 채택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 셋째, 비교

경험의 요청으로, 어떤 경험을 완전하고 깊게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험과 유사하거나
비교될 수 있는 경험을 채택하여 체험해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심리적 요청으로, 이

러한 비교경험의 채택과 체험은 단순이 다른 경험의 외양을 이해한다거나 우리의 낮은
수준의 정신적 생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종의 고차적인 인지-정서적 태도나 성격을
위해서 필요하다. 다섯째, 핵심 주장으로,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 논쟁을 유발하는 나쁜

반응이나 태도를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비교적 체험이나 관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상상력 주장으로, 상상적 경험은 경험을 학습하는 간접적이고 양
식있는 수단이라는 것과 이를 통하여 우리들은 동의하지 않는 경험이지만 상상을 통해
서 실제적 도덕 판단을 잠정 중단하고 상상적으로 도덕적 판단과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도덕주의가 인간의 선과 옳음, 유덕한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해석하는 것에 비

해, 반도덕주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한계와 부조리에 주목한다. 인간의 나약
함과 악마성을 직시하는 것이 비도덕적 행위를 고양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세상이 불

의하기에, 인간이 어두움을 가지고 있기에, 나의 윤리적 책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 속에서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선과 진리에 대한 긍정과 낙관이 오히려 위선과 독단주의를 가져오는 폐해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악에 대한 상상적 경험을 한다는 것은 현실의 도덕적 실상을 보다 구체
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선과 악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공존과 관계 속에서 선악의 가치가 저울질 된다는 윤리적 통찰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이다. 도덕교육이 현실적 지평을 넓히고 인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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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반도덕주의가 긍정하는 예술품을 수업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
다.

2.

도덕적 민감성과 공감의 발달

예술작품이 모종의 인지적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도

덕적 인지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즉, 서사적 지식을 통해서 맥락 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도덕적 추론과 행동을 현실성 있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

다고 하였다. 특히 문학작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인간군상, 그러한 인간들이 성취하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도덕적, 비도덕적 비젼들이 우리들의 도덕성을 성찰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의 인지적 역할은 예술품이 불러오는
정서적 효과와 분리되어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인지와 정서가 분리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어떤 현상에 대한 두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적인 언어라는 것을 전술한 바가 있
다. 일찍이 정서와 인지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양자의 관계를 주도하는 매개체로서
예술에 주목한 사람은 비고츠키(L.

Vygotsky)이다.

비고츠키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는 인간의 고등정신이 어떻게 형성 발달하는가에 있
다. 그에게 있어서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의 고차적인 인지 기능은 사회적 기원을 가진

다. 인간이 물리적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을 자기화

(appropriation)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정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모종의 도구가
필요하다. 인간은 언어와 같은 상징적 기호를 매개체(도구)으로 삼아 사회적 기원을 가
진 집단의 정신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internalization)한다(한순미, 2004:23-28). 고등정
신이 내면화된다는 것은 사회적 성격의 인지가 개인 내에서 모종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때 변화의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서로 특히 예술작품의 감상을 통
해 일어나는 심미적 정서의 경험이 고등정신기능 발달의 내적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인지적 발달의 기제가 외적 자극을 통한 내적 인지체계의 부조화와 갈등, 그것의 해

결과정으로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비고츠키는 정서가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정서는 우리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의미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정서와 익숙한 정서가 내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정

서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발견되는 상상이라는
중추적 요소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상상의 능력에 힘있어 즉각적 반응으로 사라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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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각이 재생되어 의식의 영역에 나타나기도 하며, 자유로운 연상으로 의식이 재구성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서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고등정신기능 발달을 이끄는
동기가 될 수 있는데, 정서의 경험은 모든 상징적 기호의 내면화 과정에 일어날 수 있
지만, 특히 예술작품의 체험을 통한 심미적 정서의 경험이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

다. 예술의 형식이 바로 심미적 정서를 경험한 인간이 사회역사적으로 발명하여 전수하
고 있는 독특한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즉 예술작품의 창작과 체험은 익숙한 정서가 시

험받고 새로운 의미체계가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매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현진, 2010: 286-310).
비고츠키가 주의, 집중, 판단, 이해력과 같은 고등정신기능 발달에 정서가 중요한 동
기가 된다고 했을 때, 정서는 단순한 생물학적 반응이 아니다. 여기에는 상상력과 같은
인지력을 견인하는 또는 인지력 그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들어있다고 가정할 때 가
능한 것이다. 예술작품의 구현과 체험을 통해 전달되는 이러한 심미적 정서는 그 자체
가 인지적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누스바움(M.

Nussbaum)

역시 인

지와 정서의 불가분성을 주장하면서, 예술작품 특히 문학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인지력
이 섬세하게 심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구체적 현실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스바움은 문학의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며7), 식물이 자신의

토양과 씨앗에서 발아하여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아이

디어, 삶에 대한 모종의 감각은 특정한 구조와 양식, 언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특정한 진리는 특정한 양식을 통해서 효과적
으로 재현될 수 있으며, 문학과 같은 서사양식은 삶의 가치와 의식을 가장 적절하게 재
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Nussbaum,

1990:4-5).

그녀는 문학이 무엇보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대답하는 양식이기에 윤리학의 교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윤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 보편적 원리
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와 같은 의무론적 윤리가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어떻

게 대응하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성취해나갈 것인가에 주목한다. 여기서
그녀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전통에 선다. 특히 그녀는 감정의 윤리적 가치를 아리
스토텔레스 전통과 문학비평의 중요한 한 가지 연결고리로 생각하고 있다.8)

전통적으로 감정은 이성의 종으로 취급되었다. 현명한 이성이 충동적이고 위험한 감

정을 통제해야 하며, 감정은 이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부수적 존재요, 이성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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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등한 것, 동물적인 것, 의존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Solomon,

2000:3).

하지만 아리스

토텔레스의 전통에 따르면 감정은 성격적 탁월성을 만들어내는 요소로서, 우리가 이성

적 선택을 할 때 감정적 욕구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욕구적 지성,
또는 사유적 욕구와 같이 이성과 감정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통합적으로 생각되어야

『

』, 1139a21-27). 감정에 인지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한다는 것이다( 니코마코스윤리학

문학의 정서적 환기력이 인간을 비합리성과 충동으로 몰고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현실에 보다 밀도 있게 다가서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이 환기시킨 정서를 통해
서 우리들의 정서가 새롭게 구성된다는것은 우리들의 신념체계가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고츠키가 고등정신기능 발달의 동기로서 심미적 정서의 역할에 주목

한 것과 같이, 정서는 그 속에 신념과 가치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에 문학을 통해서
우리들은 충분히 유의미한 정서적 체험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체계를 만들
어낼 수 있는 것이다.
나딩스 역시 배려와 비판적 사고의 관계를 논하면서 감정과 예술의 역할을 강조한
다. 그녀는 비판적 사고 자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사고나 행위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사고의 출발점은 실생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문학
작품과 같은 예술작품이 이러한 실생활의 문제를 대면하게 만들고, 도덕적 민감성을 키

우는데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그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고, 이것은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동료의식을 만드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고 생각한다. 물론 특정한 관점의 이야기에만 노출되면 교화의 위험성이 있지만, 다양
한 이야기의 문맥을 짚어나가고, 이야기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타자와의 공감뿐만 아니
라 비판적 사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그는 이야기를 통해서 옳고

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민감성을 유

그름을 따지거나, 자신이나 집단의 선(

지하며 도덕적 손상을 최소화하는 전략, 곧 온전한 도덕성(intact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Noddings,

2002:39-50).

morality)이 보장될 수

3. 시뮬레이션을 통한 도덕적 상상력 고양
예술작품과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연관성을 긍정하는 주장은 일찍이 플라톤을 출발
점으로 한 도덕주의의 주장에서 엿볼 수 있다. 플라톤이 이상국가에서 예술에 대한 검

열을 시도한 것은 비도덕적 내용의 작품이 끼칠 수 있는 영혼의 혼란, 무질서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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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도덕적 내용의 예술품은 인간의 인성형성
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에 잘 선별하면 유용한 도덕교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플라톤은 일찍이 청소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덕을
접하고 그것을 닮아가기를 원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인격교육론자들이 문학작품을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덕성을 함양시키려는 노력과 연결된다. 그들은 무엇보다 도덕
적 추론이나 판단능력보다는 실천적 행위를 학생들이 배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학

작품은 이러한 도덕적 행동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작품 속의 인물들
은 구체적 기개와 열망을 가진 인물들로 자신의 도덕적 비젼을 건설적으로 실천해나간
다. 우리들은 모두 인생의 소영웅으로서 문학이 대변하는 영웅들과의 일체감을 통해서
덕들을 실현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Kilpatrick,

1993:190-205).

하지만 오늘날 예술작품의 도덕적 효과, 특히 작품이 인간의 행동에 직접적이고 결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즉,
어떤 작품에 대한 노출이 특정한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Carroll,

356).

간혹 엽기적 살인에 대한 원인으로 행위자가 폭력영상물을 많이 보아서 그랬다는

통념적인 주장이 제기되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다. 어떤 행위결

과에 미치는 무수히 많은 변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그 모든 변인들을
통제하고 영상물을 결정적인 요소로 특정하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설령 폭력영상
물이 폭력행위의 주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행위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성향이 그러한 영상물을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곧 행위자가 폭력
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다른 이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예술작품에 대한 노출에서 직접적인 행위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인간이 예
술작품을 체험하고 향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각적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인간의
행동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예술

적 체험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아가 타자를 어떻게 이해하는
지, 그 결과 자아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학
작품이 제기하는 도덕심리학을 이해하는 주요 개념이 상상력이다. 우리는 문학이 제공
하는 상상력을 통해서 가상체험(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도덕적 행동

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시뮬레이션(simulation)
으로 설명하는 큐리(G.

Currie)의 견해를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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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상력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론 상상력(imagination-as-theory)과 시뮬

레이션 상상력(imagination-as-simulation)이 그것이다. 이론 상상력이란 이성적 추론의
과정을 통한 상상력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상상할 때, 우리들은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이 어떤 신념과 욕망을 가지고 있을까를 설정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사람이 그러한 성격을 가졌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
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전제들로부터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이 가

져오는 정신적, 육체적, 행위적 결과를 추론한다. 반면에 시뮬레이션 상상력이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신념이나 욕구를 순간적이지만 떠맡아 보는 것이다. 일시적인지만
타자의 신념과 욕구가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나의 정신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내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
는 것이다(Currie,

2006:252).

즉, 이론적 상상은 우리가 이성적 추론의 과정으로서 논리적 연결고리를 따라서 상

황과 인물을 이해하고, 그러한 추론의 산물로 행위를 예측하는 정신적 작용을 말함에

비해, 시뮬레이션으로서 상상은 우리가 타자의 신념과 감정 속으로 직접 들어가봄으로
서, 곧 타인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서 타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내가 타자 속으로 상

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실생활에서 나의 행위 전망을 밝히는 것과 연계될 수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상상 모두 필요한데, 특히 도덕적 행동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
뮬레이션으로서 상상이며, 이것은 상상력의 개입이 많이 필요한 소설읽기를 통해서 배
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가령 ‘그녀는 어두운 거리를 걷고 있
다’라고 할 때, 우리들은 단순히 그 상황을 머리속에 떠올릴 수 있다. 이것은 일차적 상
상(primary

imagining)으로 기본적인 상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차적 상상(secondary imagining)으로 우리들은 인물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 전후 상황
을 고려하여 그녀가 느꼈을 만한 공포나 외로움을 실감있게 머리 속에 그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현실과 절연된(off-line)것으로 인물의 감정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그대로 지속하지는 않는 것이다

(Currie, 255-257).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도덕적 삶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우

리가 타자의 인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느끼고 욕망하는 바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
리고 그들의 선택과 목표가 어떠한 행위 결과를 산출하는지를 공감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실생활 행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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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도덕적 실패는 단순히 선 대신 악을 선택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택이 상상적으로 잘 기획되지 않은 데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을 예측

하고, 행위의 결과와 타자의 반응을 상상해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미래를 비슷한
입장에서 투사해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러
한 이해에 기반하여 자아의 행위를 기획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상상력이 절대
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큐리는 거듭강조하고 있다(Currie,

1998:164-169).

IV. 나오는 말
예술철학의 입장에서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연관관계를 살펴보았고, 그러한 관

계가 도덕성 발달과 도덕교육에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를 추출해보았다. 양자의 관계에
서 도덕주의와 반도덕주의를 선택한 것은 이들의 개념적 표상이 정반대이지만 서로간
에 거울의 이미지를 하고 있기에 도덕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도덕주의적 논의는 도덕적 개념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그들이 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도덕의 외연을 확장하고 그 의미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반

도덕주의의 논의를 통해서 도덕교육 역시 도덕교육의 관행이나 도덕성의 본질에 대해
성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러 가지 사정상 다루지는 않았지만, 미적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관계에 대한 심미

주의나 자율성주의 역시 도덕교육을 위해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특히 미적 가치를 우

위에 두는 심미주의의 논의는 인간의 궁극적 지향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삶을 하나의 예술품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삶

의 이야기를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간주할 때, 결국 도덕교육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의
예술품을 만드는 것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교육을 통한 도덕적 가치
의 외연을 확장하고, 도덕성의 본질을 깊이 통찰할수록 우리는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

치와 겹쳐지는 부분이 많음을 깨달을 것이다. 역으로 예술작품의 미적 원리가 사회적

精髓)라고 할 수 있는 윤리

공감을 가지고 하나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성의 정수(

성을 함의할 때일 것이다. 물론 이때의 윤리는 인간의 자유와 열정이 최고도로 실현되
는 것으로서, 또한 자기 절제를 통해서 그러한 의지를 목적 실현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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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정신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의 스타일(style)은 도덕적 내용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9:60).

“스타일(품격)이란

정신의 궁극적 도덕성이다”(Whitehead,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정신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인데,

바로 그 단계가 심미적 감각으로서 스타일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이다. 스타일은 어떤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독특한 양상을 말한다. 하나의 스타일이 정립되기 위해
서는 자신만의 고유한 품격을 쌓고, 그것을 몸에 체화할 때만이 가능하다. 스타일을 가

진다는 것은 심미적 감각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지만, 이것이 또한 도덕적 내용을 가진
다는 것은 타인의 스타일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 행동, 마음에 주의 깊게 들어

가고 반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인에 감응하는 가운데 자신의 도덕적 스타일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예술작품이 제공하는 것은 작가가 구현한 스타일에 우리가
들어가보는 것일 수 있다. 우리들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삶의 상이한 스타일을 비교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미적 비교를 통해서 결국 예술 향유자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Hamilton,

2003:54).

도덕적 인

간은 인품의 고유한 향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때, 예술작품을 통해 이루어진 심미적
스타일은 곧 도덕적 품격과 만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술작품의 도덕교육적 의미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더라도 간과하지 말
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예술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 이해력이 심화되고, 풍부
한 도덕적 감성과 행위적 상상력이 키워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도덕교육을 대체한 그

어떤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 개념이나 도덕성에 대한 선이해가
있을 때라야 예술작품의 도덕교육적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선
이해 자체가 문학이나 예술작품을 통해서 형성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도덕담론은 현

실적 인간관계의 도덕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의 현실과 접맥될 때, 예술작품의 도덕교육적 의의는 더욱 커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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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Aesthetic
Experiences for Moral Education
Do, Hongchan
Today, aesthetic values are especially required considering the misery of world and the
crisis of school education. We can deeply see the bottom of today's problems with aesthetic
activities which provide imagination and empathy. Also, we can enjoy the study, because arts
give us varieties of pleasure. The relation between aesthetic values and moral values has
been widely discussed. Especially moralism and immoralism are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morality and moral education. Strong moralism evaluates every works on the
basis of the moral values which are included in the content of artworks. Moderate moralism,
on the other hands, links moral merits and demerits to aesthetic merits and demerits at
certain artworks which represent moral views. But, immoralism thinks the other way.
Immoral contents of artwork can contributes to aesthetic values at some case. These debates
can highlight on the morality and moral education. Morality is integrity of cognition, emotion
and action especially with the lens of artistic experiences. And moral education can get
benefits from art based education in 1) the refining and deepening of moral cognition, 2) the
development of moral sensitivity and empathy, and 3) the planning and control of moral
action through the simulation and moral imagination.
Key words: aesthetic experiences, aesthetic values, moral values, moral education,
immoralism, simulation, empathy

1) 물론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연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일명 “자율성주의(automatism)”라
고 하는 이 입장은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을 자율적인 독립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예술의 본질은
형식의 구성이고 그 목표는 즐거움의 산출이기에, 도덕적인 실천과 목적을 가지고 예술을 평가하는 것
은 각 영역의 작동원리를 무시하는 범주 착각의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18세기 이후 유
미주의, 예술을 위한 예술, 형식주의 등의 유파와 관련성이 깊다고 한다(박상혁, 2012: 514-515).
2)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관계에서 “도덕주의”와 대칭되는 개념은 “심미주의(aestheticism)”라고 볼
수 있다. 탈근대적 미학 개념의 핵심인 “심미주의”는 미적 가치를 도덕적 가치보다 우선적이거나 포괄
적으로 본다. 이들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산물 자체를 “예술작품”들로 간주하고, 부도덕한 상태는 미
적 가치가 저하된 상태나 부재한 상태로 본다. 또는 의도적으로 반도덕적 상태를 재현한 것이 그 자체
로 미적 가치의 구현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주동률, 282). “도덕주의”와 “심미주의” 이외에 “자
율성주의”의 입장은 앞의 주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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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양의 유가 전통에서 『시경』이 중요한 경전으로 취급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 특히 문학이
자기 수양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동양적 전통에서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는 더욱 강력한 연계성을
가진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서양의 예술 담론을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
4) 플라톤의 다른 글들, 『향연』이나 『Phaedurs』에서는 미와 도덕성이 불화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
라 통합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은 궁극적으로 선의 이데아를 향하게
한다는 것이 주된 논지이다(윤영돈, 2010: 115).
5)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도덕성이 드러나는 지점은 개별적인 인물의 행동보다는 인물의 성격을 통해서 구
현되는 도덕적인 자질이나, 그러한 인물들이 벌이는 스토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물의 세계관이나 작
가의 이념이라고 한다. 독자는 인물과의 동일시 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측면에서 도덕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Sheppard, 2001:191-192).
6) 인지발달 도덕교육에서 도덕적 사고와 행위의 연관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도덕적 정체성 개념이 나온
것이나 인격교육에서 통합적 인격교육이 실현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도덕
심리학에서 도덕적 정체성이나 자아에 대한 논의는 D. Laspley & D. Narvaez (eds.) Moral
Development, Self, and Identity (New Jersey & London: Lawrence Erbaum Associate, 2004),
통합적 인격교육은 T. Lickona, 박장호·추병완 옮김, 『인격교육론』(서울: 백의, 1998)이 대표적이
다.〕
7) 형식과 내용이 엄밀히 분리되며 각각은 자체의 원리와 가치에 의해 평가되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자율성주의의 주장이다. 문학에서 이것은 형식주의나 신비평주의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문학적
가치는 문학이 구현하는 형식이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8) 그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적 전통을 문학과 관련하여 네 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다. 첫째는 가치있
는 것들의 공약불가능성이다. 세상에는 질적으로 풍부한 복수의 가치들이 존재하며, 소설은 이러한 가
치들의 복수성을 예민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각의 우선성(구체성의 우선성)이다. 선험
적인 규칙이나 원리로 파악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들을 구체적인 상황과 인물에 주목하여 예리하게 지
각하고 풍부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셋째, 감정의 윤리적 가치로, 합리적 선택(이성)의 요소로서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넷째, 예측불가능한 일들의 윤리적 관련성으로서 통제되지 않는 삶의 돌발성에 대한
경이의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Nussbaum, 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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