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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시절경험한교사의도덕적행동이대학생의

긍정적 도덕정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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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구(姜仁求)*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 시절 교사의 도덕적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보았거나 실제로 수혜자로서 경험하였을 때 

시간이 지난 후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떠한 긍정적인 도덕정서를 유발하고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하는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는 긍정심리학이 부각되면서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긍정적 도덕정서와 행복정서의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도덕정서간의 차이점도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표적인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 감사, 감

탄과 행복정서인 기쁨에 대하여 감정반응유형, 신체적 감각, 동기화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인성 및 도덕교육내용과 방법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긍정적 도덕정서는 행복

정서와 구별되는 정서로 입증되었으며, 긍정적 정서 간에도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인성 및 도덕교육에서 긍정적인 도덕정서를 반영한 교육이 필요하며,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긍정적 도덕정서에서 나타나는 주요 감정반응, 신체적 감각을 인성 

및 도덕교육의 학습성과를 확인하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긍정적 도덕정서 간에도 상호연계적인 동시에 

구별되는 교육내용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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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는 학창시절 존경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단순히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업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도덕적 

행동과 같은 인격적인 면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학생이 성인이 되고나서도 학창시절 

감명을 받았던 선생님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

로서 대학생활을 하고 대학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도 훌륭한 선생님의 삶에 대한 태도는 

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한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은 교육과정에 있는 위인이나 영웅, 혹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위대한 인물들과 마

찬가지로 학생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학생의 도덕정서와 행동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과연 아동 혹은 청소년기 학생들이 초중등학교 생활

을 거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교사들의 도덕적 행동이 학교생활 당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둘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대학생활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

면서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삶에서 지속적으로 도덕정서 및 행동에 동기화가 되는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학업성취와 같은 지적인 측면과 함께 정

의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긍정적인 도덕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최근 Lee와 Tyler(2013)는 도덕교육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1971년부터 2011년까지 40년 동

안 Journal of Moral Education에 게재된 도덕교육에 관한 영역별 연구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덕추론 혹은 도덕 판단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전체 945편중에서 456편

(48.3%)으로 절반에 가까우며, 정의적 측면의 연구는 199편(21.6%)이었으며, 도덕정서에 대한 연

구는 정서,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59편,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른 

관계성 연구를 포함하여 39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Haidt(2013)는 Kohlberg의 인지적 도덕성 발

달이론을 20세기의 심리학의 두 주류인 행동주의와 정신분석을 극복한 인지적 혁명(cognitive

revolution)의 일부로 보았다. 그리고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21세기에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

의적 혁명(affective revolution), 1990년대 시작된 신경세포의 자동적 흥분을 강조하는 자동성 혁

명(automaticity revolution)을 통하여 도덕심리학 연구의 주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보았

다. 따라서 향후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에서 도덕정서와 같은 정의적인 영역에 대한 연구가 더

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40년간 도덕교육에 대한 분석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도덕정서를 분리하여 빈도수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매개하는 보완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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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목표는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취도 중요하지만 정의적 발달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후 전인적 인격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교

육목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적 측면에서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대안을 찾으려

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서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최근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긍정

심리학분야가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부정적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어떠한 긍정적 정서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긍정심리학자이면서 긍정적인 도덕정서 연구에 촉매 역할을 한 

Haidt(2003a)는 낯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목격했을 때 우리가 왜 정서적으로 영향

을 받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Haidt도 1990년대까지 다른 도덕정서 

연구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역겨움(disgust)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영역에 대한 연구로 시

작하였으나 최근에는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여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Thomson & Siegel,

2013).

긍정심리학은 그동안 핵심주제로서 행복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정서가 모든 정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긍정적인 정서로서 행복이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화되지 못하다고 보고 구체

적인 긍정적인 정서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복과 구별되는 

정서로 타인의 도덕적 행동을 목격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고양(강인구, 2012, 2014; Algoe &

Haidt, 2009; Aquino, Diessner et al., 2014; McFerran, & Laven, 2011; Lewis & Meyer, 2011;

Thomson & Siegel, 2013; Thomson et al., 2014), 감탄(Algoe & Haidt, 2009; Aquino, McFerran,

& Laven, 2011; Shindler et al., 2013, 2014; Sweetman et al., 2013), 그리고 타인의 도덕적 행동을 

자신이 경험한 경우 나타나는 감사(추병완, 2015; Allen et al., 2012; Fox et al., 2015; Kini et al.,

2016; O’Leary & Dockray, 2015)와 같은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 행복은 주로 자신의 과업을 성취했을 때 생기는 긍정적인 정서이지만, 고양, 감사, 감탄은 

타인의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도덕적 행동을 목격했거나 은혜를 입었을 때 나타나 되는 정서적 

반응이다.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도덕적으로 동기화하고 행동을 따라하려는 경향성을 지니게 하

는 정서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긍정적인 정서는 행복과 구별되는 도덕정서라고 할 수 있다

(Algoe & Haidt, 2009; Haidt, 2003b). 긍정적인 도덕정서는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된다. 본 연구는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최근의 선행연구가 지닌 교육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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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최근 연구에서 긍정적인 정서

에서 행복과 구별되는 도덕정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실증적인 교육

적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선행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목격을 하였

거나 유명인사의 도덕적 행동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도덕정서를 연구하였

기 때문에 간접적인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적 시사

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긍정적인 도덕정서 연구동향을 반영

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목격대상 행동을 교사의 도덕적 행동으로 하였다. 타인의 행동 대상을 교사로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생활동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아

동기와 사춘기동안 부모와 함께 실제적으로 가장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접하는 교육적 도덕적 

모델로서 성장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다. 아울러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가 기본적으로 학창시절 동안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위인 혹은 영웅, 일상생

활에서 접할 수 있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덕 정서적 반응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의적인 측면에서 교육적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도덕적 행동의 목격대상이 되거나 학생들이 교사의 도덕 행동을 경험하기도 하

지만,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다. 그동안 교사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학생의 행동의 관계는 주로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교영(2014)은 군중들에게 왕과 대통령이 인격의 이상적 모델로서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교사도 학생들에게 인격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인재(2011)도 독일의 현대 윤

리학자인 Scheler의 인격모범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여 도덕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을 모범자, 도

덕적 치료자, 도덕적 숙고자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무리 뛰어난 도덕적 지식

과 교육방법을 알고 있더라고 교사 가 인격적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도덕교육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혜성(2008)과 진현경(2013)도 교사의 역할 수행에서 학생과의 인

격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학생에게 

도덕정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긍정적인 정서로서 행복과 구별되는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인 동시에 인성 

및 도덕교육적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탐색하

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기와 청소년시절 직간접적으로 목격하였거나 수혜자로서 경

험한 교사의 인격 혹은 도덕적 행동이 성인이 된 대학생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도덕정서적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도덕 정서를 중심으로 초중등학교 

생활동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교사의 바람직한 행동 혹은 태도들이 현재 성인이 된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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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도덕 정서들 중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동기화 되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Cox(2010)의 연구에서 3개월 전 봉사활동을 통해 경험한 

도덕정서로 고양 경험이 다시 회상하였을 때 각성되어 도덕적 고양이 활성화되고 봉사활동과 

같은 도덕적 행동을 다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도 과거 경험했던 도덕정서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다시금 각성될 수 있다고 보고, 초중등학교시절 경험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을 회

상하여 현재의 도덕정서 반응을 보려고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는 긍정적인 도덕정서로는 행복이라는 포괄적인 긍정적 정서와 

구별되는 도덕정서로 고양, 감사, 감탄에 대해 알아보았다. 긍정적 도덕정서 중에서 고양, 감탄,

감사를 택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이 세 가지 도덕정서가 긍정적 도덕정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

고 있고, 친사회적 행동 유발 정서로서 최근 쟁점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기쁨(joy)'

이라는 정서적 영역을 택하여 다른 세 가지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 감사, 감탄과 어떠한 차이

를 보이는가를 살펴보았다. 고양, 감사, 감탄을 차별적인 도덕정서로 구분하여 분석한 이유는 최

근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가 도덕정서들 간의 정서적, 행동적 반응의 차이를 규명하려

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 시절 경험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긍정적 도덕정서영역별로 현

재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감정적 반응, 신체적 정서반응,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행동에 대한 동기화 수준을 분석하였다. 여러 선행연구(Algoe & Haidt, 2009; Diessner et al.,

2013; Fredrickson, 1998; Haidt, 2003b)에서 정서와 신체적 반응은 밀접한 동반적 관계있다고 보

고 있다. 따라서 감명 깊은 행동이라면 상당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정서적인 감흥이 있을 것이고,

당시 경험한 도덕정서가 다시금 각성된다면 신체적 반응(예를 들면 “가슴이 따뜻해짐”)이 다시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정서적 경험이 동기를 유발하여 행동을 하게하는 인지적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Schwarz & Clore, 2007; Baumeister et al., 2007)에서 도덕정서와 신체적 감각,

동기유발은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긍정적 도덕정서와 도덕적 행동

1. 긍정적 도덕정서: 고양, 감사, 감탄을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모두 개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중에서 어느 정서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부정적인 정서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가 우리의 삶에서 신체적, 심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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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안정적이고 행복감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Fredrickson, 1998).

긍정 심리학에서 정서에 대한 관점은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부정적

인 정서는 자기의식 정서로 자기반성적이고 자기평가적인 정서로 혐오(disgust), 수치심(shame),

분노(anger)와 같은 정서이다(Tangney et al., 2007). 반면에 긍정적인 정서로는 기쁨(joy), 흥미

(interest), 만족(contentment), 사랑(love) 등이 있으며(Fredrikson, 1998), 이와 같은 긍정적인 정

서는 '행복감(happiness)'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Lazarus, 1991). Gray와 

Wegner(2011)는 긍정적 도덕정서와 부정적 도덕정서를 유발하는 목격대상을 분류하여 제시하

였다.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과 영감은 주로 영웅에 의해 생기고, 은인에 의해서 생기는 긍정적

인 정서는 구원(relief)과 행복, 악인에 의해 생성되는 정서는 분노와 혐오감 같은 부정적인 도덕

정서이며, 희생자에 의해 생기는 정서는 동정심과 슬픔으로 분류하였다.

부정적인 도덕정서와 긍정적인 도덕정서 중에서 어느 영역이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데 더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부정적인 도덕정서가 종종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Stuewig 외(2010)는 4개 표집집단을 대상으로 

도덕정서인 수치심과 죄의식과 공격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죄의식은 방어적인 정서

로 3개 표집에서 공격성과 역 상관을 보였지만 수치심은 부정적인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인 정서가 부정적인 정서보다 더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도덕정서는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긍정심리학에

서 행복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도덕정서도 유사한 영역으로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정서 중에서 도덕정서는 타인의 도덕적 행동을 보았

을 때 가지는 정서적 반응이고 행복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니게 되는 기쁨과 같은 만족감에 

의해 생기게 되는 정서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정서 중에서 고양, 감사, 감탄은 긍정적인 도덕정

서이지만 행복은 긍정적인 도덕정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Algoe와 Haidt(2009)는 긍정적인 

도덕정서와 행복을 구별하여 정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긍정적인 도덕정서로서 고양, 감사,

감탄과 같은 도덕정서와 행복의 주요 특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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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양, 감사, 감탄, 행복(기쁨)의 주요 특징

고양 감사 감탄 행복(기쁨)

유인가

(elicitor)

미덕의 기준을 

초과하는 타인들

관찰자를 위해 

좋은 행실을 

보인 타인들

재능 혹은 기

능 기준을 초

과하는 타인들

하나의 목표를 

행하거나 성취 

성과

감정 표시

(feeling label)
아무것도 없음 감사 감탄 행복

신체적 감각

(physical sensation) 
가슴이 따뜻함

예측할 수 없

음
활력이 있음 활력이 있음

동기

(motivations)

좋은 행동함, 

더 좋은 사람

이 되려고 함  

은인에게 보답, 

은인을 공개적

으로  칭찬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함, 

타인 칭찬

축하, 열정 소비, 

좋은 감정을 타

인에게 말함

관계 결과

(relationship 

consequences)

일반적으로 타

인들에게 개방

적임

은혜를 베푼 

사람과 긴밀한 

관계 원함

가까워지거나 

환심을 사려함
아무 것도 없음

고양(elevation)은 타인의 도덕적 행동을 목격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가슴이 따뜻해지고,

목이 메는 것과 같은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동반한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사회적 결속을 촉진한다. 고양에서 개인차를 보이는 사람은 가치 있는 자선뿐만 아니

라 타인에 대한 배려, 감정이입, 사랑에서도 차이를 보인다(Diessner et al., 2013). 또한 고양은 

감사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거나 온정을 느끼게 된

다. 고양은 도덕적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동기화하고 목격한 

경험을 따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루한 과제를 수행하는 실험에서 고양조건의 참가자들이 통

제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더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nall et al.,

2010). Cox(2010)의 연구에서도 실험결과 대학생들이 장기간의 자원 봉사를 유지시키는 긍정적 

도덕정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eedman 외(2009)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도덕정서인 

고양으로 인해 기부행위를 할 때 사회적 지배지향성(SDO: 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의 부

정적인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구(2014)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도덕적 사례를 

많이 경험할수록 도덕적 고양이 증진되며, 혐오감에 의해 도덕적 각성을 유발하는 비도덕적 사

례보다 도덕적 사례가 도덕적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gratitude)는 다른 사람의 친절한 행동으로부터 생기는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도움 혹은 

격려를 받았을 때 생기는 긍정적인 정서이다. 그리고 고양, 감탄과 같은 긍정적 도덕정서에 비해 

관계형성에 대한 동기가 가장 강력하다(Algoe & Haidt, 2009). 감사는 긍정적인 도덕정서로 공

감대, 감정이입,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도덕정서이다. 그리고 사람을 도울 때 생기는 사회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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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호혜성으로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도움을 준다(Fox et al., 2015; Kini et al., 2016). 감사는 

고양과 마찬가지로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지만, 직간접적인 도움과 같은 사회적 교환적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McCullough et al., 2001), 타인의 모범적 행동을 목격하는 것만으로 생성되

는 고양과는 유인가에서 차이가 나는 도덕정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감사에 대한 연구는 뇌의 반응부위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Kini 외(2016)

는 감사 편지작성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후에 행동적 변화와 두뇌 활동의 변화

를 탐색해본 결과, 감사에 대한 행동이 증가하였으며, fMRI를 촬영한 결과  내측 전두엽피질에 

감사에 의한 뇌 변조가 의미 있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 개입이 유념

(mindfulness)개입(Allen et al., 2012; O’Leary & Dockray, 2015)과 선행 실천(Kerr et al, 2015)에

서도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로는 추병완(2015)이 긍정적인 도덕정서

로서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 도덕적 및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킨다

고 언급하고 있다.

감탄(admiration)은 재능 혹은 기능이 뛰어난 타인을 목격하였을 때 생겨나는 정서이지만, 감

탄도 고양과 감사처럼 긍정적 도덕정서이다. Haidt(2003a), Ortony 외(1988)와 최근 감탄의 도덕

적 의미를 철학적으로 규명한 Zagzebski(2015)는 감탄이란 긍정적 도덕정서로 존중, 존경, 경외

심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Immordino-Yang과 Sylvan(2010)도 신경생리

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직감(gut feeling)과 같은 무의적인 정서적 반응을 동반하는 과정도 도덕

적 행동의 내재적 동기가 될 수 있으며, 감탄이 그러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감탄은 이러한 맥락에서 고양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고양과 감사가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

는 사람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면 감탄은 무 도덕적(non moral)이라도(비도덕적이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님), 업적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반응하는 정서라는 점에서(Algoe & Haidt,

2009), 고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양이 편향되지 않고 보편적 도덕적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감사와 감탄에 비해 가장 전형적인 긍정적 도덕정서라고 할 수 있다

(Haidt, 2003b). 본 연구는 고양과 구별되는 긍정적 도덕정서로 탐색하기 위해 무도덕적인 개념

을 포함하였지만 교사의 행동에 대한 정서반응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 

도덕정서로서 범주화하여 신체적 감각과 동기화 내용을 탐색하였다.

2. 긍정적 도덕정서와 도덕적 행동

도덕정서는 도덕적 표준과 도덕적 행동을 연결시켜주는 인간의 중요한 도덕장치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표준은  도덕적 규준에 대한 개인의 지식이며 내면화된 것이다. 사람들의 도덕적 

표준은 범우주적인 도덕률과 특별한 문화적 준거로 구성된다. 도덕정서는 사람들의 행동적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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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혹은 집착이 부족한 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Tangney et al., 2007).

최근 고양에 대한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와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Thomson과 Siegel(2013)은 도덕성의 조정자로서 도덕적 행동, 고양,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의 관

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도덕적인 행동에 노출된 사람들은 고양과 같은 도덕정서가 활성화되어 

친사회적 행동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인 Thomson 외(2014)의 연구에서는 최

근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양과 멘토링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고양

이 멘토와 멘토링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활성화해주는 잠재적인 기제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Van De Vyver와 Abrams(2015)는 타인의 선행을 목격했을 때 생기는 고양과 타

인의 비도덕적 행동을 목격하였을 때 생기는 격분이 어떠한 유형의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가

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고양과 분노 모두 타인을 도우려는 행동이 증가하지만, 고양만이 생길 

때는 자비로운 행동이 증가하고, 격분만할 때는 친사회적 정치적 행동과 같은 정의로운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kamura 외(2009)의 연구에서 멘토링이 친사회적 행동과 고양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Vianello 외(2010)는 고양과 리더십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도자가 윤리적일수록 조직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조직구성원들에게서 고양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였다. Schnall 외(2010)도 선행을 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목격하

였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행동을 하려는 이타주의적인 희망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Landies 외(2009)는 긍정적인 도덕정서인 고양을 경험한 빈도와 도덕적 이타주의적 행동의 가능

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양을 많이 경험할수록 이타주의적 행동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대한 연구도 고양과 유사하게 친사회적인 관계 도덕적 행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Algoe 외(2010)는 2주에 걸쳐 파트너와 관계에 대한 일일 리포트 작성을 통하여 감사

와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감사가 사람사이에 더 낭만적인 관계를 활성화해주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와 신세는 은혜에 대해 다르게 유인가를 지니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연구자들은 이 두 정서적인 반응에 대한 남녀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신세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나타났으나, 상호작용에 의한 감사에서는 남녀 모두 하루가 다르게 

관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lett와 DeSteno(2006), Barlett 외(2012)의 연구에서

도 감사가 친사회적 행동 혹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탄에 대한 연구도 타인의 미덕을 보면서 감탄하여 인간관계와 바람직한 도덕적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Immordino-Yang & Sylvan, 2010). Sweetman 외(2013)는 감탄이 사회적 위계를 조

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첫 증거를 제시하였다. 합법적인 지위관계를 조작하는 경

우, 지배하는 대상에 감탄에 영향을 주어 정서적으로 사회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인 행

동 경향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감탄의 대상이 체제 전복적인 순교자일 때, 현 체제에 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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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목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의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탄을 느끼는 사람들은 

외집단(outgroup)에 대해 감탄은 증가하고 외집단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

려는 경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소재 C 대학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에 대해 부분

적으로 응답한 학생을 제외한 203명(남자 40명, 여자 16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긍정적 정서영역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설문조사에 충실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루어졌

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려는 고양, 감사, 감탄과 같은 긍정적 도덕정서와 행복정서와 관련된 사

전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 전에 심리학, 교육학, 철학 같은 인문사회학적 학습경험 유무를 

질문하였으며, 사전 기초지식이 있는 학생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은 학기 초에 실

시되었으며, 설문작성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 측정도구

측정도구로 사용한 설문은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 감사, 감탄, 그리고 행복정서인 기쁨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4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이러한 지문에 대하여 학생들이 초중등학교 시절 교

사의 도덕적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였거나 직접 경험한 일을 회상하여 현재의 감정반응유

형, 신체적 감각, 그리고 동기수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고양, 감사, 감탄, 기쁨에 대한 

지문은 Algoe와 Haidt(2009), Vianello 외(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지문을 번역하여 사용하였

다. 다만, 선행 연구의 지문에서 상황목격대상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부합하는 초중등학교에서 경험한 선생님의 사례로 바꾸어서 사용하였다. 지문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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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긍정적 정서영역과 지문내용 

정서영역 지문내용

긍정적 

도덕

정서

고양

당신이 인간성이 고귀하고 훌륭한 품성을 지닌 선생님을 언제 보았는지 구

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훌륭

하고 명예롭거나 자비로운 일을 한 선생님을 목격한 상황을 하나 선택하십

시오. 

감사

학창시절 선생님이 당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을 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선생님이 친절하였거나 도움을 주었거나 혹은 

관대하게 대해 준 상황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감탄

당신이 역경을 극복한 선생님을 보았을 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그

리고 선생님이 성공적으로 장애 혹은 난관을 극복한 상황을 하나 선택하십

시오. 

행복

정서
기쁨

초중등학교 시절 학생으로서 당신에게 정말로 좋은 일이 발생했던 때를 구

체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희망하고 원했던 일이 발생했던 상

황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고양, 감사, 감탄과 관련된 감정반응유형, 신체적 감각, 동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Algoe와 

Haidt(2009)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Vianello 외(2010)는 Algoe와 Haidt(2009)의 측정도구를 

타당화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한 결과, 정서반응은 .90, 신체적 감각

은 .70, 동기수준은 .70으로 세 유형설문의 평균표준화 문항 부하 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세 영역 

간 상관계수는 .53, 신뢰도는 α= .82로 나타났다.

설문은 긍정적 정서영역별(고양, 감사, 감탄, 기쁨)로 감정반응유형, 신체적 감각, 동기수준으

로 구성되었다. 설문은 긍정적 정서영역별로 제시된 각각의 상황 지문을 읽고 나서 세 가지 유형

의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감정반응유형은 ‘감사함’, ‘경이로움(놀랍고 신비로움)’, ‘감동스러

움’, ‘행복함’, ‘즐거움’, ‘존경스러움’, ‘자랑스러움’, ‘좋은 영감을 줌’, ‘고무됨(힘을 받아 용기가 

생김)’, ‘사랑스러움’, ‘흥겨움’으로 11개의 선택지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반응 중에서  그 당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를 하나 선택하는 것이다. 신체적 감각은 ‘활기

참’, ‘심장박동 증가’, ‘얼굴이 달아오름’, ‘가슴이 따뜻해짐’, ‘목이 멤’, ‘근육 이완’, ‘근육 긴장’,

‘소름이 돋음’, ‘웃음’, ‘가슴이 벅차오름’으로 10개의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당시의 신체

적 감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여 다중반응을 측정하였다.

동기화 내용은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는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사람

에 대해 알고 싶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나는 그 사람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라는 확신을 느낀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

가 하고 싶다.’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다.’ ‘나는 성공하고 싶

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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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된 상황지문을 읽고 나서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동기수준을 

9단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가장 낮은 점수는 1점, 가장 높은 점수는 9점으로 하였다. 9단계 평

정점수는 Algoe와 Haidt(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동기수준의 평정점수를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긍정적 정서영역별로 감정반응유형, 신체적 감각, 동기수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긍정적 정서 영역별, 영역간 감정반응유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하였다. 신체적 

감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반응분석(multiple response method)과 χ2 검증을 하였다.

긍정적 정서간 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z 검정을 하였다. 긍정적 정서로 인해 

발생할 신체적인 감각을 살펴보기 위해 신체적 감각을 이분변수로 보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하였으며,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 감사, 감탄과 행복 정서인 기쁨의 신

체적 감각이 발생할 가능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긍정적 정서를 범주형 독립변인으

로 하고, 기쁨을 참조변인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기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하였으며, 긍정적 정서영역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urkey 사후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자료는 SPSS 1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긍정적 정서영역에 따른 감정반응유형의 차이

긍정적 정서영역인 고양, 감사, 감탄, 그리고 기쁨에 따른 감정반응 유형은 유사한 반응을 보

이는 유형도 있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유형도 있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양’

지문에서는 ‘존경스러움’이 가장 빈도수가 많았으며, ‘감사’지문에서는 같은 감정반응인 ‘감사함’

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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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긍정적 정서영역에 따른 감정반응유형의 차이 (N=203)

           단위: 명

감정반응유형
긍정적 도덕정서 행복정서

고양 감사 감탄 기쁨

감사함 39a 104b 4c 59d

경이로움 10a 3b 59c 22d

감동스러움 17a 21a 23a 14a

행복함 4a 8a 3a 67b

기쁨 3ab 8bc 0a 12c

존경스러움 89a 13b 53c 0d

자랑스러움 15a 1b 7a 16a

좋은 영감을 줌 9a 7a 21b 1c

용기가 생김 15a 37b 33b 9a

사랑스러움 2a 0a 0a 0a

흥겨움 0a 1a 0a 3a

전 체 203 203 203 203

주. 알파벳 첨자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 동일한 알파벳이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다른 알파

벳임. 진한 숫자는 정서영역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감정반응 유형임. 감탄과 기쁨은 빈도가 비슷한 감정반응

유형을 하나 더 표시하였음.

‘감탄’지문에서는 기대되는 반응인 ‘경이로움’이 가장 빈도수가 많았으며, 두 번째 빈도수는 

‘고양’과 마찬가지로 ‘존경스러움’이 많았다. 행복정서인 ‘기쁨’지문에서는 기대되는 반응인 ‘행

복함’이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감사함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던 ‘감사함’이 많았다.

또한 이와 같이 각각의 긍정적 정서영역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감정반응유형은 정서

영역 간 차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p<.05 수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은 ‘존경스러

움’(n=89), 감사는 ‘감사함’(n=104), 감탄은 ‘경이로움’(n=59), 기쁨은 ‘행복함’(n=67)에서 가장 높

은 빈도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감정반응유형별 정서영역 간 차이에서도 빈도수가 매우 적은 ‘사랑스러움’과 ‘흥겨

움’그리고 ‘감동스러움’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서영역 간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거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감정반응 유형 중에서 ‘행복함’은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n=4), 감사(n=8), 감탄(n=3)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행복 정서인 

기쁨(n=67)과는 세 영역 모두 유의미한 차이(p<.05 수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긍정적 정서 영역 간에 감정반응유형에서 두드러진 하나 혹은 두 가지 유형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감정반응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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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적 정서영역에 따른 신체적인 감각의 차이

긍정적 정서영역에 따른 신체적 감각의 차이는 10가지 정서적 신체반응으로 분석하였다<표 

4 참조>. ‘고양’지문은 ‘가슴 따뜻해짐’(n=123)이 빈도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웃

음’(n=77), ‘가슴이 벅차오름’(n=62), ‘활기 참’(n=41)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감사’지문은 ‘고양’

과 마찬가지로 ‘가슴이 따뜻해짐’(n=125)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웃음’(n=73), ‘가슴

이 벅차오름’(n=69), ‘활기 참’(n=54)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감탄’지문에서도 ‘고양’, ‘감사’와 마

찬가지로 ‘가슴이 따뜻해짐’(n=97)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고양’, ‘감사’와 달리 네 번째로 

‘소름이 돋음’(n=34)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행복정서인 ‘기쁨’지문에서는 ‘심장 박동 증

가’(n=108)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가슴이 벅차오름’(n=106), ‘웃음’(n=100), ‘활기 참’(n=96)

순으로 빈도수가 많게 나타났다.

<표 4> 긍정적 정서영역에 따른 신체적인 감각의 차이 (N=203)

                  단위: 명

신체적 감각
긍정적 도덕정서 행복정서

고양 감사 감탄 기쁨

활기참 41a 54a 33a 96b

심장박동 증가 19a 27a 24a 108b

얼굴이 달아오름 18ab 27b 8a 57c

가슴이 따뜻해짐 123ab 125b 97a 39c

목이 멤 13a 29ab 29ab 36b

근육 이완 4a 9a 4a 4a

근육 긴장 12a 8a 5a 7a

소름이 돋음 21ab 9b 34a 31a

웃음 77ab 73b 45c 100a

가슴이 벅차오름 62a 69a 69a 106b

주. 알파벳 첨자는 p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 동일한 알파벳이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다른 알파

벳임. 진한 숫자는 정서영역별로 다중응답분석결과 가장 빈도수가 높은 상위 4개 신체적인 감각임.

신체적 정서반응 중에서 ‘가슴이 따뜻해짐’은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n=123), ‘감사’(n=125),

‘감탄’(n=97)에서만 빈도수가 행복정서인 ‘기쁨’(n=39)과 유의미한 차이(p<.05 수준)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 이러한 신체적 정서반응은 행복정서가 아닌 긍정적 도덕 정서의 특징적 반응이라

고 할 수 있다. ‘심장박동 증가’(n=108)는 세 가지 긍정적 도덕정서와 달리 행복정서인 ‘기쁨’에

서 두드러지게 많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도덕정서와 

차별적인 행복정서의 신체적 정서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활기 참’, ‘가슴이 벅차오름’에서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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쁨’의 빈도수(n=106)와 세 가지 도덕정서가  유의미한 차이(p<.05 수준)를 보이고, ‘웃음’에서도 

‘고양’(n=77)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도덕정서와 유의미한 차이(p<.05 수준)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 도덕정서와 행복정서와는 신체적 정서반응에서 그 유형에 따라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긍정적 정서영역에 따른 신체적인 감각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203)

신체적 감각

긍정적 도덕정서 행복정서

고양 감사 감탄 기쁨

Wald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활기참 31.82 .28*** 18.26 .40*** 41.85 .22*** 54.68***

심장박동 증가 73.91 .09*** 64.18 .13*** 68.16 .12*** 131.21***

얼굴이 달아오름 22.62 .25*** 13.01 .39*** 32.85 .11*** 47.70***

가슴이 따뜻해짐 66.52 6.46*** 69.25 6.74*** 35.27 3.85*** 84.83***

목이 멤 11.36 .32*** .89 .77*** .89 .77*** 11.49***

근육 이완 .00 1.00*** 1.88 2.31*** .00 1.00*** 3.47***

근육 긴장 1.35 1.76*** .07 1.15*** .34 .71*** 3.25***

소름이 돋음 2.18 .64*** 11.93 .26*** .16 1.12*** 16.42***

웃음 5.27 .63*** 7.29 .58*** 31.16 .29*** 31.33***

가슴이 벅차오름 19.30 .40*** 13.58 .47*** 13.58 .47*** 24.45***

주. *: p<.05, ** p<.01, *** p<.001 . 행복정서인 ‘기쁨’을 참조변인으로 하여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 감사, 

감탄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음. 진한 숫자는 참조변인인 기쁨에 비해 발생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임.

긍정적 정서영역에 따른 신체적 정서반응의 발생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가슴이 따뜻해짐’에

서 행복정서인 ‘기쁨’ 보다 ‘고양’은 6.46배, ‘감사’는 6.74배, ‘감탄’은 3.85배 유의미하게 높은 것

(p<.001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슴이 따뜻해짐’은 발생가능성에서 행복정서와 구별되는 

긍정적 도덕정서의 신체적 정서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슴이 따뜻해짐’을 제외한 다른 신체적 

정서반응은 긍정적 도덕정서가 행복정서인 ‘기쁨’에 비행 발생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이 멤’, ‘근육이완’, ‘근육긴장’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3.  긍정적 정서영역별 동기 수준

긍정적 정서영역별 동기수준은 10가지 동기화내용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표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네 가지 긍정적 정서영역에서 고르게 9점 척도에서 6점에서 7점사이의 높은 동기

화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람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라는 확신을 느낀다’에서는 

긍정적 도덕정서 중에서는 ‘감사’(6.04)와 행복정서인 ‘기쁨’(6.74) 간에 동기화 수준에서 유의미

한 차이(p<.05 수준)를 보였으며, ‘고양’과 ‘감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p<.05 수준)를 보였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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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에서는 ‘고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도덕정서인 ‘감사’(6.74)와 

‘감탄’(6.70)에서 행복정서인 ‘기쁨’(7.26)과 유의미한 차이(p<.05 수준)를 보였다. 나머지 동기화 

내용에서는 긍정적 정서 영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정서영역별 동기 수준 (N=203)

긍정적 도덕정서 행복정서

동기화 내용 고양 감사 감탄 기쁨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7.48a 7.39a 7.17a 7.46a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
7.29a 7.01a 6.97a 7.25a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8.14a 7.86a 7.99a 7.91a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다
7.34a 7.27a 7.30a 7.33a

그 사람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라는 확신을 느낀다
6.52b 6.04a 6.34ab 6.74b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 6.71a 6.89a 6.71a 7.14a

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해 부정

적인 말을 하고 싶다
2.07a 2.01a 2.00a 2.05a

성공하고 싶다 8.03a 7.95a 7.89a 8.19a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

하고 싶다
7.60a 7.33a 7.34a 7.46a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7.03ab 6.74a 6.70a 7.26b

주. 알파벳 첨자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 동일한 알파벳이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다른 알

파벳임. 진한 숫자는 동기수준에서 긍정적 정서영역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임.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초중등학교시절 경험한 선생님의 도덕적 행동에 대해 어떠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그러한 정서적 경험이 동기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최근 긍정심리학과 함께 도덕성 연구에서도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긍정적 도덕정서는 고양, 감사, 감탄, 경외심, 존경심 등 다양한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강인구, 2012, 2014; 추병완, 2015; Algoe & Haidt, 2009; Kini et al.,

2016; Leary & Dockray, 2015; Sweetman et al., 2013; Thomson & Siegel, 2013; Thomson et al.,

2014; Van De Vyver & abrams, 2015). 대부분의 연구는 일상생활 혹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위인,

영웅, 혹은 일반인의 도덕적 행동을 목격하였을 때 어떠한 긍정적 도덕정서를 경험하였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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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서적 경험이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다. 또

한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는 긍정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긍정적 도덕정서들의 차별적 특

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긍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가 주로 행복에 대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긍정적 정서를 기쁨, 즐거움과 같은 행복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행복과 구별되는 긍정적 

도덕 정서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긍정적 도덕정서별로 

주요 특징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정서별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탐색하는 연구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이루

어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는 다른 사람의 도덕적 행동을 직간

접적으로 목격한 후 나타나는 정서적 경험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 이러한 방법을 택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일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

어졌기 때문에, 인성 및 도덕교육적 의미에서 실증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초중등학교시절 경험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을 목격대상으로 하였

으며, 이러한 행동이  성인이 된 현재 자신의 도덕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긍정적 도덕정서들의 주요 특징들은 감정반응유형, 신체적 감각과 관

련된 정서반응,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동기화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선행연구를 기초로 세 가지 쟁점을 논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학교 시절 목격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성인이 되고나서도 긍정적 도덕정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사회적 혹은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화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정서는 친사회적,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핵

심기제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목격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은 교사의 도덕성 발달에 많은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도덕정서는 부정적 도덕정서와 긍정적 도덕정서로 분류할 수 있다. 부정적 

도덕정서는 수치심, 죄의식, 격노와 같은 도덕정서이며, 긍정적 도덕정서는 고양, 감탄, 감사, 경

외심과 같은 정서이다. 긍정적 도덕정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도덕정서도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

지만,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비해 종종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Van De Vyver와 

Abrams(2015)의 연구에서 고양은 자비로운 행동을 증가시키지만 격노는 정의로운 행동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Stuewig 외(2010)의 실험연구에서는 죄의식은 자기방어적 도덕

정서로 작용하지만, 수치심은 종종 공격성을 유발하는 도덕정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인 도덕정서가 바람직한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선행연구들(Algoe & Haidt, 2009; Algoe et al., 2010; Cox, 2010; Kerr et al., 2015; Kinn

et al., 2015; Schnall et al., 2010; Tangney et al., 2007)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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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서가 인지적 평가를 통해 동기를 활성화한다는 선행연구결과(Schwarz & Clore, 2007;

Baumeister et al., 2007)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타인의 모범적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

나 직접 수혜자로서 경험하였을 때 긍정적인 도덕정서를 지니게 되고 이러한 도덕정서가 동기

화가 되어 친사회적, 도덕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학창

시절 목격한 교사의 행동이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에 부모만큼 많이 접하는 성인인 교사의 행동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도덕정서를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도덕적 행동 모델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긍정적인 도덕정서인 고양, 감탄, 감사는 행복정서인 기쁨과는 구별되는 영역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도덕정서 세 가지도 구별되는 정서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네 

가지 긍정적 정서에 대하여 감각반응유형을 분석한 결과 ‘고양’ 지문에서는 ‘존경스러움’, ‘감사’

지문에서는 기대되는 감정반응유형인 ‘감사함’, 감탄은 ‘경이로움’, 기쁨은 ‘행복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네 가지 긍정적 정서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 긍정적 정서의 차별적 특징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쁨’을 제외하고

(기쁨의 경우 ‘감사함’도 59명이 선택하여 67명이 선택한 ‘행복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머지 세 가지 긍정적 정서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선택을 하였다는 점에서 각각의 정서의 특

징적인 감정반응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세 가지 도덕정서는 신체적 정서반응내

용 중에서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신체적 정서반응에 행복정서인 ‘기쁨’에 비해 유의미하게 부각

되는 정서반응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행복정서인 ‘기쁨’은 ‘심장박동 증가’라는 신체적 감각에서 

세 가지 긍정적 도덕정서와 차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각되는 신체적 감각으로 나타났다. ‘활기

참’, ‘웃음’, ‘가슴이 벅차오름’에서는 네 가지 긍정적 정서 모두 상위 네 가지 반응(감탄은 네 번째 

순위로 ‘소름돋음’을 선택하였음)으로 나타났으나 행복정서가 긍정적 도덕정서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선택을 한 신체적 감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Algoe & Haidt, 2009;

Tangney et al., 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긍정적 정서의 감정반응유형에서 차이를 보

이고, 긍정적 도덕정서는 행복정서와 구별되는 신체적 감각을 보이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고양과 호르몬 분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Diessner et al., 2013), 뇌 영상

연구들에서 증명된 감사(Fox et al., 2015; Kini et al., 2916), 감탄(Immordino-Yang & Sylvan,

2010)에 대한 연구도 간접적으로 신체적 정서반응을 지지하고 있다.

셋째, 초중등학교 시절 목격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은 긍정적 정서는 성인이 되고나서도 친사

회적,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네 가지 긍정적인 정서에

서 높은 동기화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 중에서 교사의 행동

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적인 활동에서 멘토링을 통하여 친사회적, 도덕적 행동이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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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실험적 연구(Nakamura et al., 2009; Silver & Haidt, 2008; Thomson, 2013)와 일치하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 도덕 정서에 대한 여러 연구(Schnall et al., 2010; Vianello et al., 2010)

에서 다른 사람의 도덕적 행동을 목격하였을 때 이타주의적이고 친사회적으로 동기화된다는 연

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동기화 내용 중에서 ‘나는 그 사람이 미래에 책임질 사람이라는 확신

을 한다’와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긍정적 정서간의 동기화 수준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가지 내용 모두 감사와 다른 정서와 차이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감사’가 이 두 가지 동기화 내용에서 다른 긍정적 정서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기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와  

‘나는 성공을 하고 싶다’는 동기화 내용에서 네 가지 긍정적 정서에서 가장 동기화 수준이 높은 

두 가지로 나타났으며, 고양과 감탄에서는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가 가장 높은 동기화 

수준을 보였으며, 감사와 기쁨에서는 ‘나는 성공을 하고 싶다’는 동기화 내용에서 가장 높은 동

기화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기화 내용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행복정서와 긍정적 

도덕정서 간에 동기화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기화 내용으로 보면 고양, 감탄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하는 도덕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론은 학교현장에서 

인성 및 도덕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긍정적 도덕정서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로서 교사의 모습이 아닌, 학생에게 도덕적 행동의 전형적인 모델

로서  인성 및 도덕교육내용으로서 교사의 행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초중등학교 시

절 목격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 하는 긍정

적 도덕정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 및 도덕교육 수업시간에 이타주의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한 인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거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행동을 

목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

는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교사의 행동이 오히려 교과서 속의 인물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모방 혹

은 관찰학습의 대상은 교사의 도덕적 행동일 수 있다. 그동안 교사의 지적, 정의적 측면과 학생

의 학업성취도나 문제해결력의 관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

졌던 교사의 인성 혹은 태도와 학생의 긍정적 도덕정서와 행동과 관련성에 대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사의 인성과 행동을 학생의 인성 및 도덕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교육과정에 반영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정반응유형과 가슴이 따뜻해짐과 같은 신체적 정서반응은 긍정적 도덕정서를 판단하

는 중요한 인성 및 도덕교육의 학습성과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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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정서에 비해 도덕정서인 고양, 감탄, 감사에서 부각된 존경심, 감사함, 경이로움과 같은 

감정반응유형은 긍정적 도덕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정서인 

기쁨과 달리 긍정정적 도덕정서에서 확인되는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신체적 정서 감각도 긍정

적 도덕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성 및 도덕교육에서 도덕정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긍정적 도덕정서와 부정적 도덕정서의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에 대한 연구(예를 들면, Van De Vyver & Abrams, 2015)도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적 도덕정서

와 부정적 도덕정서 모두 인성 및 도덕교육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적 도덕정서가 종종 공격성과 같은 비도덕적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Stuewig et al., 2010)에서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최근 여러 선행연구 결과에서 긍정적 도덕정서가 친사회적, 도덕적 행동

을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인성 및 도덕교육에서 주된 교육내용으로 

긍정적 도덕정서를 지속적으로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직간접으로 도덕적 행동을 목격하거나 경

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그 중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도덕적 행

동 사례로서, 학생들의 긍정적 도덕정서를 유발하고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하도록 하는 중요한 

촉매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긍정적인 도덕정서들 각각에 부합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

본적으로 행복정서와 긍정적 도덕정서의 차별적인 특징을 규명하려고 하였으며, 긍정적 도덕정

서간의 차이도 분석하려고 하였다.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 감사, 감탄은 최근 긍정적인 도덕정

서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 가지 도덕정서 중에서 고양이 가장 전형적인 

도덕정서라고 할 수 있다(Haidt, 2003b). 감사는 상호 교환적인 도덕정서이고, 감탄은 도덕적이

지 않더라도 재능이나 업적이 뛰어난 경우에도 가지는 정서라는 점(Algoe & Haidt, 2009)에서 

감사나 감탄보다도 고양에 대한 인성 및 도덕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개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적인 도덕정서 뿐만 아니라 행복정서인 기쁨도 

감정반응유형, 신체적 감각, 동기화 내용에서 중복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긍정적 정서간

의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긍정적 정서교육에서 다양한 정

서영역을 고려하여 도덕정서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뇌 영상 연구(Fox et al, 2016;

Immordino-Yang & Sylvan, 2010; Kinn et al., 2016)에서 볼 수 있듯이 도덕인지와 도덕정서간

에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도덕정서 교육에서 도덕인지적 측면도 고려

하여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긍정적인 도덕정서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강인구(2012, 2014)와 추병완(2015)의 연구와 함께 선행 국외 연구

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도덕정서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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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정서(Tooby &

Cosmides, 2008), 도덕정서(Tangney et al., 2007)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긍정

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관점과 우리나라의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분석하여 교

육내용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성 및 도덕교육적 방안을 도출하려고 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로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에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외 선

행연구들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학적

인 관점에서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초중등학교의 인성 및 도덕교육내용과 방법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덕정서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류공통의 도덕적 가치와 함께 우리나

라의 인성 및 도덕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긍정적 도덕정서를 

탐색하여 인성 및 도덕내용과 방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거 

초중등학교 학창시절의 목격담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어린 시절 경험한 인상적인 행동

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 잔상이 남아있듯이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Cox, 2010)를 기

초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교사의 인상적인 도덕적 행동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앞서 

연구결과와 논의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감정반응유형, 신체적 감각, 동기화 내용에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문의 답변

이 정확히 과거의 교사의 도덕적 행동을 반영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

계는 종단적 후속연구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년별 혹은 연령대 별로 긍정

적 도덕정서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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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eacher̀ s Moral Behaviors, Witnessing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Days support on Positive Moral Emotion

of College Students
1)

Kang, In-G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eacher`s moral behaviors, witnessing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days support on positive moral emotion of college students.

Recently, research on positive moral emotions has been studied as issues in positive psycholog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positive moral emotions and happiness.

Also,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positive moral emo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positive moral emotions, such as elevation, gratitude, admiration,

and happiness emotion, such as joy in emotional reaction type, physical sensations, motivational

effects.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ed positive moral emotions as distinct from happiness,

and showed to difference between positive moral emotions. This requires curriculum about

positive moral emotion in character and moral education. Also, this result suggest that the

moral behavior of teache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curriculum of character and moral

education. In addition, emotional reactions and physical sensations of the positive moral

emotions could be developed as tool to evaluate learning outcome of positive moral emotion

education.

Key words: positive moral emotion. elevation, gratitude, admiration, mor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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