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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콜버그(Kohlberg)의 정의공동체 접근이 지니는 도덕교육적 특징과 시사점을 고찰하
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인지도덕 발달론자인 콜버그는 블라트의 연구에 기초하여 가상적인 딜
레마 토론을 통한 도덕교육을 주장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덕목주의와 행동주의 교육이론에 내
재된 도덕적 상대주의와 교화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콜버그는 이
방법을 학교 및 교도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판단과 행위간의 불일치 문제, 실제적인 문제
의 경시 문제,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력 경시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
하였다. 그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있는 대안으로 모색한 것이 정의 공동체 접근이다. 이 접근은
키부츠 방문을 통하여 그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다음, 그 긍정
적인 연구 결과에 고무 받아 클러스터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정의 공동체 접
근은 참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여 도덕교육에 대한 정의의 관점과 공동체적 관점 즉, 개인주의
적인 도덕교육과 듀르케임의 집단주의 도덕교육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즉, 실제적인 도덕적 딜
레마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개인 및 집단의 도덕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였고, 잠재적 교육과정 즉
공동체의 분위기가 도덕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구성원
들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 동료집단의 영향력, 도덕적 옹호자, 촉진자로서 교사의 역
할, 형식에 대한 교육과 함께 내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가상적인 딜레마보다는 학교 안에서 실
제로 직면하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을 강조하였다. 콜버그가 주장한 가상적인 딜레마 토론
수업과 정의 공동체 접근은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도덕교육의 목적은 도덕발달
의 촉진에 있고, 그 방법은 딜레마 토론이어야 한다는 점은 중시하였다. 덕교육 및 통합적 인격교
육론을 중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및 교실의 도덕공동체
화 방안을 중요한 도덕교육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콜버그의 정의 공동체 접근은 이러한 도덕
공동체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
서는 교실 도덕 공동체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콜버그의 정의 공동체 접
근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의공동체 접근이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덕교육
의 목표, 내용 ,방법, 그리고 통합적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제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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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도덕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함께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책
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기초한 도덕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학급의 도덕적 분위기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도덕
과 교육에 대한 개선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그리고 도덕과 수업방식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짐으로써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경우 3차 교육과정 시기 이후부터 6차 교육과정 시기까지는 개인
의 합리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개인의 도덕발달에 초점을 둔 콜버그의 인지도덕발달 이론이 중
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어왔다. 199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비도덕적 행동이 증가하면서 인지도덕발달
론 중심의 학교 도덕교육의 방향과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증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도덕교육
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일면서 일차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었다.
그 결과 도덕교육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통합적
인격교육 내지 덕교육적 접근에 기초한 도덕교육이 인지 도덕 발달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적 근거로 도입되었다(교육부, 1994). 주지하고 있듯이 이들은 행동, 실천중심의 교육을 중시하면서,
덕(인격)의 개념, 도덕교육의 목표, 방법, 평가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이들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도덕교육뿐만 아니라, 기존의 논의에서 소홀하게 취
급되었던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교실, 학교의 분위기 조성을 통한 도덕교육 즉, 잠재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중시하였다는 것이다.
통합적 인격 교육론자들이 도덕교육에 있어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배경에는 콜
버그(Kohlberg)의 정의공동체 접근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도덕교육의 장으로서 교실 및 학
교의 도덕 공동체화의 필요성과 방안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이론은 콜버그의 정
의 공동체 접근이었다. 콜버그는 자신의 초기 이론인 인지 도덕발달 이론에 기초한 딜레마 토론교육
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서 자신의 초기 입장과 듀르케임의 공동체적 관점을 함께 통합하여
정의 공동체 접근을 제안하고, 이에 기초한 정의 공동체 학교를 직접 운영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서
공동체 분위기가 공식적인 교육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도덕교육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으로써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켜주었다. 통합적 인격 교육론자들은 이러한 콜버
그의 정의 공동체 접근을 응용 발전시켜서 학교 및 교실을 도덕공동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주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콜버그의 정의 공동체 접근과 통합적 인격교육론은 서로 대립
되지만 공통점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도덕교육에 대한 논의들은 통합적 인격교육 이론과 콜버그의 이론은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대립적인 이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배경에는 가상적인 딜레마 토론 교육을 콜버
그의 도덕교육이론을 대표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의공동체 접근을 통한 도덕교육에 대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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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시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이론적 배경이라할 수 있는
통합적 인격교육론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교 및 교실 도덕 공동체화 방안과 콜버그의 도덕교육에 대
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상적인 딜레마 토론 교육과 정의 공동체 접근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서는 정의 공동체 접근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콜버그의 정의 공동체 접근이 갖는 이론적 특징과 이 접
근이 우리나라 초등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인지도덕 발달
이론과 가상적인 딜레마 토론교육의 등장 배경과 이론적 특징, 그 한계를 함께 논의하였다. 이와 함
께 정의 공동체 접근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키부츠 및 교도소에서의 연구 결과 그리
고 정의 공동체 학교의 운영 과정 및 그 도덕교육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들
에 근거해서 정의 공동체 접근이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도덕교육적 의의를 고찰하
였다.

II. 콜버그의 가상적 도덕 딜레마 토론을 통한 도덕교육
콜버그는 1958년 피아제의 이론을 수용, 확대시킨 박사학위 논문을 통하여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인지 도덕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도덕성을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판단의 근
거나 이유 즉, 도덕적 판단능력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덕성을 내용이 아니라 형식으로 정의하였다. 그
의 관점에서 볼 때, 도덕성은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논리의 구조이
기 때문에, 도덕발달은 도덕적 규범을 정당화하고 도덕적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인지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Power, Higgins & Kohlberg, 1989, pp.16-18). 이러한 관점에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인지 도덕발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콜버그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내
용이 아니라 판단의 이유나 근거에 초점을 두고, 가상적인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한 후 그 선택의 결
과가 아니라 응답의 근거, 이유를 탐구하여 도덕성 발달 단계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도덕성 발달 과정을 3수준 6단계로 제시하였다(Kohlberg, 1981).
박사학위 논문 발표이후 60년대 후반까지 콜버그는 도덕성발달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도덕발달
의 과정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이긴 했지만, 도덕발달을 위한 교육적 처치의 필요성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는 자연적인 성숙이나 또래, 부모와 같은 사회적 환경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을 통해 도덕발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콜버그가 도덕교육에 대해 본격적으
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된 것은 그의 박사과정 학생들이었던 튜리엘 (Turiel)과 레스트
(Rest), 그리고 블라트(Blatt)의 연구를 통해서였다(Power, Higgins, Kohlberg, 1989, pp.10-11).
블라트는 튜리엘과 레스트에 의해 진행된 연구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즉,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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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단계보다 한 단계 위의 도덕추론 단계에 노출 되면, 그들은 긍정적으로
그러한 추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한 단계 위의 높은 단계로 발달을 자극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
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블라트는 교회의 주일 학교에서 실험 연구를 실시한 후 블라트 이펙트
(Blatt Effect)라고 알려진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Power, Higgins & Kohlberg, 1989,
pp.11-12). 즉, 상이한 단계에 있는 아동들로 구성된 집단 내에서 교사가 이끄는 가상적인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도덕발달 단계보다 한 단계 위의 상황에 노출될 때,
참여 아동들의 가장 빠른 도덕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콜버그는 블라트의 연구를 토대로 교육의 목적은 발달이어야 한다는 듀이의 관점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도덕교육의 목적은 가상적인 딜레마 토론을 통한 도덕 판단 단계의 발달이어야 한다는 관점
에서 도덕교육을 접근하였다. 그가 교육의 목적을 발달에 두었던 것은 기존의 정신분석학, 사회학습
이론, 듀르케임(Durkheim)의 도덕 사회화 이론이나 덕목론적 접근에서는 도덕을 외재적인 규범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규범의 전수, 내면화, 사회화를 도덕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한데 대한 비판적인 입장
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콜버그는 아동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을
따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교육은 아동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화
및 도덕적 상대주의의 빠질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교화와 도덕적 상대주의의 위험성에서 자
유로울 수 있는 대안으로서 아동의 도덕적 판단능력 및 능력의 발달을 자극하는 것을 도덕교육의 목
적으로 설정하였다(콜버그, 김민남외 역. 1985, pp.90-139)
또한 콜버그는 내용에 대한 교육보다는 형식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도덕교육의 내용은 가상적
인 딜레마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도덕성을 특정한 내용으로서가 아니
라 도덕적 판단능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형식으로서 규정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특정한 덕목이나 가치, 그리고 실제적인 해결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는 실제적 딜레마를
가르치게 되면 가치주입이나 교화, 상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을 자극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형식이 아닌 내용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던 것이다(Kohlberg, 1981).
또한 가상적인 딜레마 토론 방법을 주장했던 것은 이 방법이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제이
기에 기꺼이 공적인 토론에 임할 수 있고, 관련된 도덕원리들을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Hersh, 1979, p.203).
또한 그는 도덕교사는 특정한 가치나 덕목을 주입해서는 안 되고 아동들에게 내재된 자연적 능력,
즉 도덕적 판단능력의 발달을 촉진하는 소크라테스적인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와 함께 교사가 학생들의 도덕발달을 촉진해주기 위해서는 상이한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로
학급 또는 토론집단을 구성해야한다. 그리고 적절한 가상적 딜레마의 제시와 함께, 이들 간에 활발한
교류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토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인지불균형을 조성하고, +1
전략(Blatt Effect)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도덕발달을 촉진시켜주어야 한다(Power, Higgins &

정의 공동체 접근(Just Community Approach)에 대한 도덕 교육적 고찰 / 박 병 춘 27

Kohlberg, 1989, pp.10-11)
이러한 콜버그의 도덕교육이론은 그가 의도했던 대로 교화와 상대주의의 위험성으로부터 어느 정
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부합하는 눈높이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었
다는 점과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학
생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도덕발달 단계의 보편성의 문제, 도덕적 판단과 행위간의
불일치 문제, 도덕교육에서 도덕적 정서나 행동을 무시하고, 여성적 관점이나 특성을 무시하거나 경
시했다는 점은 그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콜버그는 자신의 이론에 대한 이러한 외적인 비판
을 인식함과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이론이 안고 있는 한계를 느끼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도덕교육
이론의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 바로 정의 공동체 접근이다.

III. 정의 공동체 접근의 등장 배경
1. 딜레마 토론 교육의 한계 및 변화 필요성 인식
콜버그는 블라트의 연구 결과에 고무 받아 가상적인 딜레마 토론 교육방법을 더욱 체계화하고, 이
를 학교수업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방법이 학생 개개인의 도덕발달 단계의 상승을
촉진시켜준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 이론이 갖는 문제점도 함께 인식하였다
(Kohlberg, 1978). 이러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게된 것은 보스톤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서 자신의 이론을 적용한 수업이 끝난 후 그 학교 교장선생이 제기한 “블라트는 왜 학교 안에서 일어
나는 실제적인 행동의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과학 소설 같은 딜레마 토론을 합니
까? 라는 질문이었다(Reed, 1997, p.131). 이 질문을 받으면서 콜버그는 그동안 자신이 주장하고 성
공적인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믿었던 가상적 딜레마 토론방법은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를 다루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실제적인 도덕적 행동에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콜버그는 가상적 딜레마 토론 수업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과신과 본질적인 문제점을 ‘심리학
자의 오류(psychologist Fallacy)’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스스로 고백하였다(Berkowitz, Oser, 1985,
p.33). 심리학자의 오류란 발달심리학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이 교실수업을 하는 현장 교사에게
도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기 스스로 통제된 교실 안에서 가상적인 딜레마토론 과정
을 통해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능력이 실제 삶의 과정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
다고 믿음으로써 심리학자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콜버그는 딜레마 토론 교육이 심리학자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도덕적 추론능력
의 발달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학생들의 행동 및 학교의 실제적 문제들을 다루기 어렵고, 학습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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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학교나 교실의 제도나 환경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존 딜레마 토론 교육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Kurtines, Gewirtz, 1987, p.110). 이렇게 시작된 콜버그의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은 1969년 키부츠 방문을 통하여, 도덕발달을 위한 도덕적 분위기의 중요성을 체험하
고, 내용을 위한 도덕교육 및 도덕적 옹호자로서의 교사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더
욱 구체화되어 갔다.

2. 키부츠 방문 연구
딜레마토론의 한계를 직접 인식한 후 학생들의 도덕적 추론능력의 발달과 도덕적 행동의 변화를
지지해줄 수 있는 학교의 분위기 창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콜버그는 1969년 키부츠 방문 연구를 통
해 발달론적인 도덕교육을 대체할 이상적인 모델로 키부츠를 설정하고, 정의공동체 접근에 대한 기
본 틀을 마련하였다.
키부츠는 일체의 재산을 공동소유로 하고,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무제한 공급해주는
집단 공동체이다(Kohlberg, 1971). 정의, 평등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와 집단의 규율이나 응집력,
정신을 강조하는 공동체적인 가치가 긴장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키부츠는 운영되었다. 키부츠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를 공동체 회의에서 발의한 후 집단토론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이끌어냈다. 집단토론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집단 규범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진
행되었다. 토론과정에서는 추상적인 쟁점을 명료화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일관된 갈등 해결 기준을 요구하였다(Power, Higgins,
Kohlberg, 1989, pp.38-47).
이러한 토론은 개인의 도덕발달을 촉진하고 집단의 응집력, 연대성을 강화시켜주었다. 키부츠는
이처럼 개인적 성취보다는 집단적 성취, 위계적 관계보다는 평등한 관계, 수직적 의사결정보다는 민
주적 의사결정을 옹호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적인 교육체계로서, 발달론
적인 딜레마 토론교육과 집단 교육의 원리가 함께 결합되어 운영되었다(Power, Higgins, Kohlberg,
1989, pp.38-47). 키부츠에서는 가상적인 딜레마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실제적인 문제
들에 대한 민주적인 집단토론을 통해서 공동체의 민주적, 도덕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공동체에 대한 응집력과 소속감, 책임감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도덕발달 및 도덕적
행동의 증진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콜버그는 키브츠 청년들의 지도자이자 교사인 마드리히(Mardrich)의 역할과 실제적인 영향력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주장했던 촉진자로서의 도덕 교사상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대안
을 도덕적 촉진자, 옹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마드리히로부터 찾았다. 키부츠에서는 민주적 참여
및 개인적인 자유나 욕구, 권리를 존중해주지만, 만약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집단의 유대감이나 응집
력과 상충될 경우에는 그 자유나 권리의 희생을 요구하였다(Power, Higgins, Kohlberg,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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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47). 또한 마드리히는 집단 연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이들에게 임의적인 규칙을
부과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이 무지나 잘못된 판단을 통해 그
릇된 결론을 도출하거나 행동을 할 경우에도 민주적인 권위를 행사하여 이를 규제하고, 이들에게 올
바른 가치관, 판단이나 행동방식과 같은 것들을 직접 교육하기도 했다.
교육방식은 추상적인 방식보다는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키부츠안의 성인
사회에서 실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치를 배웠고, 자신들 사회 안에서 이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그
가치를 학습했다. 구성원들이 이러한 공동체의 규범을 위반할 때에는 성인들로뿐만 아니라 동료들로
부터 불승인과 압력, 비난을 받아야 했다. 키부츠에서는 이처럼 사회적, 집단적 가치가 개인적 가치
보다 우선시되었다.
콜버그의 관점에서 볼 때 마드리히는 기존의 도덕발달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듀르케임
적인 교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다(Power, Higgins, Kohlberg, 1989,
pp.38-47). 하지만 마드리히의 역할은 단순한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민주적
관점에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뒤리켕이 주장한 교사가 지니고 있던 교화와 주입의 위험성으
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다. 콜버그가 후에 정의 공동체 접근에서 도덕교사는 촉진자이자 옹호자로
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키부츠의 마드리히를 이상적인 도덕교사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다.
콜버그는 키부츠 방문 연구 과정에, 자신의 발달론적 이론만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교장선생의
질문 이후 자신이 찾고 있던 도덕교육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이끌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키부츠적인
집단적인 도덕교육 원리와 기존의 도덕 토론수업 원리를 결합시킬 수밖에 없었다(Kohlberg, 1971).
그는 집단교육의 원리로부터 학생들의 행동과 도덕 판단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고, 교육자와 학생들
간의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집단교육 모델을 이끌어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Power, Higgins, Kohlberg, 1989, pp.38-47). 콜버그는 키부츠야말로 발달론적인 도덕교육으
로 해결할 수 없었던 도덕적 환경의 조성 및 학생들의 도덕발달과 도덕적 행동의 증진을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키부츠에서 이루어지는 젊은이들에 대한 이러한 집단적인 교육은 자신의 발달론적인 교육이
론에서 고안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 더 훌륭하다. 그리고 이것은 발달론적인 교육의 실제적
인 방법을 수정해서는 불가능하고, 자신의 교육방식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해
야만 가능한 것이다. (Kohlberg, 1971,p.370).

콜버그는 키부츠 방문 연구를 통하여 민주적 참여와 원리와 결합된 집단주의적인 도덕교육방법이
앞에서 논의했던 딜레마 토론방법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새로운 도덕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의 공동체 접근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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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적 환경의 중요성 인식
콜버그는 키부츠 방문을 통해서 이미 도덕교육을 위한 도덕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콜버그는 키부츠의 공동체 분위기 자체가 직접적인 딜레마 토론 수업 그 이상의 중요한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덕적 환경의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Power,
Higgins, Kohlberg, 1989). 이와 함께 콜버그가 도덕교육에 있어서 도덕적 환경의 중요성을 구체적
인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고, 도덕적 환경조성을 통한 도덕교육을 실제로 시도했던 곳은 교도소에서
였다.
콜버그는 키부츠 방문을 마치고 난 다음 자신의 도덕교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체셔
(Cheshire)교도소에서 처음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콜버그는 그 곳에서 두 명의 동료와 함께 2년간
교도소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도덕발달이론에 기초한 딜레마 토론 수업을 시행하였다
(Kohlberg, Hickey, Scharf 1972, p. 6). 처음에 이들은 가상적인 도덕 딜레마를 가지고 죄수들과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단계의 상승을 보이며 3-4단계까지 상승했던 대부분의 죄수들이
교실 밖의 교도소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단계를 보였다. 그 후, 이들은 가상적인 딜레마가 아닌
실제적 딜레마를 통한 도덕발달의 촉진을 다시 시도하였다((Power, Higgins, Kohlberg, 1989,
pp.51-52). 두 연구결과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죄수들이 가상적인 딜레마에서 보다 실제적인 딜레
마에서 더 낮은 발달단계를 보였다.
이들은 죄수들이 가상적인 딜레마보다 실제적 딜레마나 실생활 문제에서 더 낮은 발달단계를 나타
난 이유를 죄수들이 생활하는 교도소의 분위기에서 찾았다. 왜냐하면 죄수들의 실제적인 도덕 판단
은 단순히 개개인의 도덕적 능력이나 특성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도덕적 분위기 즉 상황의
도덕적 특성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Higgins, Power, Kohlberg, 1984, p.81).
따라서 가상적 또는 실제적 딜레마 토론을 통하여 죄수들을 더 상위의 도덕단계로 발달시킨다 할지
라도, 교도소의 분위기가 그들의 발달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한, 이들이 실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학습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죄수들의 도덕발달 및 도덕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딜레마 토론을 통한 도덕교육과 함께 교도소 내 제도 및 환경
을 도덕교육적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죄수들에 대한 도덕교육을 하기 전에 그들이 생활하는 공동체와 제도를 도덕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도덕발달과 도덕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니안틱
(Niantic) 교도소에서의 연구를 통하여 실행에 옮겼다(Hickey, Scharf, 1980). 니안틱에서의 성공적
인 연구 결과에 고무 받아 콜버그는 정의 공동체 접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를 1974년 처음으로 정
의 공동체 학교인 클러스터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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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의 공동체 접근의 실제적 적용 및 도덕교육적 특징
1. 정의공동체 학교의 구성원리 및 기본 제도
콜버그는 키부츠 및 교도소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블라트식의 딜레마 토론 교육과 키부츠에
서 이상적으로 구현되어 있던 집단 도덕 교육 원리를 결합한 도덕교육 프로그램 즉, 정의 공동체 접
근을 학교에서 직접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정의 공동체 접근을 학교에 적용하고자 했던 목적은 일차
적으로 공정성과 정의, 공동체에 관련된 쟁점들을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환경
을 만들어 내려는데 있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도덕발달과 책임 있는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Higgins, 1989, p.204) 이러한 정의 공동체 접근을 처음으로 적용한 학교는 바
로 케임브리지에 있는 클러스터 학교였다. 콜버그는 학부모, 교사, 학생으로 구성된 위원들과 다음과
같은 제안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자문에 응하였고, 이러한 제안이 클러스터를 포함한 이후에 만들어
진 정의 공동체 학교의 핵심적인 운영원리이자 특징이 되었다(Reimer, 1989, p.64).
첫째, 정의 공동체 학교는 의한 직접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모든 중요한 이슈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1인 1표를 갖고 참여하는 주례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둘째,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많은 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체 회의 외에 대표적인 것
으로는 의제 위원회, 조언집단, 규율위원회 등이 있다.
셋째, 구성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사회적 계약을 구성원들끼리 체결한다.
넷째, 학생과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기본 원리에 따라 클러스터 학교는 처음에 3개 학급 약 70명의 학생과 8명의 교사로 구성
되었고, 교사와 학생은 10대 1 정도여의 비율을 유지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4개의 제도를 기본제도
로 설치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영어와 사회에 대한 수업이 50분씩 두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선택과
목은 클러스터 교사들에게서, 필수교과는 나머지 시간동안 클러스터가 속한 모(母)학교에서 받았다
(Power, Higgins, 1992, p.232). 또한 이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1주일에 한번씩 공동체 회의에 참
여하여 문제들을 토의하고, 규율이나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였다. 공동체 회의는
1인 1표에 기초한 직접 참여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운영되었다.
의제 위원회에서는 공동체 회의에서 토론할 의제를 상정하고 공동체 회의를 위한 위원들을 소집한다.
조언집단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을 실시한다. 규율 위원회에서는 규칙 위반 및 대인간의 갈등 사례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그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Kuttines, 문용린역, 2004, pp.104-107). 이러한 운영
원리 및 기본 제도들은 또 다른 정의 공동체 학교인 스카스데일(Scarsdale) 고등학교와 브루클린
(Brookline)학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클러스터에서 콜버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1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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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행사하는 자치적인 참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참여 민주주의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함으로써 그들에게 학교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부여해주고, 학교
가 배려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Reed, 1997 p.186). 이러한 관점에
서 볼 때, 교사와 학생들이 위에서 언급한 제도들과 그 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학교
자체를 보다 배려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적절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개별 학생들
의 도덕발달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Higgins, 1989, pp.204-205).

2. 도덕교육적 특징
가. 정의(Justice)와 공동체(community)의 조화
정의 공동체 접근이 정의와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그 개념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의로운 공동체란 정의와 공동체를 결합한 것으로서 정의의 관점과 공동체의 관점을 함께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접근에서는 콜버그 자신의 도덕 심리학과 가상적인 딜레마 토론
을 통한 도덕교육에서 강조했던 정의의 관점과 키부츠에 이상적으로 구현되어 있던 듀르케임의 공동
체적 관점이 결합하여 개인 및 집단의 도덕발달과 이를 위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Power, Higgins, Kohlberg, 1989, p.53). 콜버그는 정의공동체 접근을 통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
해주고, 그들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집단의 힘에 호소하면서 정
의와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어보고자 시도하였다.
콜버그는 칸트(Kant)에서 롤즈(Rawls)로 이어지는 서양의 자유주의 윤리학적 관점을 따르면서 공
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고,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중시하였다(박병춘, 2002,
p.34). 그의 관점에서 도덕은 개인간의 권리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이고 그 최고의 도덕원리는 정의
이다. 그리고 공정성, 평등성, 자율성, 독립성 등이 도덕성발달을 평가해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그가
초기에 주장한 가상적인 딜레마토론을 통한 도덕교육에서는 정의를 최고의 도덕원리로 선택한 6 단
계로까지 학습자들의 발달단계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여러 유형의 딜레
마들에 제시된 문제 상황은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권리들이 대립되고 있는 갈등 상황이다. 이러한 점
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콜버그의 도덕 심리학 및 도덕 교육론의 출발점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시
하는 개인주의적 관점 즉, 정의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의 관점은 주로 뒤리켕의 공동체주의 도덕 교육론에 기초하고 있다. 개인보다 공동선 즉,
공동체의 우선성을 주장하였던 뒤리켕은 특정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전수해 내려오는 사회규범을 도
덕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도덕을 아이들에게 내면화, 전수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도덕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교사는 한사회의 대변자, 준 성직자로서 강력한 도덕적 권위를
갖고,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사회화시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Higgins, 1989,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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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도덕원리로서 정의를 강조했던 콜버그는 키부츠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뒤리켕의 집단적인
도덕교육을 순응을 가져오는 권위적인 교화의 한 형식으로 보고 이를 비판하였다. 콜버그가 듀르케
임의 공동체적 관점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인식하면서 자신의 정의공동체 접근의 이론적 토대
로 삼게 되었던 결정적 계기는 키부츠에서 마드리히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인 교육 참관이
었다. 그는 키부츠에서 실행된 뒤리켕의 집단주의 도덕교육을 보고, 이것을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정
의와 공동체의 원리를 함께 구현한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 인식하였고, 여기에 기초하여 여러 정의
공동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토대로 정의와 공동체를 함께 구현하고자 하였다.
정의 측면은 정의공동체의 기본원리인 민주적 원리 및 제도를 통해서 구현되었고, 공동체적인 측
면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책임감, 연대의식 그리고 이에 기초한 규율에 대한 존중 등을 통해 실
현되었다(Higgins, 1989, pp.204-205). 공동체 회의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투표권을 갖고 자
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공동체 안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협동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정된 규범이나 결정 사항에 대한 존중감, 책임감이 고취되었고, 이를 통
해 성원들의 집단의식, 연대의식, 소속감이 고양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정의 공동체 학교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권위, 책임을
갖고 참여하였다. 교사는 가상적 딜레마 토론에서의 단순한 촉진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옹호자로
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는 뒤리켕 방식으로 그 지위나 강제적인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지혜나 전문성을 통해 행사되었고,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교화로 흐르지
않도록 규제되었다.
이처럼 콜버그는 자신의 정의의 관점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 민주적 원리를 통해 수정한 뒤리켕의
공동체적 관점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정의와 공동체의 원리를 함께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콜버그는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동료집
단의 강력한 힘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결국 콜버그는 두 관점을 민주적 원리로 결합하
고자 시도했지만 그의 강조점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에 있었고, 그가 강조한 집단 응집력이나 소속감
은 개인의 도덕발달 및 도덕적 행동의 증진을 위한 하나의 환경, 배경으로 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콜버그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중요한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지만 그의 공동체
에 대한 입장은 공동체 자체를 선, 목적 자체로 삼았던 뒤리켕과는 달리 공동체를 개인의 도덕 발달
을 위한 중요한 교육적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나 . 실제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 및 내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 강조
콜버그는 초기에 가상적인 도덕적 딜레마 토론 교육을 주장하면서, 도덕성을 도덕적 규칙, 규범,
가치, 덕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도덕적 추론(판단)능력 또는 구조라는 형식으로 보고, 도
덕 교육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형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의공동체 접근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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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콜버그의 도덕 교육에 대한 이러한 기존의 입장은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의공동체
학교에서 그는 기존의 가상적인 딜레마토론과 함께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실제적인 도덕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함께 다루었고, 이 과정에서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교육도 자연스럽게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심이 실제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실현된 것은 교도소에서였다(Kohlberg, Hickey,
Scharf, 197, p.6). 그는 동일한 수감자들이 가상적 딜레마보다 교도소안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더 낮은 발달 단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제적인 도덕적 추론 및 행동
의 증진을 위해서는 가상적인 딜레마 대신 실제적인 딜레마를 중심으로 토론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정의 공동체 학교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클러스터 학교로 대표되는 정의공
동체 학교에서 그는 표준적인 가상적인 딜레마보다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직면하는 무단결석, 절
도, 마약 복용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는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발달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을 증진시키며, 학교
를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콜버그는 ‘도덕교육은 구조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루어야만 하고, 덕에 대한 오래된 교육은 일정한
의미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피터스(Peters)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Kohlberg, 1985, p.34). 즉, 피터스는 도덕교육에 대한 두 단계의 과정
을 설정했다. 초기에 덕을 사회화시킨 뒤에, 가상적 도덕 딜레마 토론 및 다른 토론들을 통해 이루어
지는 합리적 숙고로서의 도덕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합리적, 구조적, 형식적 접근은 아이들
이 사회화를 성취한 뒤에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다(Peters, 1981).
콜버그는 피터스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도덕적 추론의 내용으로서 채택할 수 있는 특별한 규칙이나
규범 가치들을 가르치지 않고는, 젊은이들에게 정의 공동체에서 중요시하는 인습적 도덕성을 가르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어떻게, 왜 결정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결정했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더 이상 실제적인 도덕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도덕적 내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Power, Higgins, Kohlberg, 1989, pp.55-56). 예를 들어, 학생들이 회의를 통하여 학교생
활이 지겨울 때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학교를 떠날 수 있다고 민주적으로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교사
들은 그들의 결정배후에 있는 판단이나 추론의 근거를 탐구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인내의 덕
이나 동료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교육은 초기에 콜버그가 비판했던 교화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지만 콜
버그는 내용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교사가 권위를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민주적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내용에 대한 교육이 교화가 될 수 있는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Power, Higgins,
Kohlberg, 1989, pp.60-61). 무엇을 가르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도 중요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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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덕적 옹호자로서의 교사역할 수용
콜버그는 가상적 딜레마 토론에서 정의공동체 접근으로 전환하면서, 내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특정한 가치의 옹호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주장하였다(Power,
Higgins, Kohlberg, 1989). 도덕교사는 가상적 딜레마 토론에서의 촉진자, 피아제가 주장한 나이 많
은 협력자 그 이상의 역할 즉 특정한 도덕적 내용을 옹호할 수 있는 옹호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교사는 학생들이 딜레마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의 도덕적 토론을 촉진해주고, 집단 전체
에게 최상이 이익이 될 수 있는 특정한 가치를 옹호함으로써 의사 결정 과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
(Higgins, 1989, p.206). 이러한 옹호자로서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학교 안에서 절도 사건이나
타인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교사는 단순히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도덕발달 단계를 촉진하는 것을 뛰어 넘어, 절도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나쁜 이유는 무엇이
고, 왜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고 옹호해주면
서 그 의사결정 과정을 지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교사가 특정한 가치나 내용을 옹호하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교화의
문제이다. 콜버그는 도덕교육에서 교화의 문제는 도니(Doeney)와 켈리(Kelley)가 제시한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Kohlberg, 1985, p.34). 즉,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의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위니즘은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화가 아니지만 창조론은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의의 원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 미국 독립 선언서에 표현된 평등권과 같이 합리적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교사의 권위를 사용하기보다는 교사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이성에 호소해서 정의를 도덕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 의도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자율적인 도덕 행위자로서 존중하는 태도에 기초해서 정의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방법,
의도를 고려해볼 때, 정의를 옹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Power, Higgins, Kohlberg, 1989,
pp.34-35). 콜버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철학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교화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또는 교실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교사가 학생들과 동등한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나
권력에 기초한 권위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이익이나 집단의 규범, 동의에 근거해서 특정한 가치나
내용을 옹호할 경우, 그는 교화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교화로 흐르
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가 옹호하는 도덕적 지식이나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적인 숙고나 비판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도전이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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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콜버그는 자신의 인지 도덕 발달론에 기초한 블라트의 가상적 딜레마 토론이 학생들의 도덕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학교 및 교도소 등에서 자신의 이론을 적용한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들을 상대로 딜레마 토론수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콜버그는 연구학교 교장
선생의 지적과 키부츠의 방문 연구, 교도소에서의 딜레마토론 수업 연구 등을 통하여 자신의 교육
방법만으로는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를 다룰 수 없
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덕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의 도덕교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도덕발달과 도덕적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도덕수
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학교가 도덕적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그의 아
이디어는 특히 집단주의 교육원리와 자신의 발달론적인 교육원리를 이상적으로 통합한 키부츠 방문
연구 및 교도소 연구를 통해서 착안되고 구체화되었다. 도덕적 환경의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은 참여
민주주의 원리 즉,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투표권을 갖고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콜버그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딜레마 토론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의 공동체 접
근을 제안하였고, 이를 처음으로 학교에 적용한 것이 1974년 개교한 클러스터 학교였다. 클러스터
학교 운영을 통하여 구체화된 정의 공동체 접근은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정의 공동체 접근이 우리나라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의의를 밝혀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콜버그는 교도소 및 고등학교에서의 정의 공동체 접근을 통하여
가상적인 딜레마보다는 학교 및 교실 안에서 직면하는 실생활과 관련된 도덕 문제들에 대한 도덕적
토론이 학생들의 도덕적 추론능력의 발달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
다. 그런데 기존의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현실과 거리가
먼 추상적이거나 당위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도덕교육은 학생들의 도덕적 관
심이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실생활에서 직면한 도덕적 문제에 대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콜버그의 연구 결과는 도덕교육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정의 공동체 접근에서처럼 도덕 교과서의 소재나 내용을 학생들이 학교 및 교실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직면한 실질적인 도덕적 문제나 쟁점들로 구성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도덕적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과 함께 도덕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함께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의 공동체 접근의 기본 아이디어는 학생들의 도덕발달과 도덕적 행동의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를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운영하여, 학교를 도덕교육을 지지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도덕적 환경
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해서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도덕과 교육과정을 통한 도덕교육
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학급 분위기와 같은 잠재적인 교육과정이 도덕적으로 작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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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의 공동체 접근은 도덕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잠재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은 주당 1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로는 다른 교과 시간, 학교 및 학급 행사, 특별활동, 담임의 학급 운영이나 또래 집단 등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시간이라는 짧은 한정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의 내용이 그 외
의 시간과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도덕교육과 상충된다면 도덕교육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 공동체 접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수업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도덕교육
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도덕교육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정의 공동체 학교에서는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공동체 안의 중요한 안건 및 문제를 민주적이
고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 및 집단의 도덕 발달을 촉진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우호적인 도덕적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입증해주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에서 학급 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학생 자치 활동이나 자치 기구들은 학교에서 사전에 지시하
거나 요구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논의된 결과나 의견들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큰 관심이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 정의 공동체 접근은 이러한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
의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즉, 학교장 및 교사들이 먼저 학생자치 기구나 활동들이 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이자 중요한 도덕교육의 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 자치활동을 활
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민주적인 자치활동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게 함으
로써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 애착,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오늘날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교사의 전문성이 약화되면서 교사의 위상과 역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적 권위에 근거하여 도덕적 촉진자, 옹호자로서의 적극적인 역
할을 강조하는 정의공동체 접근은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지녀야할 교사들의
올바른 자세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교사는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하고,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나 권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나 전문성에 기초하여 도덕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교사는 학생
들 및 집단 내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도덕적 촉진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의 공동체 접근에서는 정의의 관점과 공동체 관점, 인지와 정의, 도덕적 판단과 행
위, 내용과 형식을 서로 독립적이고 분리된 것이 아닌 상보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도덕 교육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최근 통합적 인격교육 이론이 강조되면서, 도덕교육에서도 통
합적인 도덕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지만, 그 통합의 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합의
를 도출하기가 어렵고, 통합의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시점
에서 정의 공동체 접근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통합 방안들은 통합적인 도덕교육의 방향을 모색
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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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ust Community Approach and Its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Park, Byung Chun (Professor,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just community approach and its implications
on moral education. The Just Community Approach in moral education is based on a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from visits to a kibbutz and the structural psychological
theory of individual moral judgment development that has been tried in prisons and cluster
high schools. This approach focuses on building a moral community by involving students in
democratic decision making. The core of these approaches was group moral discussions of
hypothetical and practical dilemmas. This approach represents an effort to balance justice and
community. Moral education in a just community school has to deal with content as well as
structure. The teacher not only facilitates discussion among students, but also leads them in
decision making by advocating. Finally, the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of research on the
just community approach are addressed in this study.
Key words: Justice, community, dilemma discussion, just community approach, moral education, moral teacher,
participatory democracy, sense of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