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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대학 교양과정의 인문학 수업에서 철학 텍스트를 어떻게 선택하고 가르칠지에 대한 연구이

다. 2000년 이후 많은 대학에서 교양필수 과목으로 인문학 강의가 다양한 이름으로 개설되었다. 그런데 

교수자의 전공과 관심에 따라 강조점을 다르게 두어 이 강좌의 개설취지가 모호해졌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 인문학 교육의 목표를 좀 더 분명히 가늠하면서 효율적인 교수법을 찾는 것을 주제로 설정했다.

특히 철학 텍스트의 교수법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이 과목에서 철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학이 교양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찾으면서 

인문학 강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철학 텍스트 선정과 교수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방식은 

텍스트의 특성과 수업유형에 따라 철학 텍스트를 분류한 후, 구체적인 수업구성 항목을 검토하여 교수법

을 설계할 수 있는 모형을 보여주는 절차를 따를 것이다.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교수법을 통해 학생들이 철학 텍스트를 보다 잘 이해하고, 

나아가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끄는 올바른 판단기준과 행동지침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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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00년대 초반 새로운 교양교육과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1) 많은 대학에서 교양필수과목으로 인문학 강의

가 다양한 이름으로 개설되었다.2) 그런데 이 과목 교수자

의 전공과 관심에 따라 강조점을 다르게 두어 강의의 개설 

취지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인문학 수업은 ‘읽

기’, ‘말하기’, ‘쓰기’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과목이라

는 생각도 있고,3)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인성과 

가치관’의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4) 

이외에도 이 강의에 참여하는 많은 인문학 관련 전공자들

이 자신의 전공 분야를 이 과목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에 이 과목을 계속 담당하면서 

인문학 강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교수법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

여 인문학 교육의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교수

법 연구를 주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철학 텍스트 교수법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철학이 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한 대학의 인문학 교재를 

보면 전체 텍스트 중에서 철학 관련 텍스트가 반 이상이 

된다(미네르바 교양대학 교재편찬위원회, 2017; 2017a). 

그 외에도 철학 텍스트를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했다. 게다

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필수 과목으로서 많은 

철학전공 이외의 교강사가 수업에 참여하는데, 이들의 

고충을 덜어줄 필요가 있었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성과 문화에 관한 학문으로서 진리

를 추구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좋은 사회를 만들려는 

인간의 활동에 관한 총체적 학문이라 할 수 있다.5) 그러기 

때문에 인문학 강의에서 철학을 비롯한 다양한 고전 텍스

트를 통해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떠한 지혜를 모으

고, 어떤 의도와 행위로써 역사를 이끌며, 사회는 또 어떤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지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만이 인문학 강의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이 세상의 일은 되풀이되어 나타나면서도 시대와 사회적 

공간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띤다. 그리하여 

항상 새롭게 보이는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안목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 능력을 함께 갖춤으로써 가능

하다. 이에 학습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고 자신의 시대에 

맞게 해석하여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따라서 인문학 수업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잘 전달하

면서 지적 능력을 함께 키우는 교수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 고전 텍

스트는 비교적 많이 번역되어 있고, 교수법에 관한 책과 

논문도 셀 수 없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철학 텍스트 

교수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텍스트 ‘읽기’ 방법론이 포함된 철학교육 책들이 있는데, 

�철학⋅도덕교육의 교수법� (로벡, 2017)은 그중 하나이

다.6)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한 이 책의 저자

는 대학은 학문연구에만 치중하고, 고등학교는 수업을 

잘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고 비판하면서, 학문적인 철학

을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제시

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독일의 관념적인 학풍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사변적인 측면이 많다. 그렇지만 이 책은 철학 교수법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점 이외에도 저자를 통해 앞으로의 독일어권 

연구동향을 계속 추적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역서이다.

한편 절판되었지만 거의 국내 최초의 철학교육 전문서

적이라 할 수 있는 �철학교육� (마르텐스, 1989)이 있다.7) 

이 책의 저자는 독일 철학교육 학술지의 발기인으로서 앞

서 소개한 책의 저자인 로벡에게 공동발간을 제안한 인물

로서 독일 철학교육의 선구적인 연구자이다(로벡, 2017: 

22). 이 책에서 그는 다양한 현장경험과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얻은 문제의식을 바

1) 이와 관련,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손동현, 2019: iv-v) 참조.

2) 예를 들면 ‘읽기와 쓰기’, ‘발표와 토론’, ‘비판적 사고와 토론’, ‘창의적 사고와 표현’, ‘인성교육’, ‘명저읽기와 가치관의 이해’, ‘인문학과 놀기’, ‘공존의 인문학’, 

‘미네르바 인문강좌’ 등이 그 이름이다.

3) 이런 경향과 관련, 국내 대학의 ‘글쓰기’로부터 ‘읽고 쓰고 토론하는’ 통합교육과정의 개설까지의 현황은 (변상출, 박규준, 2013: 289-292) 참조.

4) 국내 대학의 인성교육과정의 현황에 대해서는 (김은주, 2019: 249-251) 참조.

5) 인문학의 의미와 위상, 동서양의 인문정신과 인문학의 변천사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는 (한국학술협의회 편, 2007: 27-147) 참조.

6)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덕교육’과 ‘어린이 철학교육’에 대한 연구와 함께 ‘철학교육’ 일반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철학 텍스트 교수법’과 

관련된 문헌으로 제한하여 살펴본다.

7) 이 책이 나오기 이전에 철학교육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6년 이후 서울교육대학 철학연구동문회가 어린이 철학교육에 관한 책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다. 그 이전 시기의 철학교육 연구의 사료적 가치를 지닌 문헌은 다음과 같다. (성기산, 197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1981), (랭포드,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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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대화와 실용성을 강조하는 철학 교수법을 제시한

다. 또한 플라톤에서 헤겔까지의 교수법의 전통, ‘대중철

학’을 둘러싼 가르베와 칸트의 논쟁까지 철학사적 맥락을 

짚는다. 철학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철학자들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입문서로서 가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 이후 철학교육 관련 도서는 한동안 찾기 어려웠

다. 어쩌면 그 이유를 ‘윤리교육’ 또는 ‘논술교육’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준 ‘철학교육’의 본말이 전도된 현실에

서 찾을 수도 있겠다.8) 마침내 이런 현실이 반영되어 책 

이름이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저서가 2011년

도에 나온다. �생각하고 토론하는 철학수업� (강순전, 이

진오, 2011)과 �철학, 윤리, 논술교육을 위한 철학수업� 

(강순전, 이진오, 2011a)이다. 이 책은 각각 교과서와 교수

학습지침서로서 짝을 이루는데 교양철학 수업에 맞는 체

제를 갖추었다. 여기까지는 독일의 철학교육 연구 성과가 

반영된 출판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영어권 책인 �독서의 기술� (애들러 외, 2011)이 

번역되어 나와 있다. 이 책은 교수법을 직접 다루지 않더

라도 철학자인 저자가 고전을 정독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어려운 철학 텍스트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정도가 ‘철학 텍스트 교수법’과 관련하여 찾은 국내 

참고문헌 목록이다. 이런 여건에서 철학 텍스트 교수법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라

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미 대학 교양필수 과목으로서 전체 

학생이 듣는 인문학 강의의 비중을 볼 때, 현실적으로도 

매우 긴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에 수업 현장에서 느낀 

실질적인 문제를 짚어보면서 ‘철학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 모델을 찾아보겠다.

2. 철학교육 방법론

대학 교양과목의 하나로서 주로 문학작품을 읽고 작문

교육을 했던 ‘대학국어’는 아주 오래전에 개설되었다.9) 

이후 리포트 및 졸업논문 등을 위한 쓰기교육이 강화되어 

많은 대학에서 글쓰기 강좌가 따로 독립했다. 그러다가 

글쓰기뿐만 아니라 발표와 토론 및 읽기의 중요성이 강조

되면서 통합적인 의사소통 교육과정이 요구되었다. 그런

데 읽기, 말하기, 쓰기의 근간이 ‘생각하기’이므로 자연스

럽게 보다 근원적인 논리적 사유를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

했다. 이제 이 과목은 국어교육 과정을 넘어서 비판적 

사고와 논리교육으로까지 확장된다. 그러나 더 나가서 

“무엇을 생각하는가?”의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고, 

철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인문학 과정으로 변화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후근거를 정초하는 철학의 탐구방식과 

낯선 개념, 추상적 사유와 복잡한 논증구조로 이루어진 

텍스트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다. 이에 자연스럽게 

“철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떠오르

게 된다.10)

철학교육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은 교수법 방법론 문제

이다. 그것은 수업시간에 고전 철학 텍스트를 읽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철학의 주제를 찾아 

논의해야 하는지 문제이다. 독일에서 이 논쟁의 결론은 

둘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소 싱거운 것이었다(로벡, 

2017: 77). 생각해보면 교양수업에서 전문적인 철학 텍스

트를 읽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실생활에서 흥미를 끌만한 ‘철학함’의 소재를 찾아 토의

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난감한 철학 

텍스트를 만나 당황하는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이 필요하다. 전공수업에서는 개념을 익히고 학문의 

기초를 다지는 방향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교양수업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연구영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교양선택 과정에서 철학과목은 철학개론, 논리학, 윤리

학, 사회철학 등의 분야에 걸쳐 대학에 따라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철학의 주제를 다루면서 철학의 개념과 이론에 친숙

해지는 수업방식이 유효하다. 이런 방향으로 기획된 책 

중에서 앞 장에서 잠깐 언급한 책을 소개할 수 있다(강순

전, 이진오, 2011; 2011a).

이 한 쌍의 책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부터 시작

하여 인간의 본성, 타인, 도덕, 양심, 책임, 행복 등 윤리문

8) 마르텐스가 로벡에게 공동 발간인으로서 참여를 제안한 잡지도 1984년도에는 “Zeitschrift für Didaktik der Philosophie”(철학교육 연구)이었지만, 1994년부터는 

“Zeitschrift für Didaktik der Philosophie und Ethik”(철학과 윤리교육 연구)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로벡, 2017: 22).

9) 국내 대학의 국어과목 개설과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조미숙, 2014: 133-164) 참조.

10) 대학에 따라 교양교육과정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므로 이 서술이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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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다룬다. 그러면서 사회의 구체적인 규범, 처벌, 폭력, 

자유 등의 주제로 시선을 확장한 후, 시간, 죽음 같은 형이

상학의 문제로 매듭짓는다. 저자들은 기존의 철학수업이 

철학사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머물러서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강의와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

했다고 집필동기를 밝힌다. 그러면서 교사용 교재에는 

따로 교수지침, 문제의 답안, 다양한 수업방법 등을 추가

한다.

위의 책은 수업에 참고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토론 

관련 교수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대화와 토론으로 철학수업을 

하는 것이 일방적인 강의보다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지

만, 논점을 정확히 찾는 것이 토론을 통해 무조건 해결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

다. 또한 이 책을 비롯하여 여러 철학교육 문헌에서 텍스

트 읽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강독수업에 유익하다. 그러

나 대단위 인원이 수강하는 교양수업에서 강독수업을 지

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이 요구된다.

교양선택 과정과 달리 통상 인문학 통합수업에서는 제

한된 시간에 다양한 학문의 텍스트를 다루기 때문에 충분

한 시간을 두고 온전히 철학수업을 위한 방법론을 취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핵심은 통합 인문학 교양수

업에서 교재로써 비중이 큰 고전 철학 텍스트를 효과적으

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에 철학 

텍스트 교수법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텍스트를 수업유형

에 따라 분류하여 그에 맞는 교수법을 구상해 볼 것이다. 

물론 많은 고전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인문학 교재 등에서 대표적인 텍스트를 뽑아 분석한 후 

그에 따른 교수법 모형을 제시하는데 만족할 것이다.

3. 철학 텍스트 교수법

3.1 텍스트 분석과정

교수자는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텍스트를 분석하

고 수업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 이에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 구도를 통해 철학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교수법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교육의 기본과정을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의 입장

에서 검토해보자. 학생은 먼저 교재를 읽고(읽기), 강의와 

발표를 들으면서(듣기), 질의응답을 통해 대화하고 토론

하면서(말하기), 보고서를 쓰고 시험을 보면서(글쓰기) 하

나의 과목을 이수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텍스트의 

정확한 이해와 그에 대한 정당한 입장’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 목표는 철학교육의 목표와도 정확

히 일치한다(손더스 외, 2010: 27-30). 그런데 모든 과정의 

출발점인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학생이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모든 학습과정

은 사상누각이 된다. 잘못된 독해로 인한 말하기와 글쓰기

는 논제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텍스트 이해를 위한 근본

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저자

의 글이란 항상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고,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먼저 생각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질문을 찾으려고 하면서 읽기를 시작해야 독해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이 ‘주제 파악’이다. 질문을 찾았으면 

다음에 저자의 답변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답변의 이해

의 어려움은 우선 문장에서 ‘낱말’(뜻 또는 개념)을 이해

하지 못하거나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하는 경우에서 

생긴다.11) 이런 상황을 먼저 염두에 두고 주의를 기울여 

글을 읽어야 한다. 두 번째는 ‘문장’(명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개는 문장에 속한 낱말 자체의 몰이해

에서 기인하지만, 주술관계 또는 비유적 표현에서 그것이 

지시하거나 상징하는 바를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제대로 쓴 글에서는 그 의미를 다음 문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에 따라오

는 문장에서 유추하여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문맥’(논증구조)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질문에 대

한 저자의 답변은 ‘주장과 논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조

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해체하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저자의 논증구

조에 따라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분류하여 자신

의 이해의 틀에 맞추는 것이 독해의 마지막 단계이다.

11) 철학 텍스트의 경우 낱말이 낯선 전문용어라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일상용어를 다른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고유하게 사용하여 오해하기도 한다(로벡, 

2017: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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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절차를 밟은 후에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글의 논증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장과 논거

가 적합하면 받아들이면 되고, 논의구조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생각대로 논거를 보완할 수 있다. 저자의 

주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자신만의 논증

구조를 세워 저자를 비판하고 새로운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 이런 과정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세우

는 구체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철학 텍스트는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우선 철학의 ‘전문용어’와 ‘고어’(古語), ‘번역 불가능한 

용어’가 텍스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그 개념의 선이해

가 필수적인 경우이다. 칸트의 ‘a priori’와 ‘a posteriori’, 

‘transzendent’와 ‘transzendental’, 하이데거의 ‘aletheia’

와 ‘Dasein’ 등이 그런 용어이다. 두 번째는 철학적 배경지

식이나 추상적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유물론’과 ‘관념론’ 또는 ‘실재

론’과 ‘유명론’ 등의 이론은 최소한의 사전지식이 필요하

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소한 용어와 개념, 이론 등이 복잡

하게 연결되어 있는 텍스트가 있다. 많은 철학 고전이 

이러한데, 이런 글은 텍스트의 전체 맥락을 잡아야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선문답으로 이루어진 텍스트가 있다. 불교철학 텍스트가 

그러한데, �벽암록�이 대표적이다.

이런 철학 텍스트의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교수자는 

수업에 맞는 적절한 텍스트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부딪치

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교수법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2 텍스트 교수법

수업유형을 크게 교수자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수업방

식인 ‘강독과 강의’, 학습자가 적극 참여하는 ‘발표와 토

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수업방식의 특징에 따라 텍스

트와 관련하여 어떤 수업이 적절한지 생각할 수 있다.12) 

물론 개개의 수업방식이 장단점이 있는 만큼 굳이 하나의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텍스트의 성격이나 학습 기대

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업방식의 조합이 가능하다.

강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텍스트를 같이 읽고 해석하

면서 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법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수평적인 의사

소통 관계를 갖지 못하거나 학생 간의 격차가 선명히 드러

날 수 있다. 답변할 학생을 지적하여 질문할 경우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분명히 구별되고, 

학생이 자발적으로 뜻을 새기게 할 경우에도 수업이 반복

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과 소외되는 학생이 나

눠질 수 있다. 이에 교수자는 이 과정을 세심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학생의 답변을 평가하고 교수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이 일방적일 수 있어 교수자는 학생

의 해석을 존중하는 쌍방향적인 수업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강의는 해당 과목의 전문가인 교수자가 학습목표를 인

지한 상태에서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법이다. 저자의 사상적 배경, 작품소

개, 텍스트의 요지 등을 학습자에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의 주객관계가 성립하여 학생의 역할이 

제한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 교수자의 강의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학생참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발표는 발표자가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하기 때

문에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갖게 한다. 

그러면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다만 발표자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수업 전체 

분위기가 좌우되어 자칫하면 발표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 

이에 교수자는 발표자가 발표를 잘 준비할 수 있게 이끌어

줘야 한다. 한편 발표자 이외의 학생들이 수업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식을 함

께 고민해야 한다.

토론은 모든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수업방식으로 다양한 형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원이 많을 경우 분임토의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2명씩 

짝을 지어 서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과제를 정리하거나 

보다 많은 구성원으로 모둠을 짜서 전체토론을 준비할 

수 있다. 전체토론에서는 한 주제에 집중하여 심화토론을 

12) 이외에도 수업방식으로 ‘쓰기’를 생각할 수 있다. 텍스트 요약하기, 재구성하기, 비판하기, 자신의 입장 논증하기 등의 글쓰기를 수업시간에 실행하거나 과제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쓰기 방법론과 이를 평가하고 지도하는 기준과 절차 등의 교수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쓰기를 과제로 포함시켜 

큰 범위의 수업방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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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이슈에 따라 찬반토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논의할 수도 있다. 토론의 

모든 과정이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은 배움의 

주체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의사소통과정에서 연대

감을 느낄 수 있다. 다만 학생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지 못하고 주제에서 벗어나 토론할 수 

있어 교수자의 적절한 개입과 방향 제시가 요구된다.

텍스트에 맞는 수업방식을 선택하기에 앞서 교재의 필

요성에 대해 잠깐 짚어보자. 따로 교재없이 수업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교수자가 강의하거나 소크라테스 

대화법으로 수업을 이어갈 수도 있고, 주제를 정해 본격적

으로 토론할 수도 있다. 철학수업을 하는데 이런 방식의 

수업이 충분히 가능하고 어려운 텍스트를 이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수업방식은 교수자의 

역량과 학생의 수준이나 참여도에 따라 수업의 질이 유동

적일 수 있다.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검증된 고전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러 

교수자가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수업시간이 제한된 인문

학 통합과정에서는 교재가 수업 간의 편차를 조절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표 1>은 기존의 교양 인문학 통합과정 교재의 철학 

관련 목록과 그 외 참고문헌을 텍스트의 특성과 수업유형

에 따라 임의로 분류한 것이다(미네르바 교양대학 교재편

찬위원회, 2017; 2017a).13) 물론 텍스트에서 꼭 어느 한 

부분만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수자 입장에서 중첩과 변경이 가능하다. 마찬

가지로 수업유형도 교수자 중심 전달방식과 학습자 적극 

참여방식의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꼭 하나의 방식

만 선택하여 수업할 필요는 없다. 단지 <표 1>은 텍스트와 

교수법을 결합하여 수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1차로 크

게 분류한 것으로써 <표 2>를 통해 텍스트 유형과 수업방

식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자료로 생각하면 되겠다.

보다 나은 학습효과를 얻기 위하여 <표 1>의 개관을 

13) <표 1>에 *가 표시된 목록은 교재 밖에서 따로 골라 추가한 것이다.

1단계 텍스트 특성 텍스트 이해방식

텍스트 선별단계

(텍스트 특성에 따라 

적절한 이해방식을 

판단한다.)

없음

개념파악

명제분석

논증검토

비판

낱말

문장

문맥

낱말, 문장

낱말, 문맥

문장, 문맥

낱말, 문장, 문맥

2단계 수업 구성요소 선별 기준

수업방식 선별단계

(수업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교수법을 

결정한다.)

2.1 예습

수업의 목표

텍스트 특성

학생의 수준

학습효과

수업시간

2.2 발표

2.3 1차 모둠토의 

2차 모둠토의

2.4 전체토론

2.5 교수자 참여

2.6 정리

2.7 복습

2.8 시험

<표 2> 텍스트 분류에 따른 교수법 결정과정

수업유형

특성

낱말(뜻 또는 개념)이 

중요한 텍스트

문장(명제)이 

중요한 텍스트

문맥(논증구조)이 

중요한 텍스트

교수자 중심 

전달방식(강독, 강의)에 

좋은 텍스트

공자, �논어�, 

맹자, �맹자�, 

법가, �상군서�, 

이이, �동호문답�, �성학집요�, 

장자, �장자�*, 

정약용, ｢원목｣, ｢탕론｣

니체, �비극의 탄생�,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번역가의 과제｣, 

박지원, ｢영처고서｣, 

아렌트,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

흄, �도덕에 관하여�,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가다머, �진리와 방법�

학습자 적극 

참여방식(발표, 토론)에 

좋은 텍스트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시학�, �정치학�, 

데카르트, �성찰�*, �방법서설�*, 

엥겔스,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플라톤, �국가�

울스턴크래프트, �여성의 권리 옹호�,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스미스, �국부론�, 

프롬, �사랑의 기술�, 

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

루소, �사회계약론�, �인간 불평등 기

원론�, 

블로크, �역사를 위한 변명�, 

밀, �자유론�, 

카, �역사란 무엇인가�, 

싱어, �실천윤리학�*

교양수업에 부적합한 

텍스트
헤겔, �정신현상학�*

부버, �나와 너�, 

파스칼, �팡세�

안동림, �벽암록�*, 

칸트 �순수이성비판�*

<표 1> 텍스트 분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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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단계를 밟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우선 텍스트를 선별하면서 주의할 점을 짚어보

고, 수업 구성요소들을 검토하여 교수법 결정과정을 <표 

2>로 정리하겠다.

1단계(텍스트 선별단계)에서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수

업의 전반을 구상한다.

1.1단계: 텍스트의 내용과 난이도, 분량을 파악

하고 수업의 취지, 수업방법과 시간을 

고려하여 수업 가능 여부를 진단한다.

1.2단계: 텍스트를 선택했다면 텍스트를 통해 

기대되는 학습효과를 설정한다.

1.3단계: 텍스트의 이해하기 위해 어느 부분의 

내용과 사항(낱말, 문장, 문맥)을 강조

해야 하는지 판단한다.

1.4단계: 텍스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 이해방식을 생각한다.

2단계(수업방식 선별단계)에서는 수업을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검토한다. 수업의 목표, 학습 효과, 텍스트 

특성, 수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업에 필요한 과제와 시

험, 수업방식을 생략, 조합하여 결정한다.

2.1단계: 예습- 텍스트 읽기, 요약하기, 질문 준

비하기, 문항을 주어 답안 작성하기 등

의 과제를 부여한다.

2.2단계: 발표- 텍스트의 난이도나 수강인원 등

을 고려하여 발표자(1인, 2인, 3인 이

상)를 정해 발표하게 한다.

2.3단계: 1차 모둠토의- 2인씩 짝을 짓거나 적정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전체토론을 

준비한다.

2차 모둠토의- 필요에 따라 2차 모둠토

의를 실시한다.14)

2.4단계: 전체토론- 전체토론을 통해 여러 방식으

로 준비한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한다.

2.5단계: 교수자 참여- 교수자는 수업 전 과정에

서 적절하게 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

며, 전체토론 이후 강독, 강의, 코멘트 

등의 방식으로 조력한다.

2.6단계: 정리- 교수자는 수업과정을 총평하고 

기타 전달할 사항을 얘기하면서 수업

을 마무리한다.

2.7단계: 복습- 복습과제를 부과하여 수업내용

을 자신의 입장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2.8단계: 시험- 그동안 배운 것을 총정리 할 수 

있도록 중간고사, 기말시험을 보거나 

필요에 따라 수업 시간에 퀴즈를 풀게 

한다.

다음 장에서는 <표 1>로 분류한 목록에서 대표적인 

텍스트를 뽑아 분석하고 <표 2>의 절차에 따라 수업 구성

요소들을 검토하여 텍스트에 알맞은 교수법을 찾는 과정

을 밟아보겠다. 그리고 교양수업에 부적합한 텍스트의 

특징과 문제점도 같이 살펴보겠다.

4. 철학 텍스트 분석과 교수법

4.1 낱말(뜻 또는 개념)이 중요한 텍스트 교수법

텍스트의 낱말이 어려울 때, 문장에서 낱말의 뜻을 유

추해서 이해하거나 아니면 개념 자체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낱말의 표현, 지시, 상징하는 바를 문장에

서 비교, 분석해야 이해할 수 있는 장자의 글을 보고 이와 

같은 텍스트의 교수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손가락을 가지고 그 손가락이 손가락 아님을 

밝히는 것은 손가락 아닌 것을 가지고 손가락이 

손가락 아님을 밝히는 것보다 못하다. 말(馬)을 가

지고 말이 말 아님을 밝히는 것은 말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이 말 아님을 밝히는 것보다 못하다. 하늘

과 땅도 하나의 손가락. 만물도 하나의 말.”(장자, 

2003: 85)

이 글로 교양과목 시간에 발표를 시키면 어떤 결과가 

14) 2차 모둠토의 방식에 대해서는 4.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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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까? 일단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다. 

말장난이나 넌센스 퀴즈로 철학을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유형의 글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

고 발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짧은 글이라도 바로 

이해되는 글이 아니므로 뜻을 하나하나 새기는 강독을 

포함한 해설 강의가 적합하다. 이 텍스트는 굉장히 어렵지

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탐구

욕구가 강한 학생들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 글이 어려운 이유는 독자가 이 글이 논의되는 철학의 

지평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거나, 쓰인 말이 그때마다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

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깨우쳐주는 교수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교양수업에서 

장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과정이 녹록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 글은 성철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과 완전히 정반대의 형태이다.15) 성철 같은 고승이 하

나마나한 얘기를 도대체 무슨 의도로 했는지 당시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너무나 자명한 성철의 동어반

복(tautology)과 반대로 얘기하는 장자의 말은 또 어떻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까? 장자에서 ‘손가락’은 여러 의미

로 쓰인다. 그러므로 이 말이 서로 같은 하나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착상을 하고, 어떻

게 다르게 쓰이는지 퍼즐을 맞춰야 한다. ‘손가락’을 개별

자로서 ‘사물인 손가락’과 보편자로서 ‘개념인 손가락’으

로 구분하거나, 하나는 실재하는 대상, 다른 하나는 그것

을 지시하는 기호로서 나누어 생각해보고 이를 하나하나 

맞춰야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상에서 창의력이 생겨나고, 문

장의 상호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종합적 사고능력

이 길러진다. 이런 지적 능력이 발휘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를 이해할 수 있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지적 능력

이 향상된다. 바로 원작자의 암호체계 퍼즐을 풀어내어 

자신의 논리체계로 새롭게 짜 맞추는 행위가 ‘이해’이다. 

이 행위의 수행능력이 독해력이고, 텍스트 강독을 통해서 

키워야 하는 문해력이다.

학습자가 이런 능력이 부족할 때, 너무 어려운 텍스트

를 교재로 쓰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텍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습은 이런 텍스트를 학습하는데 유용하다. 예습을 통해 

글을 읽고 숙고한 후,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공유할 기회

를 주는 파트너 짝짓기나 모둠토의를 추가할 수 있다. 

처음에 전체 학생 앞에서 말하기 쑥스러운 학생들이 모둠

을 짜서 토의하다 보면 말문이 터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물론 어려운 문제를 만나 힘들 수 있지만 서로 마주 보고 

머리를 싸매고 같이 고민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능력이 잉태된다. �장자� 같은 텍스트는 

강독수업과 더불어 학생끼리 모둠토의를 하면서 텍스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 다음, 아직 미해결된 문제에 대해 

교수자가 추가 해설하는 방식이 선택할 수 있는 교수법 

중 하나이다.

�장자�의 ‘손가락’이나 ‘말’처럼 개념어가 아니어도 이

해하기 어렵지만, 철학용어 자체가 품은 뜻이 너무 포괄적

이어서 읽기 힘든 글이 있다.

“진리가 현존하는 참다운 형태로는 오직 학문적 

체계만이 있을 뿐이다. 철학이 학문의 형식에 가까

워지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 말하자면 철학의 

진의(眞義)라고 할 지에 대한 사랑[愛知]이라는 이

름을 떨쳐버리고 현실적인 지를 목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지향하는 것이다. 지가 학문

으로 승화되어야만 할 내적 필연성은 지의 본성 

속에 깃들어 있는데,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은 

오직 철학 그 자체의 서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Hegel, 1986: 14; 2005: 38)

위의 글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뽑은 글이다. 헤겔

은 어렵기로 악명 높은데, “헤겔의 생각을 따라가려 애쓰

다가 모두가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려”(조한별, 2016: 115) 

했다거나, “헤겔의 글은 가혹할 정도로 어려웠고, ... 지옥

이 따로 없었다.”(덴비, 2009: 609~610)라는 소감을 보면 

난해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글은 교양수업의 

텍스트로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유형의 글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전형적인 철학의 문체이고 교양과

정에서 교재 선택의 바로미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15) 중국에서 임제종(臨濟宗)을 개종한 임제(臨濟)의 후예인 청원유신(靑原惟信) 선사의 말을 성철이 원용하여 한글로 내놓은 종정수락법어(1981년도 1월 20일). 

이와 관련해서는 (석길암, 2015: 72~73) 참조. 성철의 법어와 장자의 말이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다. 성철의 ‘산’은 같은 ‘산’, 장자의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을 얘기하기 때문이다. 즉 성철에게 산1은 산1이다. 당연히 산1은 산2가 아니다. �장자�에서도 손가락1은 손가락2가 아니다. 당연히 

손가락1은 손가락1이다. 결국 둘은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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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전통적인 철학의 정의인 ‘지에 대한 사랑’16)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철학은 ‘현실적인 지’(wirkliches Wissen)

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의 본성

에 따른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철학 자체의 

서술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이 맥락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술 전체를 봐야하기 때문에 

헤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해하기 어렵다.17)

위의 내용을 교수자가 잘 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는 더욱 어렵다. 학생들의 철학적 지식이 충분하

더라도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로 제한된 

수업시간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문장

을 이루는 텍스트를 대신하여 학생 스스로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개념이 포함된 텍스트를 교재로 

선정하면 좋을 듯하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국가�에서 

‘동굴의 비유’(514a~517a),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제4

부’, �성찰�의 ‘제1성찰’, ‘제2성찰’, 공자의 �논어� ‘학이’

편 등이 적당하다.

그런데 플라톤의 �국가�의 ‘동굴의 비유’ 부분을 발췌

하여 수업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

지 모르겠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발표하고 주제를 논의하기에 좋은 텍스트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동굴의 비유는 

‘선의 이데아’의 문제라고 배운 학생들이 발표할 때,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배경지식을 토대로 텍스트

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고정된 사고에 

갇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발표자에게 이 점을 환기시켜 발표를 준비하도

록 해야 한다.

4.2 문장(명제)이 중요한 텍스트 교수법

낱말의 뜻이나 개념보다 문구나 문장이 함축하거나 상

징하는 뜻을 다음 문장들과의 관계를 통해 유추하여 파악

해야 하는 텍스트가 있다.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가 

그런 경우이다.

“번역자의 과제는 원작의 메아리를 깨워 번역어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의도, 번역어를 향한 바로 

그 의도를 찾아내는 데 있다. 여기에 바로 문학작품

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번역의 특성이 들어 있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의 의도는 결코 언어 자체, 그 

언어의 총체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

한 언어적 의미 연관만 직접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은 문학작품과 달리 자신이 마치 언어 

내부의 숲속 자체에 있는 듯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숲의 외부에서 그 숲과 대면한다고 여기며 그 

숲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서 원작을 불러들이는데, 

자신의 언어로 울리는 낯선[원작의] 언어로 쓰인 

작품에 대한 반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불러

들인다. 번역의 의도는 문학작품의 의도와는 무언

가 다른 것을 지향하는 것, 즉 낯선[번역자의] 언어

로 재현된 개개 예술작품의 언어 전체를 지향하는 

것만 아니다. 번역의 의도는 그 자체가 또 다른 

것이기도 하다. 즉 작가의 의도가 소박하고 일차적

이고 구체적이라면 번역자의 의도는 파생된 것이

고 궁극적이며 이념적이다. 왜냐하면 다수의 언어

들을 하나의 진정한 언어로 통합하려는 거대한 

동기가 그의 작업을 채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진정한 언어라는 것은 그 속에서 개개의 문장, 문학

작품, 판단들이 결코 소통하지 못하지만 - 그렇기

에 그것들은 번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 언어들 스

스로 의도하는 방식에서 보완되고 화해되어 서로 

합일되는 그러한 언어이다. 그러나 모든 사유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마지막 비밀들이 긴장 없이, 

그리고 서로 침묵하며 그 속에서 보존되어 있는 

진리의 언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진리의 언어는 

진정한 언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진정한 

언어, 그것을 예감하고 기술하는 데 철학자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완전성이 놓여 있는 그러한 언어가 

번역들 속에 집약적으로 숨겨져 있다.”(Benjamin, 

1972: 16; 2013: 133-134)

16) 인용문의 독일어는 “Liebe zum Wissen”인데 ‘철학’으로 통상 번역되는 고대 그리스어 ‘φιλοσοφία’의 직역이라 할 수 있다. 지(Wissen)와 사랑(Liebe)의 어원을 보면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일단 여기서는 ‘진리에 대한 앎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한다. 보다 자세한 어원과 쓰임은 (Ritter & Gründer hrsg., 1989: 572~607) 참조.

17) 참고적으로 인용문에 대한 대략의 설명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철학은 진리를 이상적으로 설정하고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문의 체계로서 현실적인 

지가 되어야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우월성을 확보한 대상으로서의 진리는 결코 흠모하는 방식으로는 얼굴 한 번 내보여주지 않고, 보여준다 해도 진짜 진리인 

줄 확인할 수 없다. 회의주의의 유혹에 빠져 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리는 것을 이제 끊으려면, 기존의 철학의 정의는 내다버리고 학문으로서 철학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의 본성에 따른 것인데, 철학 자체의 서술을 통해서만 설명이 가능하고 이 서술에 의해 체계가 갖춰 현실적인 개념으로서 지가 

실재인 진리를 만날 수 있다.” 회의주의에 대한 헤겔의 논박에 대해서는 (황설중, 2004: 87~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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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교양 인문학 수업을 통해 접한 고전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텍스트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적 희열을 느낀 글이다. 특히 통번역에 관심을 가진 

어문학 관련 전공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주제인 만큼 “번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진리의 언어’(eine Sprache der Wahrheit)를 찾아야 

한다는 벤야민의 답변은 찬반을 떠나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적인 비유를 사용하는 

문구와 문장(굵은 글씨체: 강조는 연구자에 의함)을 개념

으로 이루어진 철학적 명제가 되는 문장과 연결시켜 봐야

한다. ‘원작의 메아리’와 ‘번역어 속에서 울려 퍼지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숲’의 내부와 외부가 상징하

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 뒤따라 나오는 문장, ‘문학작품의 의도’와 ‘번역의 

의도’를 구분하여 작가의 ‘소박하고 일차적이고 구체적

인’ 특성과 구별되는 번역자의 ‘파생된, 궁극적이며 이념

적’인 의미를 알아채야 한다. 결국 번역자는 다수의 언어

를 ‘진정한 언어’(die wahre Sprache)로 통합해야 하고 

작가가 제대로 찾지 못했어도 자신의 언어로 보완해서 

‘진리의 언어’를 구해내야 한다는 벤야민의 주장을 이해

해야 한다.18)

이런 유형의 글은 동기부여를 하여 발표하게 하고 모둠

토의로 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게 한 후 전체토론으로 

이어가거나, 텍스트 관련 문제를 만들어 예습과제로 답변

을 준비하게 해서 소크라테스 대화법으로 확인하고 코멘

트하면서 해설 강의를 하면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읽기를 시도하다 좌절감만 안긴 

채 수업이 끝날 수 있다. 문학적인 표현과 철학적인 주장

이 섞여있는 글은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글이

다. 비유와 개념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습, 발표, 모둠토의, 질문과 답변, 강독과 해설의 

과정을 적절히 조합하는 복합적인 교수법이 필요하다. 이 

글은 해설을 할 때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문학적

인 비유를 적절히 이용하여 설명하면 효율적이다.19)

로벡은 철학 텍스트로서 적절한 글의 유형을 제시한다

(로벡, 2017: 79~82). 그에 따르면, 철학 텍스트는 대개 

논문의 형식을 취하는데 여기서 부분발췌는 맥락을 놓칠 

수 있고, 긴 텍스트는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없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 고전, 몽테뉴의 수상록 

같은 철학 에세이, 편지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리스 고

전의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독자의 사유흐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글로 쓰인 대화가 수업에서의 대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한편 몽테뉴의 글은 작품의 배경과 

동기, 철학하기의 내러티브 형식을 통해 저자가 ‘어떻게 

철학하는지’ 볼 수 있다고 한다. 편지도 친근한 형식으로 

쉽게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둔 성찰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텍스트들의 특징은 말하기와 쓰기가 적절히 

혼합된 형식으로서 읽고 대화하면서 수업하기에 적당하

다고 말한다.

로벡이 제안한 내용은 텍스트를 선정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몽테뉴의 �수상록�이 철학 텍스트로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꼭 이런 유형의 글이 항상 교양수업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파스칼의 �팡세�나 부버의 �나와 

너�는 수업하기에 난감한 텍스트이다.

“346 사유는 인간의 위대함을 만들어준다.

348 생각하는 갈대. 내가 나의 존엄성을 찾아야 

하는 것은 결코 공간에서부터가 아니라 나의 사유

의 규제에서부터이다. 많은 땅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갖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주는 

공간으로써 나를 하나의 점처럼 감싸고 삼켜버린

다. 나는 사유로써 우주를 감싸버린다.

18)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die wahre Sprache’를 ‘진정한 언어’로 ‘eine Sprache der Wahrheit’를 ‘진리의 언어’로 번역한다. 우리말이나 독일어나 이 말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플라톤의 용어를 빌려 ‘진정한 언어’를 ‘이데아’의 언어, ‘진리의 언어’는 ‘이데아’의 언어를 현실에서 찾은 언어(만일 

있다면)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겠다.

19) 숲의 비유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작가를 목수 원씨로 비유하여 자신의 숲에서 나무를 골라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한다고 

해보자. 그는 피톤치드가 나오는 건강에 좋은 집을 ‘아이디얼 하우스’로 꿈꿔, 이를 짓기 위한 적합한 재목을 자신의 숲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는 소박하고 

일차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런데 이를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숲의 나무들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그 목수는 숲에서 

가장 적당한 재목인 소나무를 골라 집을 짓는다. 번역가는 또 다른 숲에 사는 목수 변씨라고 하자. 그도 목수 원씨를 따라 피톤치드가 나오는 집을 짓고 싶은데, 

그의 숲에는 소나무가 없다. 그러나 다행히 피톤치드가 더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가 있어 집을 지을 수 있었다. 피톤치드가 나와 건강에 좋은 나무가 ‘진정한 

나무’라면, 이에 부합하는 나무가 ‘진리의 나무’이고 현실의 숲 속에 있는 소나무와 편백나무는 주어진 여건에서 찾은 최선의 진리에 부합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 목수 변씨가 자신의 숲에 없는 소나무를 굳이 찾지 않고 남의 숲 밖에서 소나무를 ‘피톤치드가 나오는 나무’로 총체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숲에서 

편백나무를 고르는 것처럼 번역자는 자신의 언어의 숲에서 ‘진리의 언어’에 부합하는 번역어를 찾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작가가 ‘진정한 언어’를 표현하는 

데 실패할지라도 번역자는 작가의 의도를 알아채어 ‘진리의 언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벤야민이 생각하는 번역자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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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인간의 위대함은 그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

을 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 나무는 비참하다는 

것을 모른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비참하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

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위대함이다. ...

400 인간의 위대함. 우리는 인간의 영혼을 매우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시당하거나 영혼이 존중받지 못하면 참

을 수가 없다. 인간의 모든 행보는 이와 같은 존중

에 있다.”(미네르바 교양대학 교재편찬위원회, 

2017: 53~55, 이탤릭체 강조는 원문을 따름)

위의 인용문은 인문학 교재에 실린 �팡세�의 일부분이

다. 이런 잠언 형식의 글이 철학적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바로 철학수업에 적당한 텍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과 

우주, 인간을 다루는 추상적인 주제라서 그럴 수 있지만, 

교수자 입장에서 어떤 교수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서지 않는다. 철학수업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을 분석하고 용어의 쓰임을 밝히고 논증구조를 검토

하면서 이루어진다면, 이 글은 이 방식에 잘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인간이 작은 존재로서 우주까지 사유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갈대이고 인간의 비참함을 아는 위대한 

영혼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강의

를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공허한 내용이 될 수 있다. 파스

칼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장에서 인간이 동시에 갖는 

위대함과 비참함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종교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수업이 가능하다. 이 텍스트로 학생들이 발표

를 하면 잘할까? 토론수업을 한다면 주제를 도대체 무엇

으로 잡아야하나? 이런 의문과 관련, 교재에서 이 텍스트

에 해당되는 문제를 살펴봤다.

“만약 무신론자인 철학자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과학자가 있다면, 두 사람이 우주와 인간이라

는 주제로 토론을 할 경우 종교 또는 신(神)의 위상

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려고 할 것인지를 양자의 

기본 입장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양자 간 토론

을 과학과 철학, 종교와 과학, 논리와 상식, 관습과 

편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화의 형식으로 

재구성해서 필자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시오.”(미

네르바 교양대학 교재편찬위원회, 2017: 58)

바칼로레아 철학시험보다 훨씬 까다로워 보이는 이 문

제는 실로 오랫동안 준비하여 몇 시간을 서술해야 할 내용

이다. 교양수업 시간에 이런 주제로 발표하거나 토론하기에

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이런 유형의 텍스트는 철학의 

주제를 다루지만 문학작품의 형식을 갖춘 글이다. 이런 텍

스트에 적절한 문학 텍스트 교수법이 따로 필요해 보인다.

4.3 문맥(논증구조)이 중요한 텍스트 교수법

교실 현장에서 학생과의 소통이 중시되는 수업방식은 

발표와 토론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수업에 적합한 

논증구조를 갖춘 철학 텍스트와 교수법의 관계를 살펴본

다. 다소 길지만 싱어의 �실천윤리학�에서 ‘인간과 동물

의 차이’를 논의한 부분을 인용해보자.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사실은 서구문명의 대부분의 역사 중에 의심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가정의 기초가 훼손된 것은, 

우리가 동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다윈이 발견

함에 따라, 하느님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 불멸의 

영혼을 넣어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의 신빙성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동

물간의 차이가 종류의 차이(the difference of kind)

라기 보다는 정도의 차이(the difference of degree)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

들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기준을 찾아 나섰다. 

지금까지 이러한 경계선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폐

기되었다. 예를 들어서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한다

는 사실이 주장되곤 했다. 그러나 갈라파고스 섬의 

딱따구리는 나무의 틈 속에서 벌레를 파내기 위해

서 선인장 가시를 사용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다른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도, 

인간만이 유일하게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주

장되었다. 그러나 구달(Jane Goodall)은 탄자니아

의 정글에 사는 침팬지가 나뭇잎을 씹어 물을 적실 

스펀지를 만들고, 벌레를 잡을 도구를 만들기 위해 

가지에서 잎을 훑는 것을 발견했다. 또 언어의 사용

이 인간과 동물의 경계라고 주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침팬지와 고릴라와 오랑우탕은 귀머거리

의 수신호인 미국식 수화(Ameslan)를 배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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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와 돌고래는 그들 나름의 복잡한 언어를 가지

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인간과 동물 간에 경계선을 그으려는 이러한 

시도들이 실제상황과 일치해서 성공한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아무런 도덕적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벤담이 지적한 것처럼, 한 존재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도구를 만들 수 없다

는 것이 그 존재의 고통을 무시할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 어떤 철학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동물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추론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 즉 자의식(self-consciousness)을 가지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동물들은 순간순간으로만 살고 있으

며, 그리고 자신을 과거와 미래를 가지는 개별적 존

재로 보지 못한다. 동물들에게는 자율성(autonomy), 

즉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율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

가 어떤 점에서는, 자신을 과거와 미래를 가지는 

개별적 존재로 볼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존재보다도, 더 가치롭고 도덕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주장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자율적이

고 자의식적인 존재의 이익이 일반적으로 다른 

존재의 이익보다 도덕적으로 우선권을 갖는 것은 

마땅하다.”(싱어, 1997: 99-100)

이 텍스트의 첫 단락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가 있다는 통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하나

하나 반박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첫 단락을 보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

고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전이 있는데, 

다음 단락에서 인간만이 자율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라

는 철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이를 옹호한다. 이 글로 

수업을 해보니 어떤 학생들은 첫 번째 단락을 읽고 결론을 

내리고, 두 번째 단락의 부분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 선입

견이 오독을 이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는 

글을 읽으면서 흔히 나타나는 나쁜 성향을 지적하는데 

유익하다. 한편 텍스트를 끝까지 주의 깊게 읽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논점을 정리하기 편하고, 기존의 상식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은 호기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반론이 타당

한지, 재반론은 가능한지, 발표자가 구체적인 주장들을 

소개하면서 쟁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학생들이 발표하고 

토론하기 좋은 주제와 논점, 논증구조를 갖춘 텍스트이다.

이런 텍스트는 발표와 모둠토의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기에 좋다. 수업과정을 나누

어 살펴보면, 우선 발표자 이외의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텍스트를 미리 읽고 질문할 거리를 준비하게 한다. 그리고 

발표자가 발표한 후, 모둠토의를 통해 발표자가 제안한 

쟁점에 대한 의견과 질문 사항을 조율하게 한다. 전체토론 

시간에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조별로 모은 의견을 논의하

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한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

면 과제로 부과해 자신의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물론 교수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여할 수 있다. 쟁점토론과 관련, 토론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방식대로 텍스트의 논증을 재구성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 텍스트의 

논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논거가 논지를 적절하게 뒷받

침하는지 각자 판단하게 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논증을 

찾는 방식으로 토론의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다.

발표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보면, 

교수자는 발표자에게 발표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 줘, 수업

시간에 더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을 찾아 발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학생들은 텍스트를 철저히 

분석하는 대신에 검색창에서 찾은 배경지식, 저자약력, 

텍스트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형식에 머무를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학점을 따기 위해서 발표는 해야겠는데, 발표수업

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의 궁여지책이

다. 그리고 교수자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게 역할을 분담하여 조정하거나 직접 사회자가 되어 

논제에 벗어나는 발언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전체토론을 

이끌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토론이 끝나면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향을 알려준다.

일정상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은 발표

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발표 지원자가 없더라도 학생주도

수업이 필요하다면, 모둠토의를 적극 활용한 토론수업이 

가능하다. 그 과정을 그려보면, 먼저 교수자가 모둠의 인

원에 맞게 질문을 만들어 학생들이 답안을 준비하게 한다. 

예를 들어 총 40명이 수강하는 수업에서 한 모둠에 6~7명

이 편성되어 총 6모둠이 구성됐다면, 5~6개의 질문이 적

당하다. 수업시간이 되면 답변을 준비한 학생들이 1차 

모둠토의를 하여 질문마다 한 학생씩 분담하여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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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다. 정리할 질문을 맡지 못한 학생들은 모둠토의 

내용을 토대로 전체토론에서 질문할 내용을 따로 준비한

다. 1차 토의가 끝나면 같은 답변과 질문을 정리한 사람끼

리 따로 모둠을 이룬다. 이렇게 다시 새로 모인 구성원끼

리 2차 모둠토의를 하여 1차 모둠에서 정리한 내용을 다시 

취합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두 단계의 모둠토의를 거쳐 

각자의 의견을 종합한 답변을 발표하고 전체토론을 이어

간다. 물론 이에 걸리는 시간은 교수자가 잘 배분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발표자 주도 없이 전체인원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토론수업이 가능하다.

5. 맺음말

대학에서 통합 인문학 과정이 급하게 개설되어 교재도 

없이 강의가 시작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수업

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강의개설 취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 교재로 선택된 텍스트의 부적합성, 교수자의 

비전문성, 일방적인 강의방식과 적합하지 않은 주제에 

대한 토론 등 많은 문제들이 이 연구의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의 단초가 텍스트였고, 

적절한 텍스트의 선택과 교수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 생각이 들었다.

이 연구에서 착수한 작업은 우선 교양수업에 적합한 

고전 철학 텍스트를 골라 수업유형에 맞게 나누는 것이다. 

강독과 강의에 적합한지 발표와 토론에 적합한 교재인지 

텍스트 특성을 고려하여 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표가 

개략적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텍스트를 보다 세분하고 

수업구성 항목을 제시하여 그에 맞는 구체적인 교수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물론 이 연구가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세밀한 교수법을 개발하여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철학교육

의 목표에 부응하는 보다 효율적인 교수법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나라에서 철학교육이 청소년 

도덕교육과 어린이 철학교육에 치중된 만큼 학문으로서 

철학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앞으

로 좀 더 연구영역을 확장하여 철학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교수법을 이미 개발된 교육학 연구 성과에서 찾아 접목하

여 정교화 하는 작업을 구상해볼 수 있다. 학문 사이의 

거리와 각자 가지는 관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철학과 

교육학의 연계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두 학문의 전문가들 사이에 관심이 생겨 교류 및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실로 두 학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교양 인문학 교육과정에서도 획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교수법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현장에서 적용되면 

결국 최대 수혜자는 학생이 될 것이다. 철학의 주제에 

대한 사유가 가능해지면서 철학이 실제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

는 올바른 판단기준과 행동지침을 스스로 찾으려 할 것이

다. 그리고 텍스트 읽기와 쓰기, 말하기를 연습하는 학습

과정에서 이해력, 비판적 사유와 논리적 추론능력, 창의적 

발상능력 등이 개발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학 텍스

트를 접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조금이라도 이 연구에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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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how to select and teach philosophical texts in a humanities class within a liberal arts curriculum 

at university. Since 2000, lectures in the humanities have been offered under various class names in many universities as 

one of the required subjects for liberal arts courses. However, the purpose of these lectures has since become ambiguous, 

because the emphasis can vary depending on the instructors' major or individual interests. Thus, in this study we endeavored 

to discover how we might teach the humanities more efficiently. We also attempted to make the goal of humanities education 

much clearer to all involved.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teaching method regarding philosophical texts. This is because philosophy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o these types of lectures. Therefore, I would like to present how one might best select and 

teach any given philosophical text—a process that will conform to the purpose of lectures in the humanities. I shall also 

attempt to justify why the study of philosophy should be of the utmost importance when it comes to liberal arts courses. 

In particular, my study will present a model on how to teach philosophical texts, considering specific elements for the class, 

after classifying the philosophical tex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xts and the type of class being taught.

Hopefully, as a result of this study, effective teaching methods will help students better understand philosophical texts. 

Moreover, I hope it further helps them find the right criteria and guidelines to improve their judgement and behavior, all 

with the aim of allowing them to lead their lives with the aid of philosoph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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