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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치유인문학을 위한 교재는 단지 이론적 지식을 담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상담과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상담과 치료는 책임이 무거운 일
이며, 이 책임은 목적한 상담과 치료가 성공할 때 완수된다. 따라서 상담치료적인
교재는 단지 이론적 탐구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하여 성공한 교육 사례에 근거해서
집필될 필요가 있다. 상담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유인문학에 사용될 교재는 반
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교육경험과 거기에 쓰인 텍스트와 주제, 교수법 등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필자는 이 논문에서 치유인문
학을 위한 교재 집필 작업에 반영한 상담치료적인 철학수업 사례를 수업상황과 적
용된 철학, 교수법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철학이 단지 이론적인 탐구에서 뿐만
아니라 상담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을 보여주는 것이 철학을 중심으로 한 치유인문학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필자는 이러한 수업경험과 거기에 적용된
철학과 다양한 텍스트와 교수법 등을 기반으로 집필한 교재를 소개하고 분석을 시
도하였다. 교재가 객관적으로 분석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평가할 기준이 먼저 마련
되어야한다. 교재가 수업사례를 기반으로 한다면, 그 수업사례를 평가할 기준 또한
마련되어야한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사례와 교재를 소개하기 직전에 수업과 그
교재를 평가할 기준을 먼저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소개된 상담치료적인 철학수업
과 그 교재는 주로 실존현상학적인 관점에서 구성된 것이다. 이 연구 또한 실존현
상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다. 필자는 실존철학적인 관점에서 진행된
상담치료적 철학교육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인 쟁점들을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작업에 앞서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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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오늘날 인문학은 강단 안에서 이론적으로 탐구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개인의 문제를 상담하거나 치유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 인문학이
상담과 치유에 적용되면서,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그런데 치유인문학 교재는 상담과 치유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담은 학술
적인 책이 아니라 학교 등 제도화된 교육기관에서 상담과 치유를 목적으로
인문학 교육이 이루어질 때 사용될 책이라야 한다. 상담과 치료는 책임이
무거운 일이며, 이 책임은 목적한 상담과 치료가 성공할 때 완수된다. 따라
서 상담치료적인 교재는 단지 이론적 탐구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하여 성공
한 교육 사례를 토대로 하여 집필되어야 한다. 상담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치유인문학에 사용될 교재는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교육경험
과 거기에 쓰인 텍스트와 주제, 교수법 등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실존철학적 교육론을 제시한 볼노우는 교육학에서 사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추상적인 개념들을 고찰했지만, 교육학에
있어서 실제적인 의미는 단지 하나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1)
이 논문에서 필자는 치유인문학을 위한 교재 집필 작업에 반영한 상담치
료적인 철학수업 사례를 수업상황과 적용된 철학, 교수법을 중심으로 우선
소개할 것이다. 철학이 단지 이론적인 탐구에서 뿐만 아니라 상담치료를 목
적으로 하는 수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철학을 중심으로 한 치유인문학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필자는 이러한 수업경험과 거기에 적용
된 철학과 다양한 텍스트와 교수법 등을 기반으로 집필한 교재를 소개하고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교재가 객관적으로 분석되기 위해서는 그것
을 평가할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한다. 만약 교재가 수업사례를 기반을 한
다면, 그 사례를 평가할 기준 또한 마련되어야한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수업사례와 교재를 소개하기 전에 그것을 평가할 기준을 먼저 제시하였으
며, 수업사례와 교재를 소개할 때는 그 기준을 잠정적으로나마 적용해 보았
1)

O. F. Bollnow, 실존철학과 교육학, 윤재홍 옮김, 학지사, 2008,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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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에 소개된 상담치료적인 철학수업과 그 교재는 주로 실존현상학
적인 관점에서 구성된 것이다. 이 연구 또한 실존현상학적인 관점을 중심으
로 전개된다. 실존현상학은 인간의 실존을 현상학적인 관점으로 탐구한다.
이때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 대상이 되는 개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
지 경험한 그대로 기술한 후, 그들 경험이 지닌 공통성과 의미를 찾아내려
한다.2) 실존이라는 주제와 현상학이라는 방법론의 이런 결합을 ‘현상학적
존재론’이라 칭하기도 한다.3)
대학도서관에 있는 사전을 전부 삼켜버린 듯싶은 철학자들은 - 철학자라면
그렇게 하기 마련인데 - 실존주의를 ‘현상학적 존재론’(Phenomenological
Ontology)이라 부른다.4)

교육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볼노우(O. F. Bollnow), 쉬프랑거(E. Spranger)와
부버(M. Buber)를 실존주의적 교육론자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들 이외에도
야스퍼스를 실존주의적 교육론을 주장한 교육철학자로 볼 수 있다. 야스퍼
스는 교육의 근본형식을 세 가지로 나눈다. 스콜라적 교육, 장인교육, 소크
라테스적 교육이 그것이다. 이 중 소크라테스적 교육은 대화를 중심으로 한

2)
3)

C. E. Moustakas, Phenomenological reasearch methods, California, 1994 참조.
실존현상학적인 연구는 실존의 의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이다. 만약 실존을 인간에게 고유한 존재방식들 전체를 의미할 경우, 실존현상
학은 개시성, 퇴락, 불안, 세계-내-존재, 시간성, 한계상황, 자유, 선택, 의미, 부
조리, 탈-존 등 인간존재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기들을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탐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실존을 완성되어야할 존재로서의 ‘가능적 실존’이
나 ‘본래성’(자기다움)으로 국한해서 이해할 경우에 실존현상학은 각자 개인이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상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
론 이 두 방향의 연구는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필자는 이

4)

두 지 실존의 의미를 다 포괄하여 ‘실존현상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게리 콕스, 실존주의자로 사는 법, 지여울 옮김, 황소걸음, 2012년, 13. 실존
과 현상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고 ｢실존현상학과 상담치료 그 이론과
실제｣, 인문학연구,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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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지하듯 소크라테스적 대화법은 대화상대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끄집어 내준다. 이런 교육방식을 통해 대화의 상대방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무조건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갖춘 자기 삶의 주
인으로 완성 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적 대화법은 “진리와 자기존재
에 이르는 길”5)이라고 칭할 수 있다. 또한 소크라테스적 대화법은 영혼을
가장 깊은 곳에서 도발하고 흔들어, 평생 어두컴컴한 동굴에 갇혀 살다가
태양 아래 처음 선 죄수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소크라테스적 태화법의 형식을 지닌 교육은 “전향의 예술”(Kunst der
Umwendung)6)이라고도 칭할 수 있다. 야스퍼스는 이러한 소크라테스적 대
화법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대화법은 사태의 본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개별자를 통해서 오직 개
별자에게만 나타나는 진리 자체를 위한 것이다.7)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야스퍼스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안에서 현
상학과 실존철학적 계기를 발견한다.8) 야스퍼스의 이런 해석에 따르면 교
사로서 소크라테스는 개별자들을 통해서 오직 개별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진
리를 학습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찾도록 했고, 이렇게 하여
학습자들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했다. 대화는 현상학과 실존철학적 관점이
이끌고 있다. 철학상담학의 역사에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철학상담의 아버지로도 평가된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
5)

6)
7)
8)

K. Jaspers, Was ist Erziehung? Ein Lesebuch, Hrsg. H. Horn, München, 1992, 45.
이 책은 교육과 관련된 야스퍼스의 글들을 H. Horn이 선정해 모아서 만든 것
이다.
K. Jaspers Was ist Erziehung? Ein Lesebuch, 47.
K. Jaspers Was ist Erziehung? Ein Lesebuch, 45.
야스퍼스의 이러한 소크라테스 해석은 이미 그의 초기작인 Philosophische
Weltanschaunngen(세계관의 심리학, 1919)에서 진리의 산파술을 소개할 때
등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고 ｢야스퍼스에 있어서 실존철학과 정신병
리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한국현상학회, 2006, 82~105 중 87 참조; K.
Jaspers, Philosophische Weltanschaunngen, 6. Aufl., Berlin,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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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의 대화법은 철학상담의 중요한 방법론이 되었다.9) 이런 점들을 종합
해 볼 때 소크라테스를 실존현상학적 관점을 지닌 상담치료적 철학교육의
시조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넬러(G. F. Kneller)와 모리
스(V. C. Morris)와 같은 실존철학자들은 인격교육의 방법으로 소크라테스
(Socrates)의 대화법을 제시하기도 한다.10)

II. 상담치료적 철학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교육대상
대학이전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교육은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의 관심이나 가치관을 배제한 채 기성세대의 관심과 규범을 주입식
으로 가르치는 데 치중한다. 이와 관련해서 고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은 사회적 수동성을 연습시키고 사회적 무기력을
훈련하며 연속존재(serial being)로서 학생을 키운다.”11)
Morris도 기존의 거의 모든 교육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가치들
이 존재의 상황(ontic situation)에 이미 현존하는 고정된 실체들(entities)로 간
주되고, 청소년들은 단지 그 가치들에 순응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는 존재로
본다고 비판한다.12) 그러나 기존의 타율적 지시에 맞선 실존주의적 교육론
9)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책들을 참조. ‘소크라테스적 대화법’을 창안한 N.
Leonard의 Gesammelte Schriften(Hr. Paul Bernays u. a., Bd. I, III, VIII, Meiner
Verlag, 1970~1977; J. Kessels./E. Boers./P. Mostert, Free space: Field guide to
conversations, Amsterdam, 2008; P. Shipley/H. Mason, ed. Ethics and Socratic

10)

11)

12)

Dialogue in Civil Society, Münster, 2004.
G. F. Kneller(ed.),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1971;
V. C. Morris, Existentialism in Education, New York, 1966 참조.
H. Gordon, “Dialectical Reason and Education: Sartre’s Fused Group”, Educational
Theory, 35(1), Illinois, 1985, 47~61.
V. C. Morris, Existentialism in Education, New York, 196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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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을 세대와 세대를 잊는 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그들 나름의 고유성
을 지닌 채 스스로를 형성해 가는 개별자로 본다. 실존철학적 인간론을 실
현하려는 교육은 가능한 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자신의 관심과 가치관을
스스로 탐색하고 형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치료적 철학교육의 대상은 일단 상담과 치료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지닌 학습자다. 경제적 문제나 가정환경의 문제, 교우관계 문제나 학업과
진로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폭력의 문제, 정체성 문제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이들이 상담치료적 철학교육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볼노우는 “위기의
특징은 절망과 연결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13)고 말한다. 이러한
불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참되고 성숙한 자아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도피나 좌절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실존철학은 위기
를 참된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통찰을 제공한다. 이런 실존철
학에 토대를 둔 상담치료적인 철학교육은 위기에 직면한 학습자에게 도움
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 감
지되는 불안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라진다. 이에 반해 죽음, 투쟁, 고통,
사랑, 우연성과 같은 한계상황으로 인한 근본적인 위기와 불안은 언제나 인
간존재의 저변에 깔려있다. 경제적 문제나 가정환경의 문제, 교우관계 문제
나 학업과 진로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등으로 인한 구체적
인 위기와 그로 인한 불안도 근원적으로는 죽음과 같은 한계상황에서 드러
나는 존재론적 위기와 불안에 닿아있다. 이런 이유에서 볼노우는 “위기의
특징은 절망과 연결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고 말한 것이다. 결국
위기와 불안은 나타나는 방식과 형태를 달리할 뿐 언제나 모든 인간을 감
싸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볼노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엄밀한 실존철학적인 파악에 의하면 인간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위기 안에
놓여 있고 위기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는 단지 비본래적인 현존재일 뿐이
다.14)

13)
14)

O. F. Bollnow, 실존철학과 교육학, 윤재홍 옮김, 학지사, 2008, 50.
O. F. Bollnow, 실존철학과 교육학,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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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존재론적 사실에 주목해 볼 때 사실상 모든 인간이 실존철
학에 바탕을 둔 상담치료적 철학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담치료적 철
학교사는 인간존재의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면서 특정한 위기와 불안에 처
한 학습자와 존재론적 위기와 불안을 회피하고 있는 학습자 사이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해야한다. 또한 실존철학에 바탕을 둔 상담
치료적 철학교육을 위한 교재는 교사가 수업대상 학생들의 실존적인 상황
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한다.
2. 교육과 상담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육과 상담은 서로 별개이다. 일정한 체계를 지닌
지식을 전달하게 위해 정해진 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수업 중에 학생 개인
의 문제를 다룬다면, 이것은 교육의 중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노
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담은 오히려 수업이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한 경우에 요청된다. 그 경우
에도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중에서 -주로 부정적
인 의미에서- 두드러지는 개별적인 한 학생과만 관련된다. 그리고 이 경우
에도 반드시 교사 자신이 상담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5)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치유인문학을 위한 교재’로서 ‘상담치료적 철학
수업을 위한 교재’는 교육과 상담을 결합한 형태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충
적 조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정해진 지식을 교사의 설명적 강의를 통해 학
생에게 전달하는 것이 상담치료적 철학수업의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다. 물
론 여타의 수업과 마찬가지로 상담치료적 철학수업에서도 교사는 주어진
수업시간 동안 학생을 이끌며 정해진 수업목표를 충족시켜야한다. 그러나
상담치료적 철학수업에서 교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지식전달이 아니다. 소크
라테스적인 대화법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며 교사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의
15)

O. F. Bollnow, 실존철학과 교육학,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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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목적 그리고 교사의 주요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면, 상담과 교육이
결합된 수업이 가능하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개할 수업사례를 통해서 살펴 볼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기존의 그것과는 다른
상담치료적 수업일지라도 제도권학교에서 일정한 시간에 특정 학급을 대상
으로 안정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루어질 내용과 다루는 방식
이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
구성되어야하는 것이 바로 상담치료적 철학교육을 위한 교재다.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 검증된 상담치료적 수업의 수업방식과 수업목표, 수업주제, 텍
스트와 교구 등을 체계적으로 담아낸 교재가 이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상담치료적 철학교재에는 교육과 상담을 의도적으로 결합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꼭지를 마련한다면, 교재의 상담치료적인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
다. 이런 생각에서 필자는 필자의 저서 각 꼭지 끝에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
하고 대답해 본 후 교사와 상담치료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배치하
였다.16)
3. 실존의 자율성과 개입
어디로 튈지 모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
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으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불안정하고 도드라진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과 철학적인 대화
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일은 더욱 힘겨운 싸움이다. 앞으로 소개될 수업
사례에는 자율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실존주의자로서의 필자가 그런 학생들
에게 개입한 일화를 담고 있다.17)
16)

철학교육과 상담이 수업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
해서는 ｢청소년 대상 철학교육과 상담 사례｣에서 탐구하였다. 이진오, ｢청소
년 대상 철학교육과 상담 사례｣, 철학 실천과 상담, 제4집, 한국철학상담치
료학회, 2013, 105~135. 이에 대해서는 또한 이 논문 IV장 “3. 고등학생 대상
상담치료적 철학수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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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주의는 개별자의 자율성과 고유성에 주목하며 그것을 최대한 실현시
키려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에서 교
사는 교육대상들 각자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최대한 존중해주어야 한다. 상
담치료적 철학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
는 것도 각자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교육대상자 스스로 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러한 실존철학적 교육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
들은 아직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야단치거나 충고
할 때 큰 혼란과 자괴감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나무라고 충고하며
개입하는 것은 정해진 수업성과를 위해 학생들 각자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결국 내가 지닌 실존철학적 교육이념은 자신을 그
럴 싸게 포장하는 허울에 불과할 뿐 교육현장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것은 교육자를 위해서나 교육받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것에 대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실존철학적
교육이념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볼노우는 수업 중 행해지는 명령, 주의, 충고, 호소, 벌이 수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런 개입들은 어쩔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학습자의 실존적 삶을 일깨울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노우는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즉, 어린이는 그 자신의 선한 의지가 쉽게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끊임없
이 충고를 통해서 각성시켜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성인들 역시 마음의
권태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취급해 버리려는 습관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 늘 다시금 외부로부터 충격을 필요로 한다. 인간 자신의 고유한
능력만으로는 일정하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포기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곳에서 언제나 다시금 충고와 호소를 필요로 하
게 된다.18)

실존적인 삶이란 인간이 사회적, 생물학적, 심리적 경향성에 함몰되지 않
고 자신의 고유한 존재에 주목하면서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누
17)
18)

특히 이 논문에 소개된 첫 번째 수업사례 참조.
O. F. Bollnow, 실존철학과 교육학,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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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항상 이렇게만 살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처럼 미숙한 인
간일 지라도 실존적으로 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모든 인간
은 가능적 실존(Mögliche Existenz)이기 때문이다. 실존현상학에 토대를 둔
상담치료적 철학교육은 실존현상학적 방법론으로 학습자의 관심사들을 조
명(Erhellung) 하면서 가능적 실존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만약 학습자
가 미성숙과 나태함 때문에 자신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발현하지 못할 때
교육자는 그에게 명령, 주의, 충고, 벌이라는 방식으로 개입하여 장애요인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19)
교사가 수업을 중단하고 학습자 개인 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에는 명령,
주의, 충고, 벌 이외에도 호소라는 방식이 있다. 호소는 볼노우가 야스퍼스
의 호소(Appell) 개념을 교육에 적용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호소는 학습자
내면에 이미 간직된 실존적 능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호소라는
방식의 개입은 실존철학적 교육이념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20) 왜냐하면 호소는 교육자가 정해진 교육내용을 학생에게 주입하
는 것이 아니라 학생 안에 이미 존재하는 “ ‘고등법원’에 견줄 수 있는 [···]
그의 보다 훌륭한 자아에, 그의 고결함”21)에 방향을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볼노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경우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보다 깊이 감추어져 있는 한결 훌
륭한 자아에 대하여 다시금 생동하라고 호소하는 것이다.22)

실존철학적 교육이념을 따르는 교사가 선택한 명령, 주의, 충고, 벌 등
모든 형태의 개입은 단지 학생을 지배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학생의 실
19)

엄밀히 말하자면, 수업을 방행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근거
가 없더라도 모든 수업현장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개입
에 대한 필자의 실존철학적 정당화는 그런 개입이 실존적 방향에서 선택되고
전개되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상처가 아닌 성장의 발판이 되는 데 기여하

20)
21)
22)

길
O.
O.
O.

바란다.
F. Bollnow, 실존철학과 교육학, 93~94.
F. Bollnow, 실존철학과 교육학, 94. “[···]”는 필자가 첨가.
F. Bollnow, 실존철학과 교육학,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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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적 가능성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어야한다. 이런 목적에서라면 학
생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벌마저도 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일깨우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실존현상학적 분석에서 필
수적으로 수행하는 시간구조를 수업과정에 적용해서 분석한23) 후, 볼노우
는 벌을 “강화된 방식의 호소”라고도 표현한다.
벌은 보다 강화된 방식의 호소이다. 외적인 강압을 통해서 부여될 뿐만 아
니라 자유의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에 기초해서 새로운 삶을 정초하게
되기 때문이다.24)

그런데 개입에 대한 이상과 실존철학적 조명이 개입을 어쩔 수 없는 것
이라고 합리화하는 데 그치고 말아서는 안 된다. 개입은 반드시 실존철학적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입은
실존철학이 지향하는 개인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개입을
하면서도 실존철학적인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그 이념을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더라도 교사는 완성된 실존이 아니라 실존
적 삶을 향해 노력해야하는 가능적 실존이다. 또한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사는 학생의 고유한 세계에 대해서는 결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앎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이방인이다. 서머힐(Summer Hill) 학교를 설립한 자유
주의 교육자 닐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아동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위해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우리들
은 아동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
다.25)
23)

가령 충고는 직접 미래를 지향하고 벌은 과거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면서 미래
를 지향한다. 즉, 충고는 간과했던 어떤 것을 실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벌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24)
25)

다. O. F. Bollnow, 실존철학과 교육학, 92/93/112 참조.
O. F. Bollnow, 실존철학과 교육학, 112.
A. S. Neill, 문제의 아동, 김은산/한희경 옮김, 양서원, 199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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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입장은 인
간존재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실존주의적 인식론과
일치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할 경우에는 교육자가 청소년들에게 확신을 가
지고 개입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실존주의적 철학수업의
교사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한계를 넘어서도록 부단히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그런 교사를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재와
교수지침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교재와 교수지침서는 교사들이 현장에
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경험에서
나온 도움말로 구성되어야한다.26) 이런 점을 고려할 때도 상담치료적 철학
교육을 위한 교재가 수업사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
진다.

III. 수업과 교재 평가기준
사례기반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례가 된 수업과 그 수업에서 쓰인
텍스트와 교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한다. 이렇게 만들어
진 기준을 지침으로 교재가 만들어질 때라야 비로소 사례기반 교재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는 이 교재가 지침으로 삼았던 기준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그런 기준을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초로 마련하였다. ①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철학수업과 철학교재를 평가하는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 ②
지난 6년간 지역아동센터와 서울 경수중, 서울전자고 등에서 행한 필자의
상담치료적 철학교육 교안과 교육경험 그리고 수업평가서, ③ 필자와 강순
전 교수의 공저 철학수업27) 저술 작업에 때 분석한 독일 노르드라인 베
26)

필자는 졸고 ｢청소년 대상 철학교육과 상담 사례｣(철학 실천과 상담, 2013년,
105~135쪽)에서 미리 준비한 교안에서 담지 못한 현장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27)

대처하며 실존철학적 교육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착상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철학수업, 강순전/이진오 공저, 학이시습, 2011년은 학생용 교재인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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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팔렌주의 실천철학(die praktische Philosophie) 연구모임의 자료들, ④ 볼
노오와 야스퍼스의 실존철학적 교육론과 철학함(Philsophieren)에 대한 칸트
의 견해, ⑤ 2007년 이후 필자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철학교육론’과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교육론’, ‘상담치료와 철학교육’ 등의 교과
목에서의 다루었던 모의수업과 교안 평가기준, ⑥ 필자가 ‘희망철학연구소’
에서 공동집필한 상담치료적 철학저서들28)과 그 저술 준비 작업에서 제시
된 기준들, ⑦ 천재교육출판사의 의뢰를 받아서 필자와 공동 집필자들이
2015년 말에 시작해서 2016년 8월 완료되는 고등학교 철학교과서 저술 작
업과 여기서 제시된 기준들이 그것이다. 이상의 7 가지 참고사항 중에 중요
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철학교재에 대한 기존의 연구논문들은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거나29), ‘비판적 사고’와 같이 연구자가 철학 교육의 목표로서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하나를 가지고 교재의 내용과 구성 및 서술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거나,30) 고등학교 철학교재가 담고 있는 단원별 내용과 분
량 그리고 난이도와 가능한 수업방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총평하
고 있다.31) 교재에 대한 이러한 분석과 평가 후 공통적으로 이 연구들은
철학교재가 학생들의 삶과 눈높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일방적으로 지식
을 전달하기보다는 토론과 같이 학생참여 할 수 있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검증된 다양한 평가기준이나 연구자 자신이
학생을 대면한 현장경험, 학습자나 교육이념 자체에 대한 철학적 탐색 등을

고 토론하는 철학수업과 교수학습 지침서인 철학, 윤리, 논술 교육을 위한
28)

철학수업 두 권으로 되어있다.
쓸모없어도 괜찮아, 희망철학연구소, 동녘, 2015년과 삐뚤빼뚤 생각해도 괜

29)

찮아 - 고민하는 청소년철학상담소, 희망철학연구소, 동녘, 2013.
이은주, ｢철학 교재 분석｣, 철학윤리교육연구, Vol. 10; No. 21; 한국철학윤

30)

리교육연구회, 1994, 143~156.
조성애, ｢철학 교재 분석｣, 철학윤리교육연구, Vol. 10; No. 22; 한국철학윤

31)

리교육연구회, 1994, 111~121.
김현용, ｢고등학교 철학 교재의 분석 및 평가｣, 철학윤리교육연구, Vol. 13;
No. 26, 한국철학윤리교육연구회, 1997, 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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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이들 연구와 달리 정의권의 ｢참여와 협동 중심의 철
학 수업 - 우신고 사례를 중심으로｣32)는 교사, 학생, 교재라는 교육의 세
주체와 관련해서 참여중심의 철학 교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연구
는 저자 자신이 직접 이끈 철학 수업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수업성과
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연구는 철학수업과
교재를 구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검증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조성애의 ｢고교 철학교재의 비판적 분석과 개선 방향 제시｣33)는 이전
연구들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이다. 저자는 40쪽 분량의 이 연구에서 고교 철
학교과서 2종34)을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집필원칙’, ‘교재
분석 기준’, 이 기준에 따른 ‘교재 분석’과 ‘설문지 분석’의 과정을 거쳐 평
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재 분석’ 작업에서 교재의 주제별 내용이나 분량뿐
만 아니라 교재의 ‘흥미성’을 측정하기 위해 “일상의 관심분야를 내용으로
하는가.”(112쪽)라는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철학교재를 평가하는 할 때 필요한 좀 더 다양한 기준
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 연구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동양철학
과 서양철학의 구성비율과 시대별구성비율을 분석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철학함’이라는 철학교과서의 본질을 평가하는 일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는 대상이 된 2종의 고교 철학교과서가 담고 있는 철학사상을 철
학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그것의 서술방식이나 사진과 같은 자료와의 관계
를 논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설문조사에 대한보고는 있지만 필자 자신이나
대상 교과서의 저자들의 수업경험에 대한 보고가 없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이 연구는 상담치료적인 철학교재를 만들 때 의미 있는 도움을 주지 못하
32)

정의권, ｢참여와 협동 중심의 철학 수업 - 우신고 사례를 중심으로｣, 철학윤

33)

리교육연구, Vol. 24, No. 40, 2008, 175~179.
조성애, ｢고교 철학교재의 비판적 분석과 개선 방향 제시｣, 철학윤리교육

34)

연구, 1997, Vol. 13; No. 26; 102~143.
고등학교 철학, 신인철 外, 대한교과서주시회사, 1996)과 고등학교 철학,
정해창/곽신환, 대한교과서주시회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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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필자는 앞에서 7개 항목으로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필자가 마련한 상
담치료적인 철학수업과 교재를 평가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철학수업 평가기준
평가기준
이해력
(L-U)

적합성
(L-F)

평가내용

교사는 발표 주제를 잘 이해 교사는 수업의 철학적인 주제
하고 있는가?

목적에 적합한 교수법과 교 교재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
구가 선택되었나?
교안은 다른 교사도 사용 할

(L-S)

수도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L-T)

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한

다.
주제와 교재, 교육대상, 교육 교육의 3요소인 교사, 학생,

표준성

전달력

평가근거
철학은 깊이 있는 학문이다.

결되어 있어야한다.
특정한 수업목표가 모든 교실
에서 일정하게 성취될 수 있
어야한다.
교육은 문서가 아니라 행위에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하였 의해서 완성되므로 교사의 언
는가?

행은 높은 전달력을 지녀야한
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학습대상

흥미성
(L-I)

학습자가 수업내용에 집중했 자의 관심과 개방적인 태도를
는가?

유도하지 못하면 교육효과를
성취하지 못한다.
상담치료적 철학교육의 목표

적용력
(L-A)

상담력
(L-C)

수업내용과 학습자의 관심을 는 학습자의 문제를 철학을
잘 연결시키고 있는가?

수업이 학습자의 성장과 치
유에 도움이 되었는가?

통해 성찰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상담치료적 철학교육의 최종
목표는 학습자의 성장과 치유
를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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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스(Matthews, G. B.)는 성인 철학과 청소년 철학이 진리에 도달하는
철학함(doing philosophy)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
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인과 청소년은 인지능력과 지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철학함의 구체적인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매튜
스는 성인 철학을 청소년 철학을 평가하고 기준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35) 청소년 철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성인 철학의 평가
기준과는 별도로 청소년들의 특징을 반영하여 마련되어야하는 것이다. 위에
정리한 철학수업 평가기준과 이하에서 소개할 교재 평가기준은 이러한 점
을 고려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철학수업과 교
재를 평가할 때는 교사와 수업, 교재의 ‘개방성’과 학생들 특유의 언행을
해석하여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비전 제시능력’ 등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삼기에는 객관성 등 보완해야할
점들이 많다.
(2) 교재 평가기준
평가기준
전문성
(T-E)

평가내용

평가근거
철학은 깊이 있고 난해한 학

저자는 철학을 전공하고 문이다. 대중들의 흥미만 충족
교육했는가?

시키고 깊이와 바른 이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상담치료적 철학교육은 다른

철학다움
(T-IP)

적합성
(T-F)

35)

학습자 스스로 철학하게
이끄는가?

어떤 수단이 아니라 바로 철
학자들의 통찰을 길잡이로 학
습자 스스로 철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재에서 다루어진 주제와 전문성과 철학다움을 유지하
자료, 전달방식은 교육대 더라도 주제와 자료, 전달방식
상과 교육목적에 적합한 이 교육대상과 교육목적에 맞

G. B. Matthews, The Philosophy of Childhood, Cambridge, 1994, 6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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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계성
(T-S)

지 않으면 상담치료적인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상담치료적인 철학교재라고 해

교재에는 수업목적을 성취 서 특정한 문제만을 다루는 데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주 그치면, 학습자의 철학적 사유
제를 담고 있는가?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기 힘들
다.
독자들이 철학을 낯설고 재미

훙미성
(T-I)

난이도
(T-DD)

깊이(T-D)

현장성
(T-P)

상담력
(T-C)

교재는 독자의 자발적 관 없는 것으로 여기는 한, 그들
심을 불러일으키는가?

교재는 주제와 학습단계에
따라 적절한 난이도로 구
성되어 있는가?

을 상담과 치유에까지 이끌
수 없다.
교재는 가독성과 흥미성을 고
려해서 되도록 쉽게 서술되어
야 하지만, 새로운 관점에 도
달할 지적 도발도 담아야한다.
독자의 흥미를 끌더라도 깊이

교재는 주제를 깊이 있게 있는 사유에 도달하지 않으면
다루고 있는가?

교재는 지금 이 시대 학습
자의 상황과 문제를 반영
하고 있는가?
교재는 학습자가 성장하고
치유되는 데 도움을 주는
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기 힘들
다.
학습자의 문제를 철학을 통해
성찰하고 다룰 수 있으려면,
학습자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인간관계를 알아야한다.
교재를 활용한 교육이 지식을
확장하는 데만 그치거나 문제
를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상담치료적인 철학수업 평가 기준과 교재 평가기준이 많은 부분 겹치는
것은 수업사례를 기반으로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교재가 상담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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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상담
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실제 수업에서 마련된 것을 중심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IV. 상담치료적 철학수업 사례
1. 초등학생 대상 상담치료적 철학수업

이하에서 필자가 보고하는 사례는 심각한 학습장애아에 대한 것이다. 아
동정신병리학에 따르면 “5명의 아동가운데 1명은 읽기장애의 영향을 받는
다.”36)고 한다. 이렇게 흔하게 발견되는데도 읽기장애와 같은 학습장애는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논란이 많은 아동기 장애이며, 이에 대한 진단과 치
료법, 교육정책 등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37) 이것은 미국의 상황이지
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가 맞는 것이라면, 학
습장애를 보이는 아동에 대해서 확정적인 진단과 대처가 아니라 다양한 접
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입학직후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니던 A는 인지능력에 특별
한 이상은 없었지만 6학년인데도 글을 제대로 읽고 쓸 줄 몰랐다. 미술치료
사는 A를 매우 심한 반사회적 성격이라고 진단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실존현상학적 철학교육을 통해 개선해보려고 했다. 1년 동안 A를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실존현상학적 개념과 시선으로 분석하였고38), 이를
토대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상담치료적 철학교육을 구성하고 실천하였다. 필

36)

E. J. Mash/R. A. Barkley, 아동정신병리, 이현진 외 옮김, 시그마프레스,

37)

2001, 335.
E. J. Mash/R. A. Barkley, 아동정신병리, 303.
철학상담치료에 적용된 실존현상학적 개념들과 시선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고

38)

｢실존현상학적 상담치료 그 이론과 실제｣, 인문학 연구, Vol. 21; 경희대학
교 인문학연구원, 2012, 83~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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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활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 필자는 아이들의 언행과
과제물 등을 참조해 평가했다. 이 교육을 위탁한 기관에서는 별도의 평가표
를 만들어 아이들의 변화를 계측했다.
필자가 A를 처음 만난 것은 철학수업이 열리고 몇 주가 지나서다. A는
수업이 시작됐을 때부터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는 아
이였다. A는 집에서건 센터나 학교에서건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아
이와 같았다. 참관하며 수업을 기록하는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은 A가 철학
수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 했다. 그러다 마침내 A가 멋쩍게
웃으며 공부방에 들어섰다. 수업이 시작되자 다른 아이들과 함께 탁자 앞에
어정쩡하게 앉아 있던 A는 떠들지는 앉았지만 전혀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
다. 철학노트를 받자 매우 조약하고 거친 그림을 종이에 구멍이 날정도로
그어대며 시간을 때웠다. 그러다 대뜸 필자를 보고는 “철학은 왜 배워요?
철학공부 필요 없어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나무와 나’라는 제목의 수업에서 필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 개념
을 식물의 씨앗에 비유해주었다. 그런 다음 필자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적어보라고 했다. 쓰
기작업이 끝나고 순번대로 발표를 할 시간이 되자 A가 발표를 한다고 했
다. 이때 아이들은 야유를 보냈다. 나는 그런 아이들을 제지하며 A가 발표
를 할 수 있도록 했다. A는 공부방 좁은 어항에 웅크려 있는 작은 남생이
를 가리키며 “남생이 턱밑에 난 수염을 건드리면 왜 안 되죠?”라고 물었다.
“남생이는 작고 연약해.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굉장히 무서워해서 그런 것
일 거야”. 필자의 설명에 A는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쉬는 시간에는 “철학
이 뭐예요? 자신의 생각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A는 읽는 게 매우 서툴렀다. 그가 쓴 글씨와 문장은 알아보고 이해하기
가 힘들었다. “6학년인데 글씨를 읽고 쓸 줄 몰라요. 그러나 오랫동안 관찰
해 보니 인지능력과 판단력에는 이상이 없어 보여요” 센터 선생님들의 이
런 판단처럼 A에게서 최소한 보통은 되는 이해력과 기억력, 판단력을 필자
도 확인했다. ‘감각과 인식’이라는 제목의 수업에서는 헬렌 켈러의 일대기
를 그린 영화 “Black”을 아이들과 함께 감상하였다. 출연자들은 수업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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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아이들 대부분이 모르는 영어로 말한다. 영화감상 후에 필자가 ”영화
에 나온 단어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질문했다. 그러
자 A가 가장 많은 영어 단어를 말했다. 함께 있던 아이들과 참관하던 선생
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A는 마치 어린 거북이처럼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움츠린 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은 아닌지, 남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일인 읽고 쓰기에서도 두
려움을 갖게 된 것은 아닌지 필자는 생각했다. A는 껍질 속에 움츠렸으나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여느 아이들 못지않게 밖으로 뻗으려는 현
존재(Dasein 트인존재)다. A의 개시성(Erschloßenheit)39)과 그 속에 담긴 말
(Rede)이 활자(Schrift)와 같은 명시적인 상태로 나타날 수 있게 이끌어보기
로 결심했다.
필자는 일단 글씨쓰기보다는 그림이나 기타 시각적인 방법 그리고 산책
과 같은 현장체험을 통해서 A와 소통할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필자는 A와
아이들을 데리고 산과 냇가를 찾아 세 차례 현장체험 수업을 하였다. 물과
흙을 만지며 그 느낌과 생각을 말해보게 했다. 책이나 필기구를 지참하지
않는 이런 현장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활자(Schrift)에 의해 정리되고 규
정되기 이전의 환경세계(Umwelt)를 만날 수 있다. 이 만남 속에서 아이들은
해방감을 느끼고, ‘들판처럼 트인 존재’ 자신의 가능성을 꿈꿀 수도 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 파이스트(J. Feist, & G. Feist)는 자연으로부터의 분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미 있는 상호관계의 상실,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소외
가 현대사회의 정신적 질병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40) 필자는 A가
현장체험을 통해 자연과 만나고 그 속에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는 체험할
수 있도록 질문을 이끌었다. 이 현장수업을 기점으로 A는 아동센터 아이들
과의 관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변했다. 철학수업시간에는 “선생님 글씨로
39)

하이데거 현존재분석론의 핵심개념인 ‘개시성’(Erschloßenheit)은 기분Stimmung),
이해(Verstehen), 말(Rede)로 이루어져있다. 인간인 현존재(Dasein) 자체가 이러
한 개시성으로 존재한다. 즉, 모든 인간은 세계와 자기 자신이 들어나는 ‘트여-

40)

있음’(Da-sein)으로 존재한다. M. Heidegger, Sein und Zeit, Tübingen, 1927,
130~165 참조.
J. Feist/G. Feist, Theory of Personnality, Boston, 2006, 344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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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았지만 말로 발표할레요”라고 말하면서 A는 자신의 순번이 돌아오
지 않았는데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A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무시와 폭력에 전
혀 반항하지 않고 그 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 수업을 같이 듣던 3, 4,
5학년 아동들은 물론이고 쉬는 시간에 공부방에 들어온 다른 저학년 학생
들까지도 A에게 반말로 뭘 지시하거나 툭툭 건드리며 무시했다. 아이들은
이런 A를 마음 놓고 괴롭혔다. 나는 그런 아이들을 단호하게 제지하며 A가
받아줄 때까지 진정으로 사과할 것을 명령했다. 자신의 좁은 껍질 말고도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일까? 그 후로 A
는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을 보면 내가 했던 표현 등을 사용하며 점잖게
타일렀다. ‘모든 표현에는 이유가 있다!’ A의 그런 태도 역시 하나의 표현
이며, 그런 표현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점을 필자는 여러 차례 강조
하고, 아이들이 쓰는 말이나 행동 등을 사례로 삼아 이유를 찾는 훈련을 반
복하였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내가 말을 꺼내지 않아도 ‘모든 표현에
는 이유가 있다’면서 서로의 언행에 대해 그 근거를 찾아보고 해석해 보았
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 타인의 고유한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다른 이의 세계로 열리면서 아이들은 물방울이 다른 물방울과 만나
듯 조금씩 조끔씩 자신의 세계를 넓혀나갔다. 무엇보다도 A도 자신의 흔적
들이 그 나름의 근거를 지닌 표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남들과 소통이
잘 안되고 또래들에 비해 작고 투박한 세계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
에도 A라 불리는 한 현존재(Dasein)의 세계가 개현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세계 역시 그 존재 이유와 그 이유를 떠받치는 의미에 의해
제 나름의 질서를 지닌 하나의 세계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다원적 논증대
화’41)를 통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었다. “A는 S를 X 때문
41)

일반적 논증이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칭 <다원적 논증대화>
는 인간 각자가 자신이 내세운 세계(주장)의 주인으로서 그 세계를 꾸민 나름
의 이유(논거)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를 드러내 보이게 한다. 이러
한 대화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실(Fakt)이 드러날 수도 있고, 각자
가 서있는 지금 여기에서 형성된 인간적인 사실성(Faktizität 현존재의 사실성)
이 드러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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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P라고 생각한 것 같구나. 맞니?”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도 있
었지만 대개는 다른 아이들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투박하고
엉뚱하지만 A도 자신들처럼 생각과 그 생각의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을 확인했다. 작고 볼품없지만 자신만의 집을 지닌 집주인으로 인정하기 시
작한 것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교복을 입은 A는 쉬는 시간에 내 곁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어느 고등학교 가야할지
걱정이에요.”라고 말했다. “공부를 안 하고 만들기만 잘해도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도 있다는데 선생님 아세요?” 겨우 얼마 전 중학교 1학년이
된 A가 고등학교 생활을 걱정(Sorge 존재챙김)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실에
눈감던 아이의 시선이 이제는 먼 미래까지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시간의식
이 확장된 만큼 그의 현존재(Dasein)는 트여 있다(Da-sein)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A를 처음 만났을 때 필자는 아이의 상태가 학습에서나 행동에서 매
우 심각하다는 센터 선생님들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필자는 가능한 한 아
이에 대한 선입견(Vorurteil)을 멀리하고, ‘나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A를 보
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미술치료사의 진단을 포함해서 A에 대한
타인의 언급은 뒤로 하고, A가 나와 만나면서 보인 언행에 따라서 판단하
려고 했다. A에 대한 필자의 이런 접근법은 A가 지닌 가능성과 긍정성을
끌어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이다. 철학수업 초기에 A는 다른 아이
들이 필기를 할 때 A는 종이를 연필로 찢으며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그림
을 그렸다. 이 당시 A는 어지럽고 거친 선으로 칼과 총으로 사람을 해치는
그림도 많이 그렸다. 철학수업을 한 후 8개월 후 A는 그림도 글씨도 반듯
해졌다. 읽기능력도 상당히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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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수업 초기

철학수업8개월 후

위와 비슷한 철학수업을 필자는 ‘희망철학연구소’ 소속 박사급 철학연구
자 10명과 함께 2011년 봄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주 2시간씩 지역아동센
타를 방문해서 실시하였다. 이 수업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철학
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통해 세상과 자신을 새롭게 보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교수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공유하고 실
현하기 위해 교육 첫해와 두 번째 해에 거의 매주 토요일 만나 교수법과
주제, 텍스트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에 할 수업에 대해서는 검
증하고 공유할 목적에서 직접 모의수업을 해보았으며, 진행한 수업에 대한
수업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했다. 교수자들의 이러한 헌신적
인 노력은 아이들의 변화로 나타났고, 매년 연말 이러한 사례들은 특정한
양식에 담아 보고됐다.42) 이렇게 축적된 경험과 자료들은 뒤에 소개할 두
권의 청소년 대상 상담치료적 철학교육 대중서에 반영되었다.
위 수업사례를 앞에서 마련한 철학수업 평가기준으로 잠정적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42)

이 사례보고서에 대해서도 철학상담치료학의 관점에서 따로 연구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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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이해력
(L-U)

잠정적 평가

남은 과제
철학을 박사학위까지 전공하

교사는 발표 주제를 잘 이해 지는 않았더라도 높은 이해
하고 있는가? 그렇다

력에 도달할 수 있는 양성과
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교사와 교재가

적합성
(L-F)

주제와 교재, 교육대상, 교육

있더라도

집중하지

못하고

목적에 적합한 교수법과 교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
구가 선택되었나? 그렇다

들이 있다. 이들을 어떻게 이
끌지 계속 고민해야한다.
교수자 회의를 통해서 교안

표준성
(L-S)

전달력
(L-T)

교안은 다른 교사도 사용 할 과

교수법을

공유하더라도

수도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전공과 경험의 차이로 제대

그렇다

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하였
는가? 대체로 그렇다

생한다.
아이들의

집중력과

교사의

지식과 경험이 전달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철학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는 개인과 시간에 따라
흥미성
(L-I)

학습자가 수업내용에 집중했
는가? 대체로 그렇다

큰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생
들이 공인된 점수가 부여되
지 않는 수업에도 꾸준히 집
중할 수 있게 더욱 연구해야

적용력
(L-A)
상담력

수업내용과 학습자의 관심을
잘 연결시키고 있는가? 대체
로 그렇다
수업이 학습자의 성장과 치

한다.
교수자와 아이들 사이의 경
험과 환경의 차이는 아이들
개인을 이해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철학수업에 집중하거나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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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거나 아이들은 수업내
(L-C)

유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렇
다

용과 교수자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서서히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평가할 안목이 요구된다.

2. 중학생 대상 상담치료적 철학수업43)
‘람보르기니 자동차, 연예인 수지,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 인체해부도…’
필자는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각기 다른 20여장의 이미지를 띄웠다. 학생 30
여명이 집중했다. “자, 이번에는 이 이미지들을 보면서 돈으로 살 수 있지
만 사서는 안 되는 것은 뭐고, 그 이유는 뭔지 이야기해볼까?” 필자가 ‘눈
물 흘리는 사람의 눈’ 이미지를 가리키며 “이건 뭐지?”라고 묻자 여기저기
서 대답이 나왔다. “아이라이너!” “쌍꺼풀.” “감정?” “그래. ‘감정’을 표현한
거야. 여러분 ‘감정노동자’라고 알아요? 그분들에게 돈을 주는 사장님이 판
매원의 감정을 살 수 있을까? 자, 돈으로 사선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무기!” “폭탄이오.” “인체!” “인체? 좋아! 장기기증을 할 때 ‘기증’을 하지
돈을 받진 않잖아요. 왜 그렇게 소중한 걸 내줬는데 돈을 안 줄까?” 필자의
질문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다. “음…그러니까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면 사람도 물건처럼 되니까요.” “그렇지. 박수 한 번 쳐주자.” 필자가 수
업을 한 서울 성동구 경수중 2학년 6반 교실. 5교시 ‘치유와 성숙을 위한
중학생 대상 철학수업’(이하 ‘철학수업’)의 풍경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말하
고, 학생은 받아 적기만 하는 식의 일반적 수업은 아니었다. 필자는 수업
내내 학생들에게 생각을 묻기 바빴다. “10억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어?”
“도박? 왜 그렇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대답을 이어갔다. ‘10억이 생긴다
43)

이 수업보고는 한겨레신문 김청연 기자가 필자의 수업을 참관하고, 인터뷰한
후 작성한 내용을 필자가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하
시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32666.html(기사등록: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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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란 상상 속 질문으로 시작한 수업은 ‘돈으로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쳐 철학자 칸트의 정언명령44)을 만나는 식으로 마무리됐
다. 일상의 소재가 사회적 맥락과 만나고, 그 맥락은 철학적 개념이 됐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중학생들이었다. 중학교 수업을 하고 경희대로 돌아
와 대학생 수업을 하는 날은 마치 돈을 받고 천국을 여행하러 온 기분이었
다. 중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주제와 수업방식이 해결책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친구는 왜 필요한가?” 등 철학수업 주제는 누구나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일상의 질문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필자는 ‘철학적 지
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돕자’
는 원칙 아래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이 원칙을 포함해 철학수업에는 공통된
원칙이 네 가지 있다. 필자는 ‘흥미롭게 수업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 써보
기, 인터뷰하기 등 학생들이 호기심을 기울일 만한 다양한 활동을 접목시켰
다. 흥미로움이 생기면 생각하는 활동에 활력이 생기고, 낯선 문제에도 호
기심을 품게 된다는 뜻에서다. ‘어른들이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들
이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 관심사를 다룬다’는 원칙도 있다. 보통의 수업들
이 아이들 일상과는 먼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기 쉽지만 철학수업은 돈, 친
구, 꿈, 사랑, 외모, 폭력, 따돌림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했을 법한, 관
심을 기울일 법한 사례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점이 기존 윤리교육과 이 철
학수업의 근본적인 차이다. 아이들이 경험했을 법한 일화들을 넣어 사회적
맥락을 더하고, 이 사회적 맥락을 이념이나 철학적 방향성과 연결시켰다.
마지막 원칙은 ‘사전 지식 없이도 누구나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위에 얘기한 세 가지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마
련한 원칙이다. 보통 교실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자기표현을 한
다. 그런데 철학수업에서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생들은 “철학 수업을 들으면 생각을 깊게 해보게 된다”(B군), “평소 생
44)

인간은 자신의 목적으로서 존재하며 임의로 사용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만 다루지 마라. 인간을 동시에 언제나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
동하라. I. Kant, Grundlegegund zur Metaphysil der Sitten, Unverüanderte
Nachdruck der 5. Aufl., Hamburg, 19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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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없이 넘겼던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하게 된다”(C양),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많아 좋다”(D군) 등의 소감을 털어놨다. 흔히 우리나라 교실
안에서는 학습능력에 따라 일종의 경계가 생기는데 흔히 말하는 처진 아이
들, 경계성 아이들도 수업시간에 자기 생각을 많이 말하며 자신감을 보여준
다. 철학수업에서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동료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싸주는 모습을 보인다. 같은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
사이를 가로 막고 있는 보이지 않은 벽을 철학이 허물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의 철학교육 팀장으로서 7명의 박사급 교수
자들과 함께 서울 경수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2012년 2
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취약지역 중학생들의 성
장과 치유를 위한 철학수업’을 실시하였다. 위 내용은 이 수업의 교수법과
텍스트, 교육자료, 학생반응 등을 담은 신문인터뷰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 가시를 위해 필자는 1달 전부터 교육담당기자와 함께 경수중학교 철학
수업에 대해서 정리하고 평가했다. 이러한 작업은 필자의 상담치료적 철학
교육 활동을 어느 정도 체계화시킬 계기를 주었고, 이후 철학교과서 집필
작업의 방향을 정해주었다.45)
3. 고등학생 대상 상담치료적 철학수업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46) 피투된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과 기투능력에 주목하고,
기투된 미래를 기준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며 현재를 주체적으로 살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존철학적 교육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희망

45)

중학생 대상 수업사례에 대한 평가는 이 논문 “나가는 말” 후반부의 내용을

46)

참조.
T. R. Kitty, Philosophy of hope: concepts and applications for working with
marginalized youth,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3, No. 1, Sydney, 2010,
35~46 중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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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하는 데 적합한 교육사상이다.
다음에 소개할 수업사례는 김포의 한 연수원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을 대상
으로 필자가 진행한 상담치료적 철학수업에 대한 것이다.47) 실존철학적 교
육관에서 구상한 이 수업에서 필자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총
9시간 상담치료적 철학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수업 전인 2011년에 필자는
경희대비폭력연구소 철학교육 팀장으로서 6명의 박사급 교수자들과 함께
서울전자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치유와 성장을 위
한 철학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서의 경험과 수업내용 등이 소년소녀가장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구상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 필자는 주최 측의 행사취지를
살려주면서도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철학수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상담
의 효과를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업지침을 세웠다. ① 학생들 각자가 자
기 삶의 실존적 주체임을 생각하게 한다, ②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행복한 삶에 대해 선입관 없이, 근본적이고 전체적
인 안목에서 탐색해보게 한다. ③ 교수자가 특정한 가치나 이념을 주입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서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 ④ 학생들 입장을
이해하여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거나 희망을 말하
면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합리적 근거들을 함께 탐색하여 이성적으로
지지해준다. 이런 작업은 철학수업이 상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게 한다. ⑤ 수업이 끝날 때는 ‘10년 후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 이런 나
를 이끌 좌우명 정하기’와 같은 정리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미래를 중심
으로 한 시간의식 속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기획투사하게 한다.48)
47)

이 수업에 대해 필자는 이미 ‘사례보고서’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 논문
에 소개하는 내용은 이 사례보고서를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의 졸고 ｢청소년

48)

대상 철학교육과 상담 사례｣, 철학 실천과 상담, 제4집, 한국철학상담학회,
2013, 105~135.
이것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시간의식이다. 필자는 그밖에도 수
업구상과 활동내용, 수업에 쓰일 교구들을 정하는 데에 하이데거의 ‘세계’,
‘세계-내-존재’, ‘시간성’, ‘기획투사’, ‘존재가능’(Seinkönnen) 등의 개념을 참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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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강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존
재를 새로운 눈으로 살펴보게 하는 것이다. 제 2강은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
는 세계와 자기 자신을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게 꾸몄다. 세계와 자기 자신
을 거리를 두고 이해할 경우 앞으로는 삶을 보다 능동적으로 이끌며 살 수
있다 점을 이해할 수 있게 꾸몄다. 제 3강은 학생들이 과거와 현재를 지배
하는 어려운 환경에만 함몰되지 않고 시선을 미래로 돌려서 구체적으로 삶
의 설계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교안 세 부분의 중반부 이후
는 철학수업이 자연스럽게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즉, 세계와 자
기 자신, 꿈과 미래, 시간과 변화 등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유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다양한 교구를 통해 표현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게 구성했
다. 실제 수업도 교안대로 이루어 진행되었다. 필자는 수업에서 학생들과
주고받은 상담철학적인 대화와 활동 그리고 이에 대한 현장메모와 수업평
가를 덧붙여 보고서를 남겼다.49) 이러한 작업은 이후 필자가 상담치료적
목적에서 철학책을 저술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필자는 이상에서 소개한 3가지 수업사례가 청소년 대상 상담치료적인 철
학수업의 가능성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 만약 이
사례들을 통해서 상담치료적 철학수업의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이런 교육을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교
육의 내용과 방식을 교과서 형식으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기에 소개된 상담치료적 철학교육 사례들은 교과서 집필 작업의
가능성과 작업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
가할 수 있다.50)
이하에 소개할 교재들은 지금까지 소개된 것과 비슷하게 실존현상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구성된 상담치료적인 철학수업들에서 쓰였던 텍스트와 선
택된 주제와 교수법, 교구, 수업경험, 수업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
49)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졸고 ｢청소년 대상 철학교육과 상담 사례｣, 105~135)를

50)

참조.
고등학생 대상 수업사례에 대한 평가는 필자의 졸고 ｢청소년 대상 철학교육
과 상담 사례｣, 105~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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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교재 집필에 반영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지면관계 상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수업사례에서 다뤄진 주제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교재를 언급
할 때 각주로 소개하였다.

V. 상담치료적 철학교육 사례기반 교재
개별성과 다양성,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교육에서는 다양한
텍스트와 교구를 사용한다. 실존주의적 철학교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전
통적인 의미에서 철학적 고전 텍스트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종교, 심리학
분야의 생산물들을 사용한다. 제이스(R. S. Zais)는 이런 맥락에서 자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의식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그림, 음악 문학, 시, 무용,
드라마 등도 실존주의적 교육과정에서 중심적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
한다.51) 이하에 소개된 모든 교재에는 전통적인 철학교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텍스트를 사용하고 다양한 교구나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게 꾸며졌
다. 그러나 다양한 택스트나 교구, 교수법은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철학적
인 문제를 철학자들의 통찰이 담긴 개념과 사고방식으로 살펴보는 일에 도
움을 주는 수단으로만 사용하였다. 이러한 한계설정은 상담치료적 철학수업
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지켜졌다. 철학과 여타분야에 대한 이러한 경
계설정은 결국 다양한 요소를 포괄했음에도 철학의 정체성을 보증해주는
것이다.
1. 청소년들을 위한 대중서
삐뚤빼뚤 생각해도 괜찮아 -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철학상담소52)
51)
52)

R. S. Zais, Curriculum: Principles and Foundations, New York, 1976, 154.
희망철학연구소, 삐뚤빼뚤 생각해도 괜찮아 - 고민하는 청소년철학상담소,
동녘, 2013. 이 책에서 다룬 주제와 저자는 다음과 같다. 꿈 | 소중한 가치를
향한 한 걸음 (심상우), 존재 |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진오), 언어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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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자가 활동했던 ‘희망철학연구소’(소장 박남희) 박사급연구원들이 3년
에서 2년 동안 방학을 제외하고 매주 1차례 2시간씩 지역아동센터의 초등
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상담치료적인 철학교육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필
자를 포함한 13명 철학박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룬 주제와 텍스트 그
리고 수업보고서53)가 이 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가끔 출판
사 편집부 철학서적 담당 편집부 직원도 동참한 가운데 여러 차례의 집필
회의도 하고 수정작업도 했다. 이때 강조된 집필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지
식전달이 아니라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철학수업의 교재로 쓸 수 있는
책, ② 철학사상이 단편적으로 소개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고민하
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살펴보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책, ③ 철학적 사유
를 통해서 자신과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치유와 성장을 돕
는 책, ④ 중학생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책. 이 논문을 통
해서 비로소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리해 본 이 집필원칙들 중 네 번째 것을
실제 집필 작업에 반영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필자들은 이 문제 때문에 수
차례 회의하고 개별적으로 수정과 윤문 작업을 해야만 했다.
그 뒤에 집필한 쓸모없어도 괜찮아54)는 삐뚤빼뚤 생각해도 괜찮아 람, 사물 그리고 말의 관계 (서동은), 공부 | 세상에 대한 생각 모음 (정현철),
중독 | 자꾸만 하고 싶은 그것 (박남희), 가족 | 누가 내 가족일까? (박승현),
차별 | 다름을 배우고, 공감하기 (이연도), 국가 | 국가 사용법 (정대성), 경제 |
돈이란 무엇인가? (이동용), 폭력 | 사회가 병들면 생기는 것 (이종철), 인권 |

53)

54)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 (한상연), 환경 | 지구에서 더불어 사는 법 (홍경자), 종
교 |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 (박일준).
필자를 포함해 모든 선생님들은 매주 수업할 때마다 수업주제와 교수법, 교구
는 물론이고 수업 중 아이들과 소통한 이야기와 아이들의 변화를 기록한 일
정한 양식의 수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희망철학연구소, 쓸모없어도 괜찮아, 동녘, 2015, 이 책에 담긴 철학동화의
주제와 제목, 작가는 다음과 같다. 더불어 사는 삶 | 두루 미와 올빼미(박남
희), 차이 |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요(박승현),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 낙
우송 이야기(이연도), 가치판단 | 그림 그리기는 왜 재미없을까?(서동은), 차이
와 차별 | 해바라기와 채송화(박남희), 꿈 | 너희는 붕새니, 메추라기니?(이진
오), 친구의 의미 | 주원이의 하루(박일준), 배려| 담장 높이만큼(이연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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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는 청소년철학상담소와 유사한 원칙에 의해 집필됐다. 그러나 삐
뚤빼뚤 생각해도 괜찮아-고민하는 청소년철학상담소이 아이들이 생각해야
할 주제를 철학사상가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쓸모없어도
괜찮아는 철학자들의 에피소드나 명언 등을 중심으로 각색한 창작철학동
화 형식을 취했다. 이런 점에서 쓸모없어도 괜찮아는 흥미성을 높이고,
독자의 연령층은 낮췄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저서는 특정한 교육경험과 저술목적을 공유하는 박사급철학연구자
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매주 직접 찾아가 수업한 내용
을 토대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비판하고 조언하면서 이루어진 작업의 결
과물이다. 따라서 이 두 저서는 현장성과 실천력(상담력)이 어느 정도 객관
적으로 담보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청소년 치유인문학을 위한 필자의 이런 집필 경험과 철학상담치료수련감
독으로서 필자의 상담과 슈퍼비전의 경험도 다음에 소개할 고등학교 철학
교재의 집필에 큰 영향을 주었다.
2. 고등학교 철학교과서

기존 대다수 고등학교 철학교과서들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양
과 서양의 중요한 철학적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집필의 경향 때문에 연구자들도 교과서를 평가할 때 동서양 철학자들
의 비율이나 세부전공 반영비율과 같은 문제에 주목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이 논문 III장에서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서 철학
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끌기 보다는 동서철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철학자나 주제에 대한 지식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교재는 철학을 전
공하려는 학습자에게는 매우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학습자

| 진짜 반지의 주인은 누구?(서동은), 사랑과 꿈 | 달별이와 하늘 엄마(한상연),
새로운 경험 | 새끼 물고기(이동용), 참된 자아 | 추남 곱추 애태타의 비밀(이
진오), 모험과 다양성 | 샘물의 여행(이동용), 자의식 | 나답게의 거울(심상우),
우정과 진실함 | 파랑새(한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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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고, 학습자가 자신의 관심사를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학습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철학공부는 무엇일
까? 칸트는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철학적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혜라고 주장한다.55) 세상에 대한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학습자를 둘러싸
고 있는 세상과 학습자의 관심사를 철학적으로 고민한 후 현명하게 사는
방법을 배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철학교과서는 체계화된 철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학습자의 관심과 고민을 철학적으로 사유
하여 학습자 스스로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철학전공자가 아닌 고등학생들을 위한 철학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
와 달리 학생들의 관심과 고민을 철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상담
치료적인 철학 교과서여야 하는 것이다. 강순전은 독일 노르드라인베스트팔
렌주에서 김나지움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실천철학(Praktische Philosophie)을
비른바허(D. Birnbacher와 헨케(R. Henke)의 선행연구56)를 참조하여 연구한
후, 철학이 학습자가 살아가는 세상과 고민을 포괄해 다루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57) 그 방법의 핵심은 수업에서 다룰 내용을 사
55)

칸트의 표현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필자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철학적 지식”
이라 표현한 것은 “강단적 개념”(Schulbegriff)의 철학이고, “세상에 대한 지혜”
라 표현한 것은 “세계개념”(Weltbegriff)의 철학이다. “세계개념”(Weltbegriff)의
철학은 전통적으로 “지혜에 대한 가르침”(Weisheitslehre)이라 불렸던 것이다.

56)

칸트는 “세상에 대한 지혜”는 최고선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상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2판 866단락(B 866) 참조.
D. Birnbacher, “Philosophieren als Praxis: Eine Einschätzungdes Schulversuchs
Praktische Philosophie aus fachphilosophischer Sicht”, Praktische Philosophie in
Nordrhein-Westfalen. Erfahrungen mit einem neuen Schulfach. Abschlussbericht der
Wissenschaftlichen Begleitung, hrsg. Ministerium für Schule, Jugend und Kinder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02; R. Henke, “Das Streitgespräch”,
Perspektiven der Praktischen Philosophie, Methoden und Medien, Hrsg. R. Henke,

57)

Handreichung für die Zertifikatkurse Praktische Philosophie in der
Bezirksregierung, 2006.
강순전, ｢실천철학: 철학, 윤리, 논술 교육을 위한 학습자 중심 철학교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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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 철학적 차원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
다.58) 이런 방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 학생이 외모 때문에 고민한다면, 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그 사회적 배경과 그것에 대한 철학자들의 통찰을
연결해서 다룬다.
그런데 철학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철학 자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함(Philsophieren)을 배울 수 있다.59) 철학함을 배우는 목표는 지
식의 형태로 정리된 권위자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
다. 철학함을 배우는 목표는 스스로 그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자기
나름의 주장이나 입장을 세우며 삶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
에서 철학함이란 삶을 위한 “지혜에 대한 가르침”(Weisheitslehre)을 내 것으
로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상담치료적인 철학교과서는 일정한 교육과정
안에서 철학교사와 학습자가 이런 지혜를 함께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야한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펴낸 중학생을 위한 더불어 나누는 철학60) 과 고교
생을 위한 고등학교 철학61)은 이전의 철학교과서와는 다르게 이런 문제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철학교과서는 학생들의 고민거리를
각 장의 주제로 선택했으며, 학생들이 이 주제들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이나 일화, 문학과 예술을 매개로 생각해 본 후에 철학사상으로
다시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자신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꾸며졌기 때문이다.62) 이 두 책이 담고 있는 주제와 구성내용, 흥미성과 수

58)

59)
60)

61)
62)

대와 철학, 제17권, 제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175~204.
강순전, ｢실천철학: 철학, 윤리, 논술 교육을 위한 학습자 중심 철학교육｣,
191~192 참조. 강순전은 이 세 가지 차원을 “개인적 관점”, “사회적 관점”,
“이념적 관점”이라고 표현한다.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1990, B837 참조.
홍윤기 외, 중학교 창의지성 - 더불어 나누는 철학, 경기도교육청, (주)중앙
교육, 2013.
홍윤기 외, 창의지성 - 고등학교 철학, 경기도교육청, (주)중앙교육, 2014.
중학생 교과서는 “학교는 왜 다녀야 하나요”, “왕따는 왜 안 되나요”, “잘난
친구를 보면 왜 미울까요”, “어른처럼 사랑하면 안 되나요”, “가족은 꼭 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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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방식은 기존의 철학교재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런데 중고교 철학교사가
절대 부족한 한국의 교육현장을 고려하여 이 두 책은 철학을 전공하지 않
은 교사들도 가르칠 수 있게 만들어 졌다. 따라서 철학적인 전문성과 깊이
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이하에서 소개할 고등학교 철학교과서 집필진 회의에서 이전 교
과서들의 성격을 이상과 같이 먼저 정리하였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찬한 책을 많이 참조하되, 철학적 전문성과 깊이를 크게 확충해야한다고
건의하였다. 필자의 이런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전체 집필자가 준수하는 원
칙이 되었다. 이 집필원칙에 따라서 모든 단원에 철학적인 고전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고민을 깊이 살펴보도록 구성되었다.
이하에서는 필자가 “III. 철학수업과 철학교재 평가기준”에서 잠정적으로
정한 평가기준을 필자가 상담치료적인 목적으로 집필한 고등학교 철학교과
서 내용에 적용하겠다. 필자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상담치료적 철학교
육의 경험과 교재 저술 경험을 반영하여 집필한 고등학교 철학교과서 원고
는 샘플원고로 채택되어 교과서 전체의 방향을 잡는 데 활용되었다. 분석대
상인 철학 교과서의 구성요소들을 순서대로 박스 안에 넣고, 평가기준에 따
른 잠정적인 평가와 집필의도를 오른 쪽 칸과 아래 칸에 표시하였다.
철학 교과서 내용 1

잠정적 평가

3. 철학하는 삶

전문성(T-E): 상

학습 목표

철학다움(T-IP):

ㆍ철학의 특징과 철학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상

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적합성(T-F): 상

ㆍ스스로 철학하는 인간이 될 때 창조성이 발현되고 체계성(T-S): 중
훙미성(T-I): 상
자유와 존엄성을 체험한다는 점을 깨닫는다.
해야 하나요”, “좀 튀면 안 되나요”, “내 꿈은 무엇일까요” 등 중학생들이 가
장 고민하는 13가지 문제를 다뤘다. 고교 철학 교과서는 “공부는 해서 무얼
하지?”, “내 몸은 누구인가?”, “한 마디 말도 않고 친 할수 있는 정도는?”,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인은 몇 명이나 될까?”, “정의롭고 평화로운 교실
은 누가 만들까?” 등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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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T-DD):
ㆍ누구나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중
깊이(T-D): 중
현장성(T-P): 상
상담력(T-C): 상
내용 중 많은

집필의도:
위의 “학습 목표”에 서술된 내용이 필자가 맡은 “3. 철
학하는 삶”의 집필의도다.
철학 교과서 내용 2

부분이 필자가
이미 수업에서
사용한 것이다.
잠정적 평가

[중략]

철학, 철학에 대한 지식, 철학함이란 무엇인가?
[중략]
철학 동아리 회장인 철우가 새로 들어온 지연이와 철
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전문성(T-E): 상
철학다움(T-IP):
상
적합성(T-F): 상
체계성(T-S): 상
훙미성(T-I): 중
난이도(T- D D):
상
깊이(T-D): 중
현장성(T-P): 중
상담력(T-C): 상

[중략]
[중략]
어른다운 삶과 철학 공부는 어떤 관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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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나는 철학자들의 말이 인생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철학 공
부를 하고 싶은 것인데... 너한테는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데?
철우: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철학함이라는 것은 감히
스스로 알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했어. 이전에는 남
들이 주장하는 대로 받아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 주
장이 과연 맞는지 스스로 생각하며 검토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미성숙 상태를 벗어나 어른이 된대
[중략]
집필의도:
1. 철학자 칸트의 철학에 대한 정의와 철학함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시킨다. 철학서클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대
화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여, 쉽지 않은 내용을 친근
하게 전달하였다.
[중략]
3. 학생들 대화를 만화로 구성하여 흥미성과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위 그림은 마치 학생들이 그린 것 같은 만
화로 표현하여 딱딱한 분위기를 죽이고 재미와 친근감
을 나타냈다.

텍스트의

내용

자체가 고등학생
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라서

만화를 사용해도
여전히

어렵고

흥미를 끌기 힘
들다는

의견도

나옴.

철학 교과서 내용 3
잠정적 평가
철학적 사유의 특징은 무엇이며, 우리는 철학 공부를 전문성(T-E): 상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

철학다움(T-IP):

[중략]

상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의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나 적합성(T-F):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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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되자 글로 하는 공부를 완전히 그만두었다. 내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지식이나, 세상이라는 큰 체계성(T-S): 상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지식 외에는 추구하지 않기로 했 훙미성(T-I): 중
다. 나는 나의 청춘을 여러 곳을 여행하고, 궁정을 방 난이도(T-DD):
문하고, 군대에 참가하며,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어울리 중
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보냈다. 운명이 나에게 허락 깊이(T-D): 상
하는 모든 상황에서 나 자신을 시험했다.”

현장성(T-P): 중

- 데카르트,《방법서설》1부 <학문에 관한 고찰>

상담력(T-C): 상

[중략]
다른 학문으로
집필의도:

는 성취하기 힘

철학공부의 목표는 스스로 철학함이다. 그리고 이 철 든 진리와 삶의
학함 자체의 목적은 다른 학문으로는 성취하기 힘든 의미를 깨달을
진리와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대 수 있다는 점이
표적인 철학자의 철학공부 방법과 삶을 통해 이해하게 철학이 지닌 상
한다.

담치유의 근본
적 힘이다.

철학 교과서 내용 4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바뀔까?

잠정적 평가

전문성(T-E): 중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당 철학다움(T-IP):
연히 여기는 것을 궁금해 하며 질문하는 사람은 무엇 상
을 얻을 수 있을까?

적합성(T-F): 상
체계성(T-S): 중

▴좌측 사진: 우리나라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

훙미성(T-I): 상

▴우측 사진: 일본 고류지 목조반가사유상

난이도(T-DD):
중
깊이(T-D): 상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쪽 불 현장성(T-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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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력(T-C): 상
상을 보고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참된 인간의 최
고의 모습이 표현되었다고 감탄한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다면, 삼국시대
장인이 빚은 반가사유상은 심오한 사유를 통해서 인간
이 평안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중략]
철학이 지닌 성
장과 치유의 힘
집필의도:

을 본격적으로

철학적 사유가 어렵고 지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 보여주는 단계
쁨과 자유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 이다. 실존철학
자 야스퍼스를

게 한다.

간접적으로 소
개했다.
철학 교과서 내용 5

잠정적 평가
전문성(T-E): 상

2. 다음을 읽고, 수현이가 창수의 대답에 대해서 왜 그

철학다움(T-IP):

렇게 생각했는지 간단하게 써 보자.

상

[중략]

적합성(T-F): 상
체계성(T-S):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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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한 훙미성(T-I): 상
다. 하이데거의 이 주장에 대해서 과학에 관심이 많 난이도(T- D D):
은 창수는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죽은 후 상
흙으로 돌아간다.”고 대답한다. 수현이는 창수의 이런 깊이(T-D: 상
과학적인 주장은 하이데거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현장성(T-P): 중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수현이는 왜 이렇게 말한 것 상담력(T-C): 상
일까?
실존철학자이자
현상학적

존재

집필의도:

론자인

다른 학문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철

거를

학이 삶에 대한 새로운 대답과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관심과

는 점을 이해시킨다.

을 고려해서 아

하이데
학생들의
이해력

주 짧게 소개하
였다.
철학 교과서 내용 6
스스로 철학하는 삶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잠정적 평가
전문성(T-E): 상

누구나 철학적으로 생각하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철학다움(T-IP):
있는가?

상

[중략]

적합성(T-F): 상

[김광규 시 “나” 전문 소개 후]

체계성(T-S): 상

시 <나>에서 시인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음 훙미성(T-I): 상
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한다. 사회적 난이도(T-DD):
존재인 인간은 다른 사람과 맺은 관계에 의해서 자신 상
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자신이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깊이(T-D): 상
고, 선생님에게는 학생이며, 짝에게는 친구라는 사실을 현장성(T-P): 상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문득 다른 사람과 맺은 관 상담력(T-C):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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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라 정해진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나, 아
무도 모르고 있는 나,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게 된다. 다른 이들은 나 자신이 아니므로 다
른 이들은 제외하고 그들을 만나고 있는 나 자신만 떼
어 놓고 생각할 때 나는 과연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나 자
신만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까? 그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순수하고 진정한 존재란 무
엇인가? 시의 <나> 후반부에 묘사된 이런 철학적인 질
문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다른 모든 관계와 구분되는
순수한 나일 수 있다. 이 생각하는 나는 또한 데카르
트가 말한 ‘생각하는 나’일 수 있다. 나를 둘러싸고 있
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 즉 ‘생각하는
나’만은 남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나’는 그동안 당연
하다고 믿었던 것이 과연 진실인지 고민한다. 이런 근
본적인 고민이 철학적인 생각의 출발이다.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제외한 이런 나는 순수하고 우주에
서 오직 하나뿐인 나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생각
을 하는 순간에도 나는 내가 속한 문화나 언어, 역사
에서 결코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배운 지식과 언어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은 자신의 이런 한계를 느낀 순간에도 그 한계를 극복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존재이다.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인가?
1. 옆에 앉아 있는 짝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까?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

306 철학논집(제46집)

인지 알아보자.
(1)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
나는 대로 모두 적어 보자.
(2)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나의 특징
이나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적어 보자.
2.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으나 나의 중요한 일부
가 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나의 모
습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내 삶을 차분히 되
돌아보며 간단히 적어보자.
[중략]
고전적인 철학
적 사유가 철학
을 전공하지 않
집필의도:

은 사람들의 문

1. 철학전공자들뿐 만 아니라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제의식에 닿아
사람들도 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있다는 점을 보

2. 철학자가 아니면서도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사람들 여주는 단계이
의 생각은 데카르트와 같은 전문철학자의 생각에 닿아 다. 이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서 학생들은 철

3. 누구나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 자율적이고 고유한 학자들의 통찰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철학 교과서 내용 7
잠정적 평가
철학하는 인간이 될 때 창조성이 발현되고 자유와
전문성(T-E): 상
존엄성을 체험할 수 있는가?
철학다움(T-IP):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지적하
상
고 있다. 인간은 무한히 펼쳐진 우주에서 한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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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포착되지 않는 지구 위에서 언제인가 죽을 운명
으로 산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마치 온 세상의 주인

적합성(T-F): 상

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서로 싸운다는 것이다. 그의

체계성(T-S): 중

이 짧은 글은 일상생활에서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를 훙미성(T-I): 상
거울 앞에 불러 세운다. 가만히 자신을 응시하며 우

난이도( T- D D ) :

리는 생각해 본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상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그 자신이 망망

깊이(T-D): 상

한 우주 한 가운데 희미하게 빛나는 지구를 보며 했 현장성(T-P): 중
던 철학적인 고민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다.

상담력(T-C): 상

[중략]
물리학자인

집필의도: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도 우주와 인간의 삶을 반
성할 때 철학자들과 비슷한 통찰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좀 더 도덕적이고 의연하게 이끌 수 있
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한다.

세인건의 생각을
실존철학자이자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 개념과 연
결했다.

철학 교과서 내용 8
[중략]
1. 운동선수나 기업인, 근로자, 가족이나 친구들 중
철학자가 아니면서도 ‘자기 철학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을 무조건 쫓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
한 것을 추구하며 산다. 돈과 명예와 향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남들이 놓치
는 것에 주목하고 남들이 잘 가지 않은 자신만의 길
을 걷는다. 이렇게 그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통해 인간다운 품격을 보여 준다. 무엇이 참된 것인

칼

잠정적 평가
전문성(T-E):- 상
철학다움(T-IP):
상
적합성(T-F): 상
체계성(T-S): 중
훙미성(T-I): 상
난이도(T-DD): 상
깊이(T-D)63): 중
현장성(T-P): 상
상담력(T-C):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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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스스로 따져 묻는 철학을 배우는 목적도 결국 이
런 삶을 살기 위해서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
람을 찾아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중략]
1. 소크라테스,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 노자, 장자,
공자, 왕양명, 이율곡 등 철학자들은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깊이 탐구했다. 이들이 한 말은 내가 나 자신
과 세상을 새롭게 보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까? 좋아하는 철학자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의 철학
이 내가 몰랐던 나 자신과 세상에 무엇을 알게 해
주었는지 말해 보자.
2.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토론식 철학 수업을 하였다.
토론 주제는 ‘사람들은 왜 예쁜 것을 좋아하나?’, ‘사
람이 원숭이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처럼 별다른 지
식 없이도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학교 공
부에 관심이 없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학생도 나름의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와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다. 철학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집필의도:
1. 철학자들을 낯설어 하는 학생들에게 철학이 우리
생활 곳곳에 친근하게 스며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다.
2. 학생들 스스로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

철학이 지닌 상담
과 치유의 힘을
학생들이 직접 시
도해 보게 하여
철학수업 밖에서
도 철학적으로 생
각하며 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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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끄는 단계이
다.

VI. 나가기
이 논문에서 필자는 상담치료적인 철학수업의 수업사례는 물론이고 이러
한 수업을 토대로 하여 집필된 교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앞으
로 상담치료적인 철학수업을 교재를 집필하거나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상담치료적인 철학수
업과 교재를 평가할 기준도 제시해 보았다. 이 평가기준들은 기존의 그것들
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필자 나름의 현장경험과 집필경험 그리고 대학에
서 관련과목을 담당한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평가기준들은
현장성과 학술적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상담치
료적 철학수업과 철학교재를 평가하는 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많은 후속작업을 남겨놓았다. 무엇
보다도 철학수업과 철학교재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을 수업사례와
교재에 적용해서 좀 더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무엇보다도 상담치료적인 철학 수업사례가 교재에 어떤 영향
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고 유기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
다. 시간적 제약과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이 논문 안에서 이러한 작업을 본
격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필자가 집필한 교재가 이 논문에서 소개된 사례
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었다.
상담치료적인 철학수업 사례는 상담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

63)

철학적 작업의 깊이는 표피적이고 관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그동안 보지 못
한 새롭고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을 얼마나 열어 보이느냐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논문에서 소개한 교재나 수업이 어느 정도 깊이를
지녔느냐에 대해서 엄밀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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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마련한 평가기준이외의 것을 통해 좀 더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필자가 희망철학연구소를 통해 진행한 상담치료적인 철학수업
에 대해서는 매주 수업주관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 수업에
대해서는 매년 2회기에 걸쳐서 사회복지학 전문가들이 마련한 ‘학생별 변
화점검표’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사례에
대해서는 매년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전자고등학교에서 행한 수업
에 대해서는 관할구청 교육담당부서에 수업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경수
중학교 대상 ‘취약지역 중학생을 위한 상담과 치유의 철학수업’에 대해서는
필자가 마련한 상담치료적 철학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여러 차례 하고,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수업평가들은 객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해줄 정량적 평가와 철학수업의 특징을 살려줄 질적 평가를 결합한 형
태였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 대상기관 재직 교사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은 그 수업에 사
용된 교재나 교수법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적 철학수업의 성과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과의 인터뷰를 계기로 필자와 담당 언론인이 평가를 실시하
기도 했다. 서울전자고와 경수중학교에서 상담치료적 철학교육을 필자와 함
께 했던 서동은도 비슷한 평가의 기회를 가졌다. 서동은은 학생들에 대한
상담치료적 철학교육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스스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학생들의 호기
심을 자극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가능하게”64)
64)

서동은, ｢인성 교육, 철학으로 풀어 볼 수 없을까? -자존감 회복을 위한 중학
생 철학 수업｣, 우리교육, 우리교육편집부, 2012, 168~177 중 170. 서동은은
이글에서 경수중에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고한다. 이 수업에서 “학
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가능
하게”하는 방법의 핵심은 지식전달을 목표로 하지 않고 아이들의 관심 문제
를 눈높이에 맞게 제시하며 단계별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수
업에 사용된 텍스트도 이런 수업방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철학자들의 글뿐만 아니라 철학적 동화나 일화 등이 사용된 것이다. 이런 교
수법과 텍스트 사용은 필자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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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다면, 청소년들에게도 철학공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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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est for Case-based Textbooks for Humanistic Youth Healing:
Focusing on the Existencephenomenological Perspective
Lee Jin-Oh
(Kyung Hee Univ.)
Textbooks for Humanistic Youth Healing should not be satisfied with merely
holds the theoretical knowledge. It could be used for the purpose of counseling
and therapy. Counseling and therapy is one heavy responsibility. This
responsibility is accomplished when the purpose of counseling and therapy is
successful. Therefore Therapeutic counseling textbooks should be written by not
only just based on theory but also based on successful educational practices and
progress. Textbooks used for the humanistic counseling and therapy will
necessarily be based on the text and topic, such as teaching methods used in
practical teaching there and showing a positive effect. In this article, I
introduced the teaching practices as therapeutic counseling around the class
situation and the applied philosophy and didactics by considering these points.
Because It is most important that we show this philosophy plays a key role not
only in the theoretical study but also in the therapeutic counseling classroom.
And this is the first work required to prove the possibility of therapeutic
humanities around the philosophy. Then I was introduced to analyze the
textbooks written based on these experiences and lessons, etc. There are a
variety of text and philosophy applied to the teaching. But in order to become
a teaching objective analysis it should be made the basis to evaluate it first.
Also, if you are teaching a lesson based on the practices, criteria to evaluate
the practices that class shall also be provided. For this reason I first proposed a
standard to evaluate the teaching and the teaching materials before introducing
the practices and materials. The philosophy classes as therapeutic counsel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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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textbook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composed primarily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The study was also deployed around the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I looked ahead to the two tasks
mentioned above, the major theoretical issues related to the Existential
philosophical classes as therapeutic counseling.
Key words: Philosophy Textbook, Youth, Humanistic Healing, Existential
Phenomenology, Philosophical Counseling, Philosophical Thera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