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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도덕과 교육을 통해 도덕적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논의하고 강

조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및 청소년들이 결여하고 있는 ‘더
불어 사는 능력’의 함양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연구자는 도
덕적 시민성의 중심에 도덕적 공감(compassion)을 위치시키고 학생들의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을 계발시켜 그들이 ‘더불어 사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도덕과 교육만의 독창적인 시민성 교육 
접근 방법을 만드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도덕적 공감의 개념과 구조 및 그 가치들을 분석하였
다. 도덕적 공감은 하나의 구별되는 도덕적 정서로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도움이라는 행위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이론
적 분석과 실제 용례를 통한 분석 차원에서 볼 수 있었으며, 곧 도덕적 공
감이 자기 본위 및 타인 본위적인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의 의미를 가
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기 본위적인 의미에서 도덕적 공감은 도
덕적 판단 및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타인 본위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온정적인 사회를 구축하며 구성원들 
간의 협동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요컨대, 도덕
적 공감은 도덕적 시민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

도덕적 공감 수업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덕적 시민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
적 공감의 평가 모델에 기초를 두면서, 그것을 수정 및 보완하여 도덕과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의 
요구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시켜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의 두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레스트(J. Rest)와 볼커(J. Volker)의 도덕적 민감성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이를 활용해서 시민성 교육에 있어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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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전과 후의 효과를 비교 집단들과 함께 살펴보았다. 비교 집단의 경우 
두 종류를 설정하였는데, 하나는 교과서 구조에 따른 시민성 교육을 받은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성 교육 자체를 받지 않은 집단이었다.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를 통계적 절차를 따라 분석한 결과, 실험 
집단의 학생들은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
다. 반면 비교 집단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
다. 이러한 변화는 실험 집단의 학생들을 인터뷰하여 얻은 질적 자료에서
도 드러났는데 그들은 도덕적 공감의 개념 및 구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였
으며, 그 결과 이전과는 다른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
다. 요컨대,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그것이 의도한 도덕적 공감에 기초
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있어서 유효한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도덕교육적 함의로는, 첫째 관계 중심
의 도덕성이 시민성 교육에서 가지는 함의를 알 수 있었고, 둘째 도덕적 
공감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셋째 시민성 교육 과정 
구성 및 해석에 있어서 고통 및 피해와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가지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넷째 도덕적 공감과 중요한 도덕적 정
서인 죄책감 및 수치심 사이의 의미 있는 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도덕적 공감은 도덕과 교육과정의 시민성 영역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질적 연구 방법들을 사용하고,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대상을 다양
화하여 적용 및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덕적 민감성 이외에 
도덕성의 다른 영역들과의 상관관계도 파악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요구들이 앞으로의 연구에서 추가된다면, 도덕적 공감 수업 모
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질적 그리고 양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도덕과 교육, 시민성 교육, 도덕적 시민성, 도덕과 수업 모형, 
도덕적 공감, 도덕적 민감성, 시민의식, 더불어 사는 능력

학  번 : 2008-3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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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명의 시민으로서, 혹은 보다 근본적으로 말해 한 명의 인간으로서 공
동체 속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감을 의
미한다. 즉 누군가가 특정 공동체 속에서 삶을 향유한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때 그 상호작용
은 단순히 주어진 규칙 혹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 그것
은 그저 사회 체제와 관련된 표면적인 활동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보다 깊은 교감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대단
히 도전적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
진방안 연구 (Ⅲ)’의 일환으로 ‘2010 한국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를 실
시하였다1).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핵심 역량은 영역
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는데, 지적능력을 측정하는 지적도구활용 
역량수준의 경우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표의 경우 지적도구 활용 영역에서와는 정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요약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
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수준은 비교대상인 36개국 중에서 35위로 매
우 낮았고, 비교대상 22개 OECD 국가 중에서도 22위로 가장 낮은 수준
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갈등관리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와 시민성 지식수준의 점수가 높았으나 나머지 관계지향성이나 사회적 협
력에 해당하는 수치가 매우 낮았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공동체의 일
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나 동료와 잘 지내며, 문화적ㆍ사회경제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핵심역량지수(Youth Key Competency Index)가 

PISA, ALL, ICCS 2009 등 국제비교 자료를 기초로 개발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p.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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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질적인 상대와 협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능력은,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OECD에서 세계화와 다문화화 트렌드에 적응하
며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 정의된 바 있다(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p. ii).

연구 보고서는 또한 한국 청소년의 지적 능력과 더불어 시민 지식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국제
교육협의회(IEA)에서 실시한 시민지식 교육효과 비교 조사(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결과2), 한국은 
평균 565점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3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록, 핀란
드 다음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Ibid., p. v). 그러나 이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상호작용의 영역이 아닌, 지적 영역에만 
국한된 결과라는 데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위 연구 결과를 두고 국내 언론사들은 조금 자극적인 그러나 핵심을 정
확히 짚은 기사들을 게재하였다. 대표적으로 중앙일보는 “한국 청소년 ‘더
불어 사는 능력’ 세계 꼴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에 연구를 주도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기헌은 해당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지식 개발에 치중하는 정책을 바꾸어 자율성을 길러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중앙일보, 2011. 03. 27). 한겨레신문사 

2) 2009년에 국제교육협의회(IEA)에서는 전 세계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
민 지식(civic knowledge) 교육효과 비교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시민 지식은 ‘시민
성과 시민의식에 관한 지식과 사고력을 실제 일상생활 맥락에 적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 시민 지식은 현대 시민 사회와 그 시스템,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 참여, 시민 정체성
이라는 4대 영역 모두에 대한 이해와 추론, 적용 능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것은 모든 ICCS 조사대상 국가의 시민의식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이며 또한 바람직한 
시민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ICCS에서는 38개국에서 총 
5,215학교가 참여하였다. 각 학교의 학교장 5,215명을 비롯하여 교사 60,588명, 학생 
140,650명이 ICCS의 설문 과정에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의 청소년
들로 평균 연령은 14.4세였다. ICCS 2009의 모집단 대상은 2008년 기준 중학교 3학
년 1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Ibid., p. v). 38개국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
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칠레, 대만, 콜롬비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
라과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홍콩, 
네덜란드(김태준, 2009: Ibid., p. v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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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같은 날 “한국 청소년, ‘더불어 살기’능력 꼴찌 수준”이라는 비판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익명의 한 연구진과의 인터뷰 내
용을 인용하며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주로 청소년들의 지
적 능력 개발에만 중점을 두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과 분석을 하
였다(한겨레, 2011. 03. 27). 

위에서 언급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두 언론사가 분석하
고 보도한 기사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난제를 던지고 있다; 왜 지식  
수준에 비하여 상호작용 능력은 낮은 것일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시민
성과 관련된 지식 영역에서는 연구 비교 국가들 가운데 매우 우월한 위치
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느끼고 사는 능력이 형
편없는 수준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기서 도덕적 지식과 동기에 관한 블라지(A. Blasi)의 혜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감정 및 도덕적 동기와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분석을 하
는데, 도덕적 이해 혹은 앎(moral understanding) 그 자체로는 도덕적 동
기(moral motivation)나 개인에서 관찰되는 도덕적 동기의 차이들을 온전
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한다(Blasi, 1999, p. 1). 나바에츠(D. Narvaez) 
역시 인간의 판단에 대한 모형(model)은 이제 더 이상 의식을 통해 ‘의도
적’으로 선택하는 합리적 개인을 전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도덕적 판단에 의한 동기화의 패러다임은 이제 쇠퇴해간다고 하였다
(Bargh & Ferguson, 2000, p. 926: 정창우, 2011, p. 255 재인용).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역시 시민성 지식의 수준이 
실제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하는 시민적 삶 혹은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완벽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
식만 가지고서는 정서를 (더 나아가 행위까지도) 동기화하지 못하는 것
이다.

연구자는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인지와 정서 사이의 분리되어있는 바람
직하지 않은 형태가 청소년기에 들어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보지 않는다. 
사실 이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지식 중심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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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접하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
한 나이 어린 학생들의 자살 소식은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3) 실제로 한 언론사는 문용린의 『행복한 성장의 조건』에서 기술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496명 중 절반
이 넘는 52%의 응답자가 행복을 모르고 살며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심
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신문은 초등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에 내 몰리며 
살아가고 있고, 부모들 또한 초등학생 때부터 자녀에게 스트레스는 주면서 
정서적 영양분을 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많은 
경우 학업과 관련4)하여 있다고 언급하였다(인천내일신문, 2012. 04. 17).

물론 초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원인
을 분명하게 분석하고자 할 때는 사회ㆍ문화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는 앞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우
리나라 교육이 지금까지 주로 지적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둔 지식 위주의 과
정만 강조하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즉 도
덕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은 도덕과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시민성5) 교
육의 중요한 목표이다6). 그러나 그러한 교육이, 과연 도덕이 교과로서 가
3) 여성가족부의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통계’에 따르면, 166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청소

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자살을 고민하는-중ㆍ고등학생뿐만 아니라-초등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살을 고민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가
정 문제나 집단 따돌림 이외에 지식만을 키우는 학업 경쟁이 어린 학생들에게 적지 않
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국민일보, 2011. 11. 01 기사 참고).

4) 신문에서 인용된 문용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1위는 학원(32%)이고, 2위는 학업 및 성적 걱정(29%)이다(인천내일신문, 2012. 04. 
17).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식 중심 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5) 여기서 언급되는 그리고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시민성’이라는 용어는 그저 법
이나 제도 속에서 파악되는 권리로서의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서, 바람직하고 훌륭한 시
민으로서의 모습까지도 상정하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다. 즉 그것은, 덕 있는 시민의식이
나 시민으로서의 덕성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주로 공동체주의적 혹
은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참고로 연구자가 본문에서 자주 사용할 ‘도
덕적 시민성’이라는 개념은 시민성에서 다루어지는 덕성을 극대화시킨 해석으로서, 도덕 
및 윤리적인 삶과 관계된 시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6) 사실 초등학교 도덕과 지도서에는 ‘시민성’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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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쳐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목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7) 전체 참가자의 73%(163명)가 현재 도덕 교과서의 내용이 이 
목표를 훌륭히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내 놓았다. 
그리고 그 이유로 가장 높은 수치인 39%(87명)의 응답률을 보인 것이 바
로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시민성 교육의 내용이 지식 중심적이라는 점이었
다.8) 이러한 점은 도덕적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도덕과 교육이 그 
시작인 초등교육부터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한 국가기관에서 제시된 최근 연구 결과와 현장 교사들의 설문 결과는 
도덕과 교육에서 시민성 교육이 그 의도한 목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
지 못하다는 점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도덕적 정
서9)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민성 교육의 접근 방법이 도덕과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도덕과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과 관련된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시민성 교육이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도서의 내
용과 교과서의 단원 구성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도덕과 교육의 본질과 특성’ 중 ‘가. 초등도덕과 
설정의 배경과 근거’의 세 번째 부분인 ‘사회 발전과 인성교육적 요구로부터의 근거’에
서 시민성 교육의 의의가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초등도덕과 
교육은 궁극적으로 바른 인격을 지닌 사람의 육성, 인간다운 인간의 형성, 나를 넘어 타
자의 이익과 복지를 배려하며 더불어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정신의 함양 등을 추구함
으로써 건전한 인성을 지닌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에 핵심이 되는 도덕적 자질과 품성
의 형성에 직접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교육과
학기술부, 2011a, p. 6). 이렇게 볼 때, 시민성 교육은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모
습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2012년 2월 6일에서 2012년 2월 17일까지 가 교육청 소속 
초등 교사 221명을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기간은 현장 교사들의 학년말 일정을 고려하여 책정되었다. 설문은 5개 영역의 17
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의 성별, 교육경력, 학년 배정 상황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설문의 영역은, 첫째 ‘초등도덕과 시민성 교육 전반에 대한 견해’, 둘째 ‘동정심 
혹은 연민에 대한 견해’, 셋째 ‘compassion의 의미 및 특성에 대한 견해’, 넷째 ‘초등도
덕과의 시민성 교육에서 compassion의 의미에 대한 견해’, 다섯째 ‘종합 견해’로 구성되
어 있다. 설문 양식은 부록 1을 참고.

8)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33%, 73명)을 보인 것은 도덕 교과서에서 도덕적 시민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 활동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9) 본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지만 서론에서 잠깐 언급하자면, 도덕적 정서
는 정서 중에서도 도덕적 용어 및 개념들과 관련이 있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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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은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평가하여 볼 
때 그리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도덕과 교육 안에서 다루
어지는 시민성 교육은 단순히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 여러 가치들을 나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내면화와 이를 돕는 강력한 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자칫 법이나 규칙만을 다루는 표면적인 수준에서
의 공동체 논의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 초점을 두면서 도덕적 동기를 
제공하여 주는 도덕교육적 틀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식 중심의 시민성 교
육이 이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
점들이 더불어 사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불완전한 시민성의 모습으로 드
러나게 되었다. 

도덕과 교육에 있어서 시민성 교육의 목적은 도덕적으로 체계화된 활동
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실제 삶의 상황에서 도덕적 시민의식10)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11) 이에 본 연구는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순한 지식 중심의 시민성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
단, 강력한 도덕적 정서 요인을 제공하면서도 그것을 교육적으로 체계화시
킨 형태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초등학
교 도덕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성 교육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출발점
이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도덕적 공감(compassion)을 기초로 하는 접근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것
은 곧 학문적 혹은 교육적 정체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시되는데, 이는 교

10) ‘도덕적 시민의식’의 내포와 외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요청되나, 본 연구에서는 
앞의 각주에서 제시된 지도서의 내용 범위 안에서 이를 해석하며 별도의 논의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한다. 즉, 본 연구에서의 ‘도덕적 시민의식’은 ‘도덕적인 개인을 설정함과 
동시에 타인의 복지를 고려할 줄 아는 상태’라는 수준에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함께 실천해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표현하
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의식’은 많은 경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시민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수준으로서 해석되고 
있다(조영하, 김태준, 2010; 기획논문준비위원회, 2009 참고). 

11) 이렇게 볼 때, 도덕적 시민의식은 도덕적 시민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분명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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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으로서의 도덕교육 위상을 정립시켜 주는 것과 관계가 있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현장 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이 사회과 교육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였을 
경우, 차별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과반수이상인 64%(162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교과서가 지
나치게 이야기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고(32%, 71명), 이에 대한 도덕교
과만의 특색 있는 활동이 없다(29%, 63명)는 점이었다.12) 심지어 상당
수의 설문 참가자들은 실제 수업 후에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 
목표나 내용이 사회과 교육에서의 그것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13)

도덕교과의 폐지론이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위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의 독창적이고 유의미한 시민성 교육 접근이 부재하다는 사
실 혹은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 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부여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성 교육을 
도덕적인 의미로 접근하여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바, 도덕과 
교육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시민성 교육 접근 방법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바이다. 그리고 도덕적 
공감을 기초로 하는 접근 방법은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대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논의에 앞서 도덕적 공감에 접근하는 방법을 다룰 필요가 있다. 여기서
12) 이 밖에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활동이 없음을 지적한 응답자들도 있었다(11%, 24

명).
13) 설문의 응답률은 다음과 같다; 두 교과의 목표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19%, 

42명), 두 교과의 목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내용이 다르다(32%, 70명), 두 교과
의 목표는 다르지만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29%, 63명), 두 교과의 목표와 내용
이 다르다(21%, 46명). 결과를 분석하여 볼 때, 전체 응답자의 79%(196명)가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 목표나 내용이 사회과 교육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큰 특징이 
없음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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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덕적 공감의 상위 영역인 정서가 그동안 어떠한 입장과 방법으로 논
의되어왔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도덕적 공감 접근 방식에 대한 혜
안을 얻고자 한다. 케이츠(D. Cates)가 피력하였듯이, ‘정서(emotion)’는 
지난 수 십 여년에 걸쳐 주목할 만한 수준의 철학적 관심을 받아 왔다. 이
에 몇 가지 학문적 움직임이 영향력 있는 담론들을 형성하였는데, 첫째가 
덕 윤리(ethics of virtue)이고 둘째가 철학ㆍ도덕 심리학(philosophical 
and moral psychology)이며, 셋째가 페미니스트적 사고이다(feminist 
thought)(Cates, 2003, p. 325). 

덕 윤리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적(Aristotelian)이고 아퀴나스적
(Thomistic)인 윤리 전통의 부활 및 재건과 관계가 있다. 이 전통에 따르
면 인격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덕들은 행위의 좋은 습관들(good habits of 
action)이나 정서(emotion)로 해석된다. 즉, 정서 그리고 정서와 인간 내면
의 측면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도덕적 덕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철학ㆍ도덕 심리학의 경우 심리 철학(philosophy of mind), 윤
리학(ethics, 특히 덕 윤리), 심리학 그리고 (종종) 종교적 윤리학으로부터
의 접근과 성찰을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정서
를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 활동들을 구분하고 이름붙이며 서로 관련시키고 
재구성하기 위하여 분석적인 도구들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적 
사고는 인식론적 연구나 배려(caring)와 같은 특정 정서가 도덕적 삶에 있
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윤리적 연구를 통해 접근하는 입장이다. 이 
페미니스트적 접근은 심리학의 특정 분야들, 예를 들어 신경 과학을 포함
한 생물 과학의 연구 업적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서에 대한 연구
가 학계로부터 무시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Ibid., pp. 
325-326).

정서와 관련하여 이처럼 다양한 접근의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정서 자체가 학문적으로 이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서를 정의하
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는 다음의 표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정서의 정의를 내려 보라고 요청 받기 전까지는 정서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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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 안다”(Fehr & Russell, 1984: Reeve, 정봉교, 현성용, 윤병수 역, 
2003, p. 444 재인용).14)

따라서 누스바움(M. Nussbaum)이 Upheavals of Thought에서 밝혔던 
것처럼, 정서의 고대 스토아학파적 구조를 지지하며 정서가 사고나 인지의 
측면에서 접근될 때 ‘최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Cates, op. cit., p. 
328)은 정서에 관한 다른 입장들을 완벽하게 압도하지는 못한다.15) 이에 
대하여 엘스워스(P. Ellsworth)가 정서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관하여 
피력한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정서의 연구에 대해 열린 입장을 
취하며,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면 될수록 정서를 연구하는 분야는 보다 건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서를 온전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연
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험 연구도 필요한 것이다. 물론 다양
한 변수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한 장애들 때문에 정서를 
실험조차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최적의 정서 연구는 연구
자의 특정 과제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 
특정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들(multiple methods)을 찾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Ellsworth, 1995, pp. 215-216).16)

14) 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학자인 케이건(J. Kagan)역시 정서의 정의가 증거원
(source of evidence)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의 내림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
다(Kagan, 노승영 역, 2007, p. 14). 따라서 본문에서 제시된 세 가지 담론들 중에서
도 무엇이 정서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접근인가는 대답하기 매우 어렵다.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스바움의 주장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 특히 교실 교육적 상황
에서 그러한데, 그것은 그녀가 정서를 구조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의 주장
은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는 누스바움식 개념 정의를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16) 엘스워스가 이와 같이 말한 지 20여 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녀의 주장이 여전
히 타당한 이유는, 정서를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정 접근만을 고수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좋은 예가 있다. 비교
적 상당한 양의 연구가 진척되어 온 ‘공감(empathy)’의 경우만 보아도, 프리스톤(S. 
Preston)과 드 발(F. de Waal)은 그 개념이 대단히 난해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는 상당한 수준의 의견 불일치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철학, 신학, 발달 심리학, 
사회 심리학 그리고 신경 과학과 같은 분야들이 정서라는 현상의 본질에 대해 각기 다
른 관점을 내 놓으며 합의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Preston & de Waal, 2002, 
p. 1). 물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정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관론으로 갈 필요는 
없다. 다른 관점을 무시하는 방법론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상호간 의견 불일치 
그 자체는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통합적인 관점을 견지하게 해 
주어 오히려 바람직한 결과를 양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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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천착하게 될 도덕적 공감의 경우도 이론과 실험적 연구를 
모두 고려한 다양하면서도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비록 ‘도덕적 공감’에 대한 연구가 전통적이고 실험적인 영역들
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Goetz, Keltner, & Simon-Thomas, 
2010, p. 351), 이론적 접근만을 지향하는 단순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
다.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이외에 현장과 소통하는 조사 및 연구 역시 
요청되는 것이다.17) 

연구자는 위와 같이 복수의 방법들을 사용하여 도덕적 공감을 시민성과 
관련지어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둘을 같은 맥락에서 언
급한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도덕적 공감을 
시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킨 소수의 학자들이 있는데, 바로 누스바움과 
왝히드(Y. Waghid)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누스바움의 경우, 그녀는 도덕
적 공감이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 및 요소라고 주장하며 
그 가치를 역설하였다(Nussbaum, 황은덕 역, 2010, p. 23).18) 그러나 누
스바움의 연구는 문학 작품들, 특히 소설과 같은 장르를 중심으로 하여 도
덕적 공감을 계발하고 시민적 상상력을 이끄는 문제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물론 교실 교육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실상 가장 중요
할 수 있다. 하지만 누스바움은 이를 정서적 접근 방식과 함께 얼마나 도
17) 이러한 다차원적 연구 방법을 반영하듯, 최근 10여 년 사이에 도덕적 공감에 대하여 

이론적인 접근 이외에 기능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가진 가치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몬그레인(M. Mongrain), 친(J. Chin) 그리고 섀피라(L. 
Shapira)는 실험 연구를 통하여 도덕적 공감의 훈련이 참가자들의 심리적 행복감과 자
기 존중감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Mongrain, Chin, & Shapira, 2011, p. 976).

18) 황은덕의 위 역본은 누스바움이 2008년 Yearbook-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에 게재한 글 Democratic Citizenship and the Narrative Imagination을 번
역한 것이다. 역자는 여기서 ‘compassion’을 단순히 ‘공감’이라고 번역하는 데, 이는 
‘compassion’의 도덕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황은덕이 여기서 ‘공감’이라
고 할 때는 ‘고통’의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며, 이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연구자도 
지지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공감’이라고 번역하는 ‘empathy’의 경우 도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empathy’는 특히 공리주의적 담론에서 일
반적인 도덕적 판단을 거부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compassion’을 ‘공감’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수식할 수 있는 별도의 단어가 필요하다. ‘compassion’과 ‘empathy’의 개
념 및 본질 그리고 그 관계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2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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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교육적으로 체계화시켜야 하는지, 즉 연구실을 벗어난 실제 교실 상황에
서의 표현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19) 

왝히드의 경우, 그는 도덕적 공감이 실천적 이성만으로는 계발될 수 있
는 성질의 덕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은 고통 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
하여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당장의 이익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도덕적 공감은 곧 도덕적 정의
(moral justice)20)와 함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ies)21)의 확장은, 도덕적 공감이 풍부한 
시민성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Waghid, 2004, p. 
536). 그러나 그 역시-비록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의를 하고는 있지
만-교실 상황을 위한 보다 체계화되고 세련된 제안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도덕적 공감과 시민성 교육을 함께 
언급함에 있어 교실 안에서의 도덕과 교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
고자 한다. 즉, 도덕적 공감이라는 하나의 정서가 시민성 교육에서 이론적
으로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고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이론 및 실험적 수준 모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22)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공감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
19) 맥스웰(B. Maxwell)은 이와 관련하여 누스바움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누스바움이 지

나치게 배타적으로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empathic arousal) 다양한 차원을 인식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하였다
(Maxwell, 2006, p. 347)

20) 도덕적 정의는 법에서 비롯되는 정의 개념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옳
고 그름에 대한 정의 개념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부당한 고통이나 피해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도덕적 정의 개념을 표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 이후 본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되겠지만, 이러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공감의 
관계는 실제 연구자가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22) 교실 교육 상황에서 인지적 접근 방식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접근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그 접근 방식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풀어내느냐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소설을 읽고 느낌을 말하는 등의 활동이 아닌, 소설의 내용을 정서의 개념에 적합하게 
체계화시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12 -

았을 때, 이를-시민성은 물론이고-도덕과 교육과 관련지은 경우는 거의 
없다.23) 이경원과 김순자(2009)가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제시된 도덕
적 공감의 내용을 분석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교과서에서 도덕적 공
감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를 조사한 수준에서 그치며 체계화된 교육 접
근 방법이 포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24) 

사실 도덕적 공감과 도덕교육에 관한 논의는 (서구사회도 그렇지만) 우
리나라에서 매력적인 주제의 연구는 아니었다. 특히, 보다 더 세부적으로, 
도덕적 공감과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그러하다. 연구자가 보기에 이
러한 현상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들로 설명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도덕
적 공감의 외연과 내포를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철학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도 도덕적 공감과 관련된 현상의 본질을 분명히 하기가 어려
운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의 적지 않은 학자들은 서구 학자들의 이
론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compassion’과 ‘empathy’, 그리고 

23) 반면 ‘공감’이나 포괄적 의미의 ‘정서’를 도덕교육적으로 해석한 연구는 많다. 최근 연
구를 중심으로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다; 김순자(2008)는 도덕교육에 있어서 정서가 어
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즉 도덕성 형성에 있어서 정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김광수와 김해연(2009)은 실험연구를 통하여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
생의 공감능력과 정서지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미식과 박준성
(2009)은 호프만(M. Hoffman)의 공감 이론을 적극 인용, 초등학생의 공감 능력 향상
을 위하여 도덕교육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김홍일(2006) 역시 
호프만의 공감 이론을 중심으로 그것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연구하였다. 박병춘(2009)
도 호프만의 공감 이론을 이용하여 공감발달을 위한 도덕교육 방법을 연구하였다. 박형
빈(2011)은 최근 신경과학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인간의 거울 신경 세포계(human 
mirror neuron system)와 도덕교육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거울 신경 세포계는 일명 
공감 신경이라고도 불린다). 한일조(2010)도 거울 신경이 도덕교육적으로 어떠한 함의
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공감이나 정서가 도덕교육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이외에, 박성희와 이동렬(2003)은 공감 교육 일반에 대하여 개관 
연구를 하였다. 강진영(2001)은 아담 스미스의 공감 해석을 중심으로 그것의 교육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용환(2003)은 공감과 연민의 감정이 어떠한 도덕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였다(김용환의 글에서는 공감이 ‘empathy’가 아닌 
‘sympathy’로 구분 된다).

24) 본문에서 이경원과 김순자는 ‘compassion’을 ‘동정심’(同情心)이라고 번역한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이러한 번역이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살리고 있지 못
한다고 판단한다. 물론 동정심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살펴본다면 ‘compassion’의 뜻
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현장의 교사들이 동정심을 
그와 같은 의미, 즉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서
는 2장 1절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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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athy’를 서로 호환되는 것처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는 사실 언어가 사용되는 시대적 그리고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김용환(2003)은 흄(D. Hume)을 언
급하면서 ‘연민’을 설명할 때 ‘pity’와 ‘compassion’을 함께 다루지만, 우리
가 살아가는 ‘지금’을 시간적 기준으로 삼았을 때 두 개념은 타자와의 관계
를 평등하게 설정 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비교적 어려움 
없이 구분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라는 공간적 기준 즉 지역적 및 문화적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도 ‘compassion’의 구조적 의미는 (우리
가 인식하고 있는) 단순히 불쌍하고 가엾다는 의미만을 지닌 ‘연민’으로 해
석될 수 없다. 흄의 언어가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즉, 연구의 시작인 개념 규정에 있어서부
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25) 

최근 들어 신경과학과 뇌 과학의 발달로 인간 두뇌 작용의 비밀이 풀리
는 듯이 보이면서 도덕적 공감을 비롯한 정서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맹신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우선 인간을 상대로 실험하
는 것과 동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인간의 경
우 하나의 신경 세포(single neurons)만을 따로 분리하여 실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연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울 신경 세포
계와 공감의 연관성을 밝히며 인간 거울 신경 세포 체제의 존재를 지지하
고 있지만(Rizzolatti & Craighero, 2004, p. 176), 여전히 분명하게 확
정(directly confirmed)된 것은 아니다(Greimel, Schulte-Ruther, Fink, 
Piefke, Herpertz-Dahlmann, & Konrad, 2010, p. 787). 과학의 도움
으로 도덕적 공감을 포함한 인간 정서의 많은 비밀이 풀리긴 하였지만, 이
들은 모두 아직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닌 것이다. 
25) 물론 위와 같은 정서 관련 개념들이 정확히 그리고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연구자 역시 이러한 개념들이 소위 ‘두부 자르듯’ 나누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위하여 개념의 외연과 내포를 규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개념들을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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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덕적 공감에 대하여 개념 정의를 하고 그 특성을 규정하는 것
은 대단히 어렵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연구하기 쉽지 않은) 정서 
중에서도 특정 부분을 담당하는 도덕적 공감에 대한 논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학교나 가정을 비롯한 여러 사회 단위에서 가
르쳐지는 시민성과 도덕적 공감을 연계시키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다. 눈에 
잡히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개념을 시민성과 결부지어 가르친다는 것은 그
만큼 위험 부담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공감이 도덕과 교육 및 시민성의 담론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결과를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덕적 
공감을 중심으로 하여 도덕과 교육에서 시민성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학
생들이 도덕적 공감의 맥락에서 얼마만큼 성숙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감’의 경우 그것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이것을 도덕적 공감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공감과 
도덕적 공감이 목표로 하는 행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측정 도
구의 타당도 면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도덕적 공감만을 측정하는 맞춤형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혹은 주어진 맥락에 따라 다른 도구를 가공 및 수
정하여 도덕적 공감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26) 그렇지 않으면 드워(B. 
Dewar, 2011)가 시도한 것처럼 맥락에 적합하게 나름대로의 도덕적 공감 
측정 도구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신뢰도의 확보라는 측면
에서 볼 때 그리 권장되지 않는 방법이다. 자신이 만든 잣대(ruler)로 자
신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은 그다지 신뢰성 있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덕적 공감과 관련한 불확실한 결과를 도덕과 교육을 통한 시민성 
교육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것은, 불확실한 도덕적 공감의 개념을 사용하
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27) 
26)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도덕적 공감의 요소는 레스트(J. Rest)의 4구성요소 모형(the 

Four Component Model)이론 중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을 검사하는 도구
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4장 2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7) 이 두 가지 문제점 외에 과연 ‘도덕적 공감’ 자체가 타인 본위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
는가, 즉 시민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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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하여 연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기로 한다.

첫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도덕적 공감의 개념을 이론
과 실제를 모두 고려하여 규정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그동안 도덕적 공감과 유사하게 사용되거나 혼용되었던 용어들을 관련된 
최근 문헌과 설문 조사 결과 및 인터뷰를 통한 실제 용례를 함께 검토함으
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될 도덕적 공감 자체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단, 도덕적 공감에 대한 규정은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논의 범위 
안으로 한정시킴을 밝힌다. 예를 들어, 도덕적 공감과 관련하여 뇌 과학적 
그리고 신경학적인 설명들은 필요시 부분적으로 인용하지만, 그들을 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특징을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
어질 때는, 그것이 도덕적 시민이 갖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자기 본위로서
의 가치 측면과 더불어 시민성 논의의 중심을 이루는 타인 본위로서의 가
치 측면에서도 분석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
육, 즉 도덕적 시민을 기르는 교육은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을 함께 고
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다룰 때는 도덕적 공감이 도덕과 교육을 통
한 시민성 교육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관련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설
명하고자 한다. 즉, 도덕적 공감이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라는 맥락에
서 시민성 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도
덕과 교육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가 검토될 것이다. 본 연구
의 목적이 도덕과 교육 내에서의 시민성 교육을 언급하는 데 있으므로 도
덕적 공감 역시 이러한 틀 안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 상으로
는 2장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현장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민성 교육을 위한 수
업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 연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도덕적 공감’ 개념에 있어서 ‘도덕적’이라는 의미의 규정
과 ‘도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및 심리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을 면밀히 살
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2장 1절과 3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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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적 공감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이 시민성 교육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는 모두 본 모형을 개
발하고 설명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도 교
사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사용하는 등 현장의 의견은 매우 중시되는데, 이
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모형이 개발된다면 현장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보다 
용이하게 도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수
업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업 모형의 구조는 도덕적 공감을 평가
하는 모델에 기반을 둘 것이며, 내용 선정에 있어서는 변인 통제의 측면을 
고려하여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 교과서의 흐름과 같이 지문의 내용을 읽고 그 의미를 묻거나 내용 자체
를 질문하는 등의 방식은 배제될 것이다.28) 즉, 주어진 동일한 내용을 가
지고 도덕적 공감을 강조하는 형태로 수업 모형이 개발될 것이다.29) 이러
한 작업은, 도덕과 교육의 학문적 혹은 교육적 정체성을 확립시켜주어 사
회과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시민성 교육과도 차별화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상으로는 3장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개발된 모형에 대하여 현장 적용 실험 연구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문서상으로 제시되는 ‘도덕교육적 함의’의 
논의를 넘어서, 앞의 논의들을 모두 반영하는 하나의 수업 모형이 현장에
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또한 도덕적 공감이 
실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
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해당 수업 모형의 효과를 면밀

28)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현장 교사들은 도덕 교과서가 지나치게 이야기 위주로 되어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후의 
체계화된 학습 활동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와 함께 의
미 있게 세분화 되어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29) 변인 통제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모형에 투입되는 내용 역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
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교과서 이외의 자료가 빈번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려우므로, 주어진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적용 구조를 바꾸어서 모형을 
만들고자 한다. 이는 적절한 결정인데, 왜냐하면 모형이라는 것 자체가 내용이 아닌 하
나의 틀(구조화된 활동)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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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분석하되, 그 방법으로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사전-사후 검사의 통계 
절차를 활용한 양적 연구와 참여자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대상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공감
에 기초한 시민의식이다. 본 연구 상으로는 4장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현장 적용 실험 연구 결과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수업 모형에서 제
시된 학습 구조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참여자 인터뷰
를 통하여 수업 모형의 단계들이 도덕교육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아울러 수업 모형 적용에서 드러난 문
제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 역시 제시하기로 한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앞으로 이 분야에서 진행될 후속 연구들의 토대로
서 자리매김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5장이 이에 해당한다. 

3. 연구 과제

여기서는 연구 과제에 따른 각 단계 및 접근 방법, 그리고 연구에 사
용되는 용어의 개념과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1) 연구 단계 및 방법

연구의 내용으로부터 비롯되는 과제들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30) 

첫 번째, ‘시민성 교육을 위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하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개발한다.

두 번째,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측정 도구를 제작한다.
세 번째, 개발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효과를 검증한다. 여기서는 도

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게 된다. 즉, 도덕적 
30) 단계에 따른 연구의 세부 절차 안내는 4장 1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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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수업 모형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을 높
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
다; 사전 검사에 비하여, 수업 모형을 적용한 수업 후 실험 집단이 2개의 
비교 집단보다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점수가 더 많이 향상될 것
이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비교 집단 중 비교 집단 1은 시민
성 교육과 관련하여 교과서 내용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한 집단이며 비교 
집단 2는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및 시민성 교육과 관련하여 교과서 내용 
및 절차에 노출 되지 않은 집단이다. 

네 번째,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결과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
시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의 효과적 전개를 위하여 문헌을 중심으
로 한 이론 연구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양적 및 질적 연구의 병행을 지향
한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 본 연구가 의도하는 내용은 단수의 접근만을 가지고는 결코 풀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선행 이론의 분석 및 수업 모형 개발에는 도덕적 공감과 관련한 최근의 
이론들을 분석하고 반영하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도 포함할 것
이다. 여기서는 웹을 이용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파악
한 후, 그 결과를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업 모형 개발에 적
용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분석의 방법
을 활용하는 양적 연구가 활용되는데, 특히 수업 모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설계에서 그러하다. 연구 설계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모두 
갖추고 있고 실험의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사전-사후 검사 통제 집
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를 이용한다. 단, 여기서는 ‘통
제 집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교 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그것은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통제 집단의 존재 목적이 실험 집단과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둘째 실제로 우리나라 실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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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의 의미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서 연구자는 위와 같은 설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비교 집단을 설정하는데, 이것은 결과 면에서 보다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전 검사의 학습 효과나 사전-사후 검
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성숙도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도 
있다.31)

현장의 의견 및 목소리를 수집할 때는 인터뷰 기법도 활용하는데, 이는 
이론 혹은 수량화 된 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맥락’에 대한 혜안을 얻고자 
함이다. 연구자의 이러한 견해는 종종 해석주의와 연결되는 사회구성주의
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세계관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활동하
는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며 특정 사물이나 대상을 향한 의미, 경험의 주관
적 의미를 발전시킨다. 물론 이러한 의미들은 다양하고 변화하며, 타인과
의 상호작용과 개인의 삶에서 작용하는 역사적ㆍ문화적 규범에 의해서 형
성된다. 따라서 해당 연구자는 참여자의 시각을 가능한 한 많이 신뢰하여
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론이나 의미의 패턴을 생성하고 귀납적으로 발
전시킨다. 여기서 연구자의 의도는 타인이 세상에 대해 갖는 의미를 이해
(혹은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 ‘해석적’ 연구로 불린다(Creswell, 
조흥식 외 역, 2010, pp. 39-40). 즉, 인간에게 있어서 사회란 상호주관
적으로 경험하는 의미의 세계임을 강조하며 현상학적 혹은 해석학적 탐구
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이종승, 2011, p. 44). 본 연구에서 활용하
는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본 연구는, 그 과제들로부터 비롯되는 각 단계들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연구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접근 방법은 
보다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이다.

31) 보다 자세한 연구 설계나 측정 도구 설계에 관한 연구 방법 혹은 통계 처리 방법은 4
장 1절과 2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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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연구 과제를 위한 실험에서 사용될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이란 레스트의 4구성요소 모형

의 첫 번째 요소를 뜻한다. 이는 주어진 문제 상황이 도덕적 사태임을 지
각하고, 자신의 행위 결과가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홍성훈, 2000, pp. 22-23). 

이러한 도덕적 민감성은 어떤 행위들이 가능하고 각각의 가능한 행위들
에 의해서 누가 그리고 무엇이 영향을 받으며, 그 행위에 참여한 일행들이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와 관련하여 사회적 상황에 
관한 감각적 인식 체계의 수용성과 상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문용린, 
2004, p. 488: 김항인, 2004, pp. 4-5 재인용). 

둘째, 다음 장에서 분석적으로 논의될 ‘도덕적 공감’(compassion)은 본 
연구를 위해 새롭게 의역된 단어이다. 기존 이상호의 연구에서 도덕적 공
감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전
혀 다른 의미였으며 사실상 이상호의 ‘도덕적 공감’의 의미가 ‘다른 사람
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으로 정의 된 바(이상호, 2011, p. 345), 이
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감’이라는 용어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치환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의 도덕적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정서 전반이 
아닌, ‘고통’의 인식에 중점을 두며 이를 줄이고자 하는 ‘도움’의 의지와 
관계된 개념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위한 검사지에서 사용될 이야기들에서
의 도덕적 공감은 ‘고통’과 ‘도움’이라는 맥락을 중심으로 다루어진다. 크
리스프(R. Crisp)는 이 용어의 개념을 다음의 사례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접근하는 도덕적 공감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한 사
람이 길에서 돈을 구걸하는 거지를 보며 불쌍하고 안타까움(feels sorry)
을 느꼈지만 그냥 지나친다면 이는 동정심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으며
(more likely to be said to feel pity),32)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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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준다면 이는 도덕적 공감을 느낀 것이다(feels compassion)(Crisp, 
2008, p. 234). 

셋째,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검사’란 도덕적 민감성 검사를 도
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측정에 적용한 것으로, 레스트의 4구성요소 
모형과 볼커(J. Volker)의 검사 도구를 참고하여 제작이 이루어진다. 여기
서 검사 도구의 형식은 김항인(2004) 및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의 틀을 
참고한다. 

정창우에 따르면 도덕적 민감성 자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
것을 자신이 함께 느끼는 능력과 연관되므로(정창우, 2004a, p. 64), 도덕
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레스트의 도
덕적 민감성 개념과 일정 맥락 내에서 호환이 가능하다. 

넷째, ‘참여자 반응’이란 양적 연구가 아닌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해 확보되는 것으로, 수업 모형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을 분석한 
것을 가리킨다. 이때 학업 성취도 수준, 기타 신체적 조건 그리고 사회ㆍ
경제적 조건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변인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뷰 참여
자의 경우, 위와 같은 요인들을 모두 배제한 체 실험 집단 학생들 중 희망
자에 한정하기로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도덕과 교육에서 시민성 영역을 다루기 위해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성 함양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평가하려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시범적 연구인 바, 비용이나 인력 등의 연구 여건 미비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가지고 시작함을 밝힌다. 

첫째, 본 수업 모형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덕적 공감에서 시작되는 
시민성의 행위적 발현에 있다. 그러나 이를 측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
을 필연적으로 요청하므로, 시간적 제약을 안고 있는 본 연구에 있어서는 

32) 여기서는 ‘pity’를 ‘동정심’으로 번역한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2장 1절을 참고. 



- 22 -

가능하지 않은 점이다. 따라서 수업 모형 투입 전과 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을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검사하게 된
다. 즉, 실제 삶에서의 행위를 측정ㆍ분석하지 못하는 것이 본 연구의 제
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33) 

둘째, 도덕적 공감이 도덕적 정서에 해당하고 또한 도덕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았을 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즉 도덕적 공
감의 발달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학업 성취도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기타 신체적 조건 그리고 사회ㆍ경제적 조건에 
따라 도덕적 공감에 대한 발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학년) 변인만 고려되었을 뿐34), 이들 요인이 통제되지 
않는다.35)

셋째, 실험 연구 이외에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
(data-collection methods)은 설문 조사와 인터뷰이다. 결과의 신뢰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친 참여 관찰 등 보다 다양한 자
료 수집 방법이 요청되나 여건 부족으로 인하여 시행되지 않음을 밝힌다. 

33) 그러나 한편으로 실제 삶에서 학생들의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의 발현을 어
떻게 관찰하고 평가할지가 현실적으로 요원하다. 연구자가 학생들의 삶을 하나하나 점
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한 이것이 학생 상호 간 관찰로 확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
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그러한 의식은 관찰을 하는 제 3자적 
존재의 의식 없이도 발현되어야 하는데, 이것의 확인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본 
연구만이 가지는 제한점이라기보다는 도덕과 교육이 그 평가 전반에 걸쳐서 가질 수밖
에 없는 태생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34) 연령(학년) 요인의 경우, 연령 간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35) 이는 실제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하다. 교과 수업을 할 때는 사실상 

현장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고려되어 교육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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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덕적 공감이 가지는 
시민적 덕목으로서의 가치

도덕적 공감이 가지는 가치는 그것이 하나의 사회, 특히 더불어 사는 능
력이 필요한 현대 사회에 중요한 시민적 덕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덕과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시민성 
교육의 목표는 좋은 인간뿐만 아니라 좋은 시민의 모습도 함께 언급을 하
고 있다. 이때 좋은 인간은 대체로 개인에게 초점을 두므로 자기 본위적인 
덕목과 관련이 있고, 좋은 시민은 보다 공동체에 초점을 두므로 타인 본위
적인 덕목과 관련이 있다.36) 

한 인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도 덕이 있는, 즉 도덕적인 모
습을 견지할 수 있다면 논의는 자연스럽게 도덕적 시민성(moral 
citizenship)으로 이어진다. 도덕적 시민성은 윤리의 영역과 부합하며, 이
는 곧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것(what they ought to 
do)과 관련되어 있다. 도덕적 시민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삶을 살고 실천을 한다(Manning, 1997, p. 
224). 아렌트(H. Arendt)에 따르면, (윤리적인 삶을 살고 실천하는) 도덕
적 시민은-도덕 및 윤리의 영역과 관련하여-독립적으로 사유하는 자들
(independent thinkers)이며 독립적으로 판단(independent judgment)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유해한’ 개인, 조직, 그리고 전문적 현

36) 여기서 덕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타인 본위적인 덕목뿐만 아니라 자기 본위적인 덕목이라고 할 때도 그 덕목은 여전히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에 어떻게든 ‘좋은’ 영향을 미친다. 다만 도덕적 공감과 관
련하여 자기 본위적인 덕목이라고 할 때의 그 ‘덕목’이 가지는 의미는, 한 개인이 도덕
적 공감으로 인하여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행위 하는 등 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부터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기 본
위적 덕목과 타인 본위적 덕목은 각기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에 대하여 엄밀하게 일대
일 대응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덕목으로 인한 도덕적 판단과 행위는 ‘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덕목의 실천으로 인하여 보다 도덕적 분위기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
다는 점은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찰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편의상 
구분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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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맞서며, 문제 사태를 피하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참
여한다(Hill, 1979: Ibid., p. 224 재인용).

이처럼 도덕적 시민은 단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개인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한 사
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덕목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해야 할 
일’을-단순히 사유하고 명상하는 수준을 넘어서-진지하게 파악하고 실천
하는 시민이 도덕적 시민인 것이다.37) 도덕적 시민의 이러한 특성은 곧 
시민성을 하나의 지위 혹은 자격(status)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acts)에 중점을 둔 시민성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38) 이번 장은 이
러한 도덕적 시민의 특성을 도덕적 공감이 지니는 ‘덕목’의 맥락에 입각하
여 자기 본위와 타인 본위의 측면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1. 도덕적 공감의 이해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도덕적 공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도덕적 공감’은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하여 영
어 단어 ‘compassion’을 의역한 것이다.39) 본 절에서는 ‘compassion’이 가

37) 도덕적 시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드러
난다. 참가자들 중 73%(162명)의 응답자는 도덕적 시민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도
울 줄 아는 시민이라고 정의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시민은 행위적인 개
념이며 우리가 ‘선’이라고 통상적으로 합의한 관념 안에서 파악될 수 있다. 본 설문에 
대한 개괄은 앞서 서론의 각주 7번 참고.

38) 이와 유사하게 ‘좋은 시민’이라고 말할 때도 그것은 시민성의 지위 혹은 상태가 아닌, 
역동적인 영역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좋은 시민’의 논의 역시 그들이 ‘누구’
인가의 문제가 아닌,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what citizens do)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Pykett, Saward, & Schaefer, 2010, p. 526). 킴리카(W. Kymlicka)와 노먼(W. 
Norman)역시 같은 맥락에서 ‘좋은 시민’을 언급하는데, 그들은 ‘좋은 시민’의 이론이 
‘시민이 되는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법적 질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말
한다(Kymlicka & Norman, 1994, p. 353: Ibid., p. 526 재인용). 본 연구에서 사용
되는 도덕적 시민에 관한 담론도, 도덕적 시민을 구성하는-존재 하지 않을뿐더러,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파악하기 어려운-법적 요소가 아닌 그것의 실천적 발현 혹은 행위적 
측면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9) 서론을 제외한 본문에서는 논의의 순수성을 위하여 ‘compassion’이 ‘도덕적 공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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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특성과 구조 그리고 덕목적(혹은 가치론적) 함의를 살펴보아 그 
정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음 절에서 이어질 도덕적 
공감의 자기 본위적 그리고 타인 본위적 가치를 위한 논의의 기초로 삼고
자 한다. 

(1) 정서로서의 위상

‘compassion’이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이것이 정서
(emotion)40)로서 구분될 수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부터 연구를 해
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연구진
에 따르면, ‘compassion’은 그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의 분류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다. 
대신에 ‘compassion’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 혹은 곤경(distress)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 슬픔 및 사랑의 복합체, 혹은 사랑의 하위요소나 
변종으로도 기술된다. 비록 최근에 와서 학자들이 ‘compassion’을 하나
의 정서로서 간주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compassion이란 무엇
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은 부족한 상태이다(Goetz et al., 
op. cit., p. 351).41)

는 단어로 의역되는 과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의역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40) ‘emotion’이 정서로 번역될 것인가, 감정으로 번역될 것인가는 합의된 바가 없어 무엇
을 사용하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인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이 단어는 
‘feeling’과 함께 국역 단어인 ‘감정’과 ‘정서’로 상호 호환되며 번역ㆍ사용되고 있다. 본
문에서는 ‘emotion’을 ‘정서’로, ‘feeling’을 ‘감정’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
로 이러한 번역은 노승영이 옮긴 케이건(J. Kagan)의 『정서란 무엇인가?』(What is 
emotion?)에서의 그것들과 동일하다. 

41) 캘리포니아 대학의 위 연구진에 따르면, ‘compassion’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compassion’이 단지 ‘empathic distress’(감정이입적 고
통 혹은 공감적 고통)의 다른 명칭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compassion’이 그 자체로 감
정이 아니라 사랑이나 슬픔의 변종 혹은 복합체라는 주장이다. 셋째는 ‘compassion’이 
위에서 언급한 고통(distress)이나 슬픔, 사랑과는 구별되는 반응 형태(response 
profile)를 지닌 정의적 상태(affective state)라는 기술이다(Ibid., pp. 353-354). 그
들에 따르면 이러한 세 번째 기술은 흔히 진화론적 분석을 동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입장을 중심으로 ‘compassion’에 대한 담론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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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compassion’은 정서의 다른 요소와는 다르게  
학자들에 따라서 그것이 정서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분류가 중요한가? 이것은 정서 자체가 가
지고 있는 의미에서 기인한다. 에크만(P. Ekman)은 정서가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묘사한다.

정서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일상의 
관계, 예를 들어 근무지에서, 다른 사람과의 우정에서, 가족과의 관계에
서, 그리고 가장 친근한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Ekman, 2003, p. xiii).

이렇듯 정서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에
크만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은 ‘compassion’이 위의 정서군, 
즉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분류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저
서에서 ‘compassion’이 지닌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
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한 반응(reactions)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한
다(Ibid., p. 180).42)

이에 대하여 다른 많은 학자들은 ‘compassion’이 정서로서 인정될 수 있
다고 주장한다.43) 게다가 그들은 그것이 정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도
42) 에크만은 ‘compassion’과 더불어 위와 같은 이유로 ‘empathy’ 역시 정서가 될 수 없

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이는 ‘compassion’을 어떻게 개념 
규정할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라자루스(R. Lazarus)와 누스바움이 기술한 
‘compassion’에 의하면 ‘empathy’는 ‘compassion’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compassion’은 특정한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정의되는(defined) 정의적인 상태
(affective state)이며, 이는 ‘compassion’을 단순히 하나의 행위로만 취급하는 것
(Blum, 1980; Sprecher & Fehr, 2005: Goetz et al., op. cit., p. 351 재인용) 혹은 
고통(suffering)이나 책임 소재(blame)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향한 일반적인 의미
에서의 자비로운 행위(benevolent response)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 한다(Post, 
2002; Wispe' , 1986: Ibid., p. 351 재인용). 이와 같은 점이 ‘compassion’을 다른 사
람의 정서를 단순히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상태인 ‘empathy’와 구분되게 한다(Lazarus, 
1991: Ibid., p. 351 재인용). 이처럼 같은 현상을 경험하더라도,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
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empathy’를 포
함하여 ‘compassion’을 둘러싼 유사 개념의 구조와 구분에 대한 문제는 이후에 보다 자
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43) ‘compassion’이 정서군에 속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고 분명하게 논의를 하고
자 한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현상학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인 특징,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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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compassion’을 정서의 하나로 판단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도덕적 정서(moral emotion)의 맥락에서 해석하며 
이를 도덕성과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대표적으로 스베르들리크(S. 
Sverdlik)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그는 정서에 관한 한 일반적으로 받
아들여질 만한 철학적 정의가 부재함을 인정하면서도, 다음의-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해 내며 ‘compassion’
이 여기에 부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첫째, 정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믿음’(belief)이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포는 대게 누군
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슬픔의 경우 무엇인가 좋
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정서는 이러한 믿
음 이상의 것도 설명할 수 있다. 공포를 느끼지 않고도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그러한 믿음과 관련하여 하나의 
욕구(desire)가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피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정서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도 이러한 믿음과 욕구를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다. 길을 걷다가 트럭이 자
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위험에 있다고 믿고 
또한 그것을 피하고 싶어도, 나는 여전히 차분하고 별 공포감 없이 안전하
게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Sverdlik, 2008, pp. 3-4). 

위의 설명을 숙고해 본다면, 정서는 믿음이나 욕구 이외에 언제나 감정
(feelings)과 느낌(sensations)을 수반해야 한다. 더 나아가 많은 경우 정
서는 즐거움(pleasure)과 고통(pain)을 수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44) 

어 얼굴의 움직임이나 심장 박동의 변화, 뇌과학의 기술, 그리고 진화론적 담론 등이 복
합적으로 요청된다. 이와 같은 주제는 독립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를 필요로 하므로, 관계
되는 논의는 본문에서 간단히 다루고 세부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대신 연구자
는 ‘compassion’이 정서군에 속하며,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을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는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과 논의는 이어지는 본문에
서 제시된다. 

44) 스베르들리크의 이와 같은 해석은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메이어(J. 
Mayer)와 살로베이(P. Salovey)에 의하면 정서는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 된다; 
정서는 단기 감정(short-term feeling)을 일컫는 상태로, 흔히 행복, 분노, 혹은 공포
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안에는 여러 느낌들(sensations) 사이에서 다양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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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정서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의 심리적 상태, 즉 즐거움이나 고통
뿐만 아니라 믿음, 욕구, 그리고 느낌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Ibid., p. 4).45)

도덕적 정서(moral emotions)는 이러한 정서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
다. 여기서 도덕적 정서는 크게 엄격한 의미(a strict sense)와 그렇지 않
은 느슨한 의미(a loose sense)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46) 
‘compassion’은 이중 느슨한 의미에서의 도덕적 정서군에 포함될 수 있다. 
느슨한 의미에서의 도덕적 정서는 보다 일반적인 가치 용어들, 이를 테면 
‘좋음’(good), ‘나쁨’(bad), 혹은 ‘이로움’(benefit), ‘해로움’(harm), 그리
고 ‘복지’(well-being) 등 도덕적 개념들(moral concepts)과 관련된 특
정 용어들을 사용한다. 따라서 ‘compassion’이 오로지 누군가 부당하게
(undeservedly)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belief)과, 이러한 
것이 나쁜 것 혹은 그 누군가에게 나쁜 것이라는 믿음과도 연결될 수 있다
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느슨한 의미에서의 도덕적 정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결론은 어렵지 않게 도출될 수 있다. 게다가 ‘compassion’은 고
통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 자체를 경감 혹은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욕구
(desire)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곧 그 사람을 위한 도움(help)으로 귀
결되므로, ‘compassion’은 이타주의(altruism)의 훌륭한 예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compassion’은 불안감(unease)과 동일한 고통(even 

유쾌함과 불쾌함, 그리고 각성됨과 침착함이 혼합되어 있다(Mayer & Salovey, 1997, 
p. 23). 

45) 스베르들리크는 정서의 특징 중 마지막으로-혈압이나 심박수의 상승 등-생리학적이
고 신경학적인 변화를 언급한다. 특정 정서를 경험할 때 대부분의 경우 외적으로 나타
나는 징후(external manifestations)들이 언급되는데, 이들이 언제나 드러나는 것은 아
니다. 예를 들어, 얼굴 표정의 변화 없이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어떤 
정서들은 욕구나 동기와 결합되지 않기도 한다(Ibid., p. 4). 이에 관해서는 앞의 각주에
서 밝힌 것과 같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므로, 더 이상의 논의 진행 없이 이를 소개하
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46) 엄격한 의미에서의 도덕적 정서는 ‘명백하게’ 도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믿
음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죄책감(guilt)은 엄격한 맥락에서의 도덕적 정서인데, 
이는 그것이 행위자가 잘못(wrong)을 하였거나 혹은 적어도 잘못을 할 것이라는 믿음
과 부합되어 있기 때문이다(Ibid., p. 5). 따라서 도덕적 정서가 엄격한 혹은 느슨하다는 
판단은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관련 개념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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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의 감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Ibid., pp. 5-6). 
이러한 일련의 설명으로부터, ‘compassion’이 도덕적 삶의 일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Ibid., p. 6). 따라서 ‘compassion’이 
도덕성(morality)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47)은 명확하다(Ibid., p. 
7). 비록 ‘compassion’ 자체가 이타주의 그 자체와 동일시 될 수 없고
(Ibid., p. 6), 또한 모든 도덕적 동기를 대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독특한 형태의 도덕적 정서인 것이다(Ibid., p. 10)48). 뇌 
과학자들 역시 ‘compassion’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함으로써 발생하
며, 그 고통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동기(motivation to alleviate)를 가지
게 하는 도덕적 정서라고 기술한다(Haidt, 2003; Lazarus, 1991: 
Mercadillo, Di'az, Pasaye, & Barrios, 2011, p. 1 재인용). 

‘compassion’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이며, 그러므로 우리
들을 자기중심적 자아(ego-centric self)에서 비자아(non-self)로 움직
이게 한다. 그것을 계발함으로써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상호의존적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Walsh-Frank, op. cit., The Doctrines of 
Non-self and Two-fold Truth section, para. 2). 이렇게 볼 때, 
‘compassion’을 분명한 도덕적 정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

골디(P. Goldie) 역시 ‘compassion’이 하나의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정

47) ‘compassion’의 가치를 스베르들리크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자도 
있다. 블럼(L. Blum)이 대표적인데, 그는 ‘compassion’이 철학사에서 불충분한 관심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compassion’이야말로 도덕성의 핵심(central to morality)이라고 
주장한다(Blum, 1980, pp. 507-517: Walsh-Frank, 1996, “Compassion” by 
Lawrence Blum section, para. 2 재인용). 그러나 연구자는 ‘compassion’이 도덕성에
서 가지는 밀접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대
단히 어려운 일이라서 마땅히 칭송받을 만하지만, 사실상 ‘compassion’에서 나오는 행
위는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의 여부를 떠나 그들을 위해 자
신을 과감히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이들의 행위가 모두 ‘compassion’을 중심
으로 해서 도출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48) 사실 스베르들리크는 그의 글 전체에서 ‘compassion’과 함께 ‘sympathy’도 도덕적 
정서로 보며, 둘 사이에 큰 구분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compassion’이 
보다 행위적이고 실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sympathy’와 구분을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학자들의 설명과 인터뷰 자료를 통한 각 단어의 실제 용례를 파악함으로
써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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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a natural, moral emotion)로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는 이러한 정서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곤경(difficulties)을 향한 것이며, 
그와 같은 곤경을 완화(alleviation)시키고자 하는 사고, 감정(feeling), 그
리고 동기라고 언급하였다(Goldie, 2002, p. 199). 또한 ‘compassion’이 
자기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이타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동기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하며(Ibid., p. 
206, 209), 그것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골디는 ‘compassion’이 지니고 있는 진화론적인 특징을 언급
하며(Ibid., p. 204),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
나의 근원적 열정(an original passion)이라고 말한다(Ibid., p. 208, 
211). 그리고 이는 도덕적 양육(moral upbringing)과 이성에 의하여 형성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숙한 인간에게는 ‘compassion’이 정서의 
측면을 넘어서 하나의 온전한 도덕적 성향, 혹은 ‘덕’으로도 자리매김 될 
수 있다(Ibid., p. 209).  

하나의 정서로서 ‘compassion’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의미에서의 도덕적 측면을 넘어, 사회-도덕적(socio-moral) 측면을 강조
한 주장도 있다(Spikins, Rutherford, & Needham, 2010). 이러한 주장
은 정서의 하나인 ‘compassion’의 타인 본위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에 주목
을 한 것이다.49) 

49) 스베르들리크는 이와 관련하여 흥미롭지만 다소 균형을 잃은 듯 보이는 주장을 한다. 
그는 ‘compassion’이 도덕성의 모든 측면을 다루지 못하는 이유로, 그것이 자기 자신
(self)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을 말한다. 즉 ‘self-compassion’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
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가장 높은 수준의 ‘compassionate person’이 되고자 
한다면 그 동기로서 ‘compassion’은 될 수 없다고 말한다(Sverdlik, op. cit., p. 7). 하
지만 이는 ‘compassion’ 자체가 지니고 있는 타인 본위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을 간과한 
것이다. 처음부터 ‘compassion’의 목적은-그 자신이 잘 정리하였듯이-자기 자신의 자
아를 위로함이 아니라 고통 혹은 곤경에 처한 타자를 돕기 위한 정서이다. 따라서 이 
정서는 사회적이고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다. 즉, ‘compassion’은 공동체 내에서 가장 
잘 확인될 수 있는 정서인 것이다. ‘compassionate person’이 되고자 할 때 필요한 덕
목은 타인의 불행한 처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compassion’ 그 자체이다. 그것은 
혼자 사는 공간에서 ‘compassion’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요청되지도 않는 이유와 같다. 
참고로 심리학을 비롯하여 최근 학계에서는, 네프(K. Neff)를 중심으로 ‘compassion’의 
의미를 확장하여 ‘self-compass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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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서가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서는 합리성(rationality)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
며,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정서는 공유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와 여러 관심사 안에서 우리
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compassion’을 비롯하여 사랑, 회한, 공감, 죄
책감 등은 바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Traditional approaches to emotions section, para. 1).

‘compassion’은 인간의 사회적 삶에 있어서 근본적(fundamental)이다. 
배런-코헨(S. Baron-Cohen)과 휠라이트(S. Wheelwright)가 지칭한 
것처럼, 그것은 사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접착제(the glue)와 
같다. 또한 ‘compassion’을 보여주는 반응들(compassionate 
responses)과 상호간의 이타주의는 인간 사회 관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Ibid., Compassion in Humans-the evolution of a uniquely 
significant emotion section, para. 1). 

정서를 개인적인 수준에서든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수준
에서든, 도덕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골디가 시도하였던 것처
럼-그것이 지니고 있는 근원과 유래에 대하여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에 대해서는 진화론적 접근이 유의미함을 부정할 수 없다. 한 연구에 따르
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compassion’은 약 6백 만 년 전에 협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진화론적 압력(intense evolutionary pressure) 때문에 
다른 유인원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왔다. 따라서 이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compassion’은 다른 
동물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차이를 보이
며,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방식을 생각하여 볼 때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
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compassion’을 가지고 사용하는 능력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보아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compassion’에 대한 
우리의 이해 혹은 수용 능력(capacity)도 다른 영장류에 비하여 월등한 차
이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compassion’을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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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가까운 친인척들에 국한하지 않고 그 이상의 사
람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compassion’은 상대적으로 매우 일시적이다; 예를 들어, 침팬지는 느리거
나 그들의 그룹을 따라가지 못하는 개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
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개체들을 어떻게 도울지도 생각하지 않는다
(Ibid., Compassion in Humans-the evolution of a uniquely 
significant emotion, para. 2-3).50) 

이러한 주장은 진화론적 입장에서 볼 때 ‘compassion’과 같은 정서를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접근을 취해야 하는지를 잘 말하여주고 있다.51) 

정서는 아주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인식되고 느낄 수 있다. 우
리의 문화가 얼마나 상이하든지 혹은 우리가 소규모 공동체에서 성장하
였든지 혹은 대규모 공동체에서 성장하였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compassion’, 회한, 그리고 죄책감과 같은 사회-도덕적 정서를 인식하

50) 물론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진화론적 접근에 대해서는 허블린(J. 
Hublin)이 The prehistory of compassion에서 밝힌 침팬지의 이타성 관찰에 관한 연
구가 흥미롭다. 그는 침팬지가 한때 우리가 생각하였던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이
타주의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인원과 원시 인류 사이의 구분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
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원시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이타주의적 특성을 우리 선조들
이 지녔던 도덕적 가치를 증명해 주는 증거로 보기 보다는, 종의 번식과 관련한 적응
(adaptations)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Hublin, 2009, p. 
6430). 연구자는 선택이론과 관련한 허블린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의 
주장 일부에는 동의를 할 수 없는 바이다. 그것은 시간적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표본
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거시적 진화론의 태생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이 가지고 있는 복잡 미묘한 도덕적 정서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주장 전체가 학문적으로 하나의 환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 실제로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 타인 본위적 특성을 보면 진화론적 입장에서 
언급하는 근거들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여기서 허블린의 주장을 비롯
한 진화론적 관점을 소개하는 이유는 ‘compassion’이 진화론적 의미에서‘만’ 의미 있다
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타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compassion’이 인류 
보편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입장으로부터 ‘compassion’의 개념적 특성이 잘 드러난
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51) 이러한 보편적 정서는 ‘주요 정서’(key emotions)라고 불린다. ‘compassion’의 경우 
이는 사랑이나 죄책감 등과 함께 ‘주요 사회-도덕적 정서’(key socio-moral 
emotions)라고 불린다(Spikins et al., op. cit., Traditional approaches to emotions, 
para. 1, Broaching the question of the prehistory of emotions, par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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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험한다. 이러한 정서는 진화론적 맥락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전 세계
-현대 서구 사회에서부터 어딘가의 작은 민족 공동체에 이르기까지-어
떠한 문화이든지 간에 유사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Ibid., 
Broaching the question of the prehistory of emotions section, 
para. 3).

과거 인류에서 ‘compassion’의 역할과 진화적 측면을 이해한다는 것
은, 단순히 이 정서가 우리의 개인적 경험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호르몬적인 그리고 신경 단위의 작용에 기
반을 둔 생물학적인 반응52)과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를 포함하는 보다 넓
은 분석적 관점이 요구됨을 말한다(Ibid., Compassion in biological 
perspective section, para. 1). 

이와 같이 ‘compassion’은 그 특성 상 정서에 속하며, 더 나아가 시ㆍ공
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개인적 그리고 타인과의 사회적인 맥락에서 발견될 
수 있는 도덕적 정서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구조는 어떠하며 그 특징들은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
가? 또한 그러한 ‘compassion’은 현재 국역인 ‘동정심’ 혹은 ‘연민’의 의미
와 적절하게 부합하는가? 이제 이에 대해서 분석하여 보자. 

(2) 개념의 정의 및 구조

우선 ‘compassion’의 정의를 통해서 그 구조를 파악해 보자. 앞서 
‘compassion’이 정서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어느 정도
는 그 구조가 파악되었지만,53) 본 연구에서 제작하는 수업 모형의 중심이 
52) 우리가 ‘compassion’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하

여 돌보아질 때, 진정시키고 위로하는-소위 기분 좋은(feel good)-호르몬인 옥시토신
(oxytocin)이 뇌에서 분비된다(Ibid., Compassion in Humans-the evolution of a 
uniquely significant emotion, para. 4).

53) 그러나 정서로서 ‘compassion’의 위치를 이론적으로 정립하였다고 해도, 그 위치 안
에서 다시 몇 가지로 입장이 나뉠 수 있다. 예를 들어, ‘compassion’을 하나의 분명한 
정서(distinct emotion)로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대리적 정서(vicarious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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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compassion’의 개념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compassion’은 그 어원을 라틴어 ‘compassio’에 두고 있다. 이는 
‘com’과 ‘pati’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는 ‘~과 함께’(with)라는 뜻을 가
지고 있으며, 후자는 ‘고통’(suffer)을 의미한다. 즉, ‘compassion’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누군가와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것’(to suffer with)이
라고 말할 수 있다(Barad, 2007, p. 12). 

라자루스는 이러한 ‘compassion’의 어원적 의미를 잘 살리면서도, 그것
을 하나의 정서로서 자리매김 시키며 분석적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compassion’은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공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서적 경험이 어떠한지
에 따라 달라지는데, ‘compassion’은 그렇지 않으며 그 자체로 하나의 
정서이다. ‘compassion’이라는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
게 느낄지 생각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suffering)을 
경험하고 있을 그 개인적 곤경(personal distress) 상황을 느끼고 이를 
개선(ameliorate)해 주고자 하는 느낌(feeling)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러므로 ‘compassion’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다른 사람의 고
통에 의해 움직이되(being moved by another's suffering) 이를 돕기 
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Lazarus, 1991, p. 289: Goetz et al, 
op. cit., p. 352 재인용). 

라자루스가 기술한 ‘compassion’에서의 중요한 두 요소, ‘고통’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도움’은 그만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다. 많은 학자들, 
예컨대 펠드먼(C. Feldman)과 쿠이켄(W. Kuyken)같은 경우 역시, 

로도 볼 수 있다(Goetz et al., op. cit,, p. 352). 여기서 이 둘 사이의 구분을 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뇌과학의 연구나 fMRI 등의 기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의 ‘compassion’은 전자를 중심으로 하되 후자의 입장을 어느 정
도 수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본 연구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사실상 두 입장에서 설명
되는 개념의 핵심 구조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론적인 개념 분석 외에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compassion’의 용례로부터도 설명될 수 있는데, 그 내용과 결
과는 본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분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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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ssion’이 고통(suffering)에 대한 하나의 반응(Feldman & 
Kuyken, 2011, p. 144)이고, 치유(healing)의 과정을 동반한다(Ibid., p. 
145)고 하며 라자루스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누스바움의 ‘compassion’에 대한 정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이 되지
만, 그녀는 흥미롭게도 한 가지 요소를 더 언급한다. 이점은 ‘compassion’
의 정의에서 매우 중대한 것인데, 그것은 고대 그리스인의 믿음, 곧 
‘compassion’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
통을 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Ibid., p. 150). 패터슨(R. 
Paterson)에 따르면, 누스바움은 ‘compass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부당한 불행(undeserved misfortune)에 대한 인식
(awareness)에 의하여 야기된 고통스러운 정서(the painful emotion) 
(Paterson, 2011, p. 20).54)

누스바움은 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인지적 요소들(cognitive elements)들을 언급한다(Nussbaum, 오병선 역, 
2008). 

첫째는, 중대성의 판단(judgement of seriousness)이다. 
‘compassion’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사소하지 않고 중요

54) 여기서 ‘고통’(suffering)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것은 
월시-프랭크(P. Walsh-Frank)가 블럼이 정의한 ‘compassion’과 관련하여 언급한 것
으로 고통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만일 내가 내 이웃이 경험하는 고통을 함께 한다고 
해도, 이는 사실 ‘동일한’ 고통이 아니다. 즉, 나는 그 이웃보다는 ‘보다 적은 양의’ 고통
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은 정도의 문제이다(suffering is a matter of 
degree)(Walsh-Frank, op. cit., “Compassion” by Lawrence Blum section, para. 
7). 월시-프랭크는 블럼의 이러한 관점이 주체(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자, subject)
와 객체(고통을 경험하는 자, object) 사이에 일종의 거리감을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연구자가 보기에 이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compassion’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유사한 정도의 고통을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내
가 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할 수 있느냐에서 출발한다. 물론 그러한 고통을-이어지는 누
스바움의 설명에서도 나오지만, 상상을 해서라도-경험할 수 있다면 ‘compassion’의 깊
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ompassion’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고통의 
‘인식’이며, 그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이다. 따라서 주체
가 객체보다 고통을 덜 경험한다는 것은 ‘compassion’이라는 정서의 해석에 있어서 본
질을 흔들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 36 -

한 어떤 식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평가는 전
형적으로 외부적 ‘관망자’나 평가자, 그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하여 신음소리를 내거나 비탄하
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compassion’을 갖지 않을 
것이다(Ibid., p. 207). 

누스바움의 첫 번째 요소는 사실상 스베르들리크가 언급한 하나의 믿음
(belief)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compassion’을 가지려 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생각(믿음)을 지니지 않는다면, ‘compassion’에 대한 동
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연구자가 보기에 이러한 믿음은-레스트
가 언급한-도덕적 상황에 대한 민감성(moral sensitivity)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사안이 
포함된 문제 상황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 즉 그것이 가지고 있
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혹은 그것이 심각하다고 믿는 것)은 사실
상 그 사람이 도덕적 사안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55)

둘째는, 무과오의 판단(judgment of non-fault)이다. 우리는 대체로 
어떤 사람의 곤경이 선택한 결과이든가 스스로 끼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 ‘compassion’을 느끼지 않는다. ‘compassion’을 느낄 때 
우리는 적어도 어떤 사람의 곤경의 충분한 부분이 그 사람에게 비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야기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중략)…따라서 우리
는 만일 어떤 범죄인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된 것이 대부분 사회
적 힘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compassion’을 느끼지
만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를 비난할지 모른다(Ibid., p. 208).

55) 이러한 맥락에서 ‘compassion’의 개념적 구조는 볼커의 도덕적 민감성 이론과 일맥상
통하고, 이것이 볼커의 측정 도구 틀을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원인
을 제공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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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언급한 두 번째 요소는 ‘compassion’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
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스스로가 게으른 까닭
에 가난해지거나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을 향하여 ‘compassion’을 가지거
나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형편이 비교적 불가항력적으
로 발생한 구조에 의한 것이라면 혹은 피의자가 소위 말하는-사회적으로 
용인되는56)-‘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종종 ‘compassion’을 
가지며 법원에 ‘선처’(善處)를 구하기도 한다.57) 이 요소는 특정 행위자가 
‘compassion’을 가지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상황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가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58) 

셋째는, 전통에서 소위 ‘compassion’의 필수요소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
56)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맥락주의적이다. 연구자는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진화론적 담론에 기반을 둔-보편적 특성은 긍정하나 그것이 시간과 공간
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동일한 수준과 양식으로 나타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이 
‘compassion’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편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 이해되며 실제 행위로 발현되기까지의 양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교
문화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compassion’의 기능, 즉 고통의 감소시킴과 협동적 관계의 
형성 및 유지는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Goetz et al., 
op. cit., p. 365).

57) 몇 달 전 이와 관련하여 흥미 있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절도전과가 있는 50대 절도 
피고인에게 법원이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선
처해 눈길을 끌었다(동아일보, 2012. 03. 19). 이는 생계형 범죄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사실 경찰청
은 2009년과 2010년에도 생계형 범죄에 대한 선처를 골자로 하는 업무처리 지침을 일
선에 지시한 적이 있다. 곧, 순전히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선
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 ‘장발장(생계형)범죄 가급
적 선처한다.’ 매일경제, 2009. 12. 01; ‘검ㆍ경, 올해도 장발장 범죄 벌금 경감 등 선
처한다.’ 제주일보, 2010. 02. 18.

58) 스베르들리크는 ‘compassion’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 즉 ‘compassion’이 오로지 부
당한 고통(suffering thought to be undeserved)과 직결된다는 정의가 바람직하지 않
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누군가가 고통을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
도, 이러한 감정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여기서 그는 ‘compassion’과 
‘sympathy’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배우자를 감옥에 둔 경우가 그러하다
(Severdlik, op. cit., p. 7). 그러나 그의 주장은 사실 핵심을 놓치고 있다. 만일 배우자
를 감옥에 둔 경우, 우리는 그 감옥에 갇힌 사람에 대해서 ‘compassion’을 가지지 않는
다. 반면 우리는 감옥에 있는 그 혹은 그녀를 기다리는 상대 배우자에게 ‘compassion’
을 가질 수 있다. 즉, 우리가 ‘compassion’의 정서를 가지는 대상은 감옥에 있는 배우
자가 아닌, 상대 배우자이다. 왜냐하면 상대 배우자가 홀로 있으면서 경험하는 고통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책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compassion’은 
부당하게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여전히 그 핵심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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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나는 이를 수락하지 않지만 그것은 유사한 가능성의 판단
(judgment of similar possibilities)이다. ‘compassion’을 갖는 사람은 가
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자신과 비슷하고 유사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항상 그런 경우일 필요는 없다고 주
장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곤경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 ‘compassion’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Ibid., p. 208). 

본 연구가 지지하는 누스바움의 이 세 번째 요소는 사실 대단히 논쟁적
인 담론을 함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을 자신도 유사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의 감정을 자신에게 ‘상상’하
여 이입하는 과정, 즉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는(vicarious emotion) 
‘empathizing’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감정이입(혹
은 공감하는 것’(empathizing)은 특정 행위자가 ‘공감’(empathy)을 발현
하는 과정이다.  

‘compassion’과 ‘공감’과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정서 
현상이라는 것이 확연한 경계를 두고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compassion’의 정의에서 ‘공감’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학자들도 있다; 보
다 엄격한 의미에서 ‘compassion’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
고 있는 정서에 대하여 적절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 감정을 이입하는 것
(혹은 공감하는 것, empathizing), 그리고 도움을 주고자 동기화되는 것을 
포함한다(Spikins et al., op. cit., Compassion in biological 
perspective, para. 1). 더 나아가 신경과학적 입장에서 공감과 
‘compassion’ 사이의 의미를 규정한 학자도 있다; 최근 신경과학의 연구들
에 의하면, 거울 신경 망(connections of mirror-neurons)은 정서적 반
응들에 있어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감
정을 가진 것을 볼 때 반응한다. 이러한 이론들 안에서 공감은 
‘compassion’에 있어서 하나의 사실이자 조건이다(Cingel, 2011, p. 
682). 역시 비슷한 연구로 ‘compassion’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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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Goetz et al., op. 
cit., p. 368).59)

그러나 누스바움의 주장과 같이 과연 ‘compassion’이 ‘언제나 항상’ 다
른 사람의 감정을 대리적으로 경험하며 이러한 감정이입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서 그녀는 동물이 경험하는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compassion’60)을 언급한다.61) 우리가 동물과 여러 가지 방
식에서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동물들이 고통을 경험함이 나쁘다는 것을 보
려거나 그 동물들에 대해 ‘compassion’을 갖기 위하여62) ‘유사한 가능성
의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그녀는 보다 중요한 주장을 하는데, 그
것은 우리가 유사성이라는 생각에 더욱 의존할수록, 많은 경우에 우리의 
‘compassion’은 도덕적으로 덜 적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이타주
의를 그 특성으로 하고 있는 ‘compassion’이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유사한 가능성의 판단을 통해 발현하는 것 보다는, 고통 그 자체에 

59) 물론 이러한 과학적 자료가 확정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
럼, 인간에 대한 거울 신경 세포 관련 연구는 그 태생적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게
다가 거울 신경 세포와 관련한 연구들은 거의 공감과 관련한 것이며, 괴츠(J. Goetz)와 
같은 학자들처럼 ‘compassion’을 대상으로 한 예는 매우 적다. 

60) 실제 ‘compassion’은 종종 감정을 이입하는 과정인 ‘empathizing’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누스바움 역시 공감(empathy)이 자주 ‘compassion’을 형성하는 극도로 가치 있
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는-드 발(F. de Waal)과 뱃슨(D. Batson)처럼-그 가치를 인정
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compassion’의 개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없는 이
유는, 그것이 ‘늘’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과정을 수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Nussbaum, 
오병선 역, op. cit., p. 211). 예를 들어, 돼지가 잔인하게 도축될 때 돼지에게 감정이
입을 하여 돼지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상상하지 않고도 ‘compassion’을 가지는 것이 가
능하다. 이는 곧 분석될 ‘compassion’의 용례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61) 비록 누스바움은 언급하지 않지만, 여기서 동물에 대하여 ‘compassion’을 가진다는 
것은 ‘동등한 생명’의 입장에서 그것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점을 분
명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점으로부터 ‘pity’와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절의 후반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62) 참고로 동물에 대한 ‘compassion’과 관련한 분석적 설명은 스노우(N. Snow)가 단연 
독보적이다. 그녀는 블럼이나 파이퍼(A. Piper)가 이해한 ‘compassion’에 대한 설명이 
동물에게 적용될 때 가지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상상을 중심으로 하는 해
석’(imagination-based account)이 동물들의 실제 ‘내적 경험들’(inner experiences)
을 재구성할 수 없다면서 그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belief-based model)이 동물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compassion’을 보다 적절
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now, 1993, p. 63). 이러한 주장은 동물들에 대한 
‘유사한 가능성의 판단’이 불필요함을 언급하는 누스바움의 의견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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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도덕적이라는 주장이다(Nussbaum, 오병선 역, 
op. cit., p. 208).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passion’의 과정에서 유사한 가능성의 
‘판단’(혹은 상상)을 하는 것은 결코 경시될 수 없다. 블럼에 따르면, 
‘compassion’은 다른 사람을 ‘동료 인간’(fellow human being)으로 대하
는 공유된 인류애의 감각(a sense of shared humanity)을 포함하고 있
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 자신을 포함하여 그 누
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Walsh-Frank, op. 
cit., “Compassion” by Lawrence Blum section, para. 7). 즉, 유사한 
가능성의 판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신과 그 사람의 연결 관계를 인본주의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단은 누스바움이 지적한 것처럼 ‘compassion’의 도덕
적 의미를 규정짓는 본질적이지는 않지만,63)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64) 

끝으로 전통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내 생각에는 꼭 언급하지 않
으면 안 되는 생각이 한 가지 더 있다; 내가 행복주의적 판단
(eudaimonistic judgment)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고난을 겪는 사

63) 반면 상상이 ‘compassion’에 대해서 결정적(crucial)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스
네이더(N. Sznaider)는 인간 존재 자체가 잔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 수는 없다고 말한다(Sznaider, 1998, p. 126). 따라서 그는 
‘compassion’이 상상에 있어서 의존적이라는 것은, 도덕적 정서(moral sentiments)의 
발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하다고 말한다(Ibid., p. 127). 그러나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누스바움의 주장처럼 상상은 ‘compassion’에 대해서 ‘있으면 좋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 곧 ‘compassion’의 용례를 살펴보겠지만, 실제적인 사례를 
생각하여 볼 때도 ‘상상’은 ‘compassion’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늘 등장하는 개념은 아
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스테이더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상상과 
‘compassion’이 도덕교육적 맥락에서 사용될 때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
하기로 한다. 

64) 누스바움이 세 번째 요소를 전적으로 도외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누스바움이 
염려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요소를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핵심에 놓고 ‘compassion’
을 설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그러나 세 번째 요소가 ‘compassion’의 과정
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요소가 될 때, ‘compassion’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절의 후반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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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나 사람들을 그 감정을 느끼는(정서를 경험하는) 사람의 삶의 중요
한 부분 중에 놓는 판단이나 사고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에게 중요성을 
지닌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중요한 목적과 기획 중에 있다.”라고 말한
다. …(중략)…우리는 우리의 사물의 설계 속에 어떤 중요성을 이미 부여
받은 사람의 손해(고통)에 슬픔을 느낀다(Nussbaum, 오병선 역, op. 
cit., p. 209).65) 

누스바움의 이러한 주장은-그녀 자신이 강력하게 밝히고 있듯이-정서
로 인하여 사건 및 사람들이 항상 행위자 자신의 만족이나 행복을 위한 수
단적 의미의 맥락에서만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우리들에게 
강한 감정을 일으키는 사물은,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관하여 명시적이거
나 혹은 암묵적으로 우리들의 사고에 중요성을 부여하였던 것과 부합한다. 
시ㆍ공간적으로 자신에게 친근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compassion’을 더
욱 빈번하고 혹은 깊게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compassion’
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 자신에게 행복주의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이타주의적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자신과 시ㆍ공간적으로 유리
되어 있을지라도-남을 보다 잘 돕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
구 반대편에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에게 ‘compassion’을 가
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동등한 수준의 ‘compassion’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신의 행복주의
적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66)

누스바움이 언급한 이러한 행복주의적 판단은 하나의 중요한 논점을 암
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복지(well-being)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65) 괄호 안의 ‘정서를 경험하는’과 ‘고통’은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삽입한 문구이다. 
66) 바로 이 부분에서 ‘compassion’의 도덕교육적 가치가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행복의 범주에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는 것은 도덕적 동기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스바움은 공공적 삶(public life)에서 ‘compassion’을 교육하
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 예술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고 하였다(Paterson, op. cit.,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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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 다가온다면, 이는 곧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동등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말이 된다. 만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돕는 행위 그 자
체의 도덕적 의미는 상당부분 퇴색되고 만다.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인 의
미에서 이타적인 행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compassion’
에서의 도움은 그러한 맥락이 아니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것을 도
우려고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동등한 인간의 입장으로 설정하며 접근하고 
있다.67)

이와 같이 ‘compassion’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에 대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실질적 도움을 포함하는 실천적 반응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
다.68) ‘compassion’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잘츠버그(S. Salzberg)와 

67) 달라이 라마(Dalai Lama)의 혜안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유의미하다. 그는 다음과 같
이 말하며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 평등적 속성을 언급한다; 실제로 ‘compassion’
을 통해 다른 존재를 바라볼 때 불평등의 느낌이나 우월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지요. ‘compassion’이 꼭 우월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 사이에 차별을 만드는 건 아
닙니다. …(중략)…깊고 넓은 유형의 ‘compassion’은 주로 내가 ‘compassion’을 느끼는 
다른 존재를 자신처럼 여기는 관심에 기초합니다. 그는 나와 가깝든 아니든 나처럼 행
복을 원하고, 나처럼 행복해지고 고통을 이겨낼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
략)…이런 식의 ‘compassion’은 자아와 타인들 간의 평등을 근거로 합니다. 우월감을 
느낄 여지는 없지요(김선희 역, Goleman, Eds., 2006, p. 36. 참고로 본문에서는 
‘compassion’이 ‘연민’으로 번역된다.).

68) 이와 같은 구조는 주지하다시피 누스바움의 ‘compassion’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접
근한 것이다. 이는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교실 교육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데, 교실이
라는 공간, 즉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누스바움의 
‘compassion’에 대한 인지적 요소는 매우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 연구가 목표
로 하고 있는 시민성 교육에 대한 ‘compassion’의 함의를 생각해 볼 때도, 누스바움의 
분석은 매우 체계적이기 때문에 교실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유용하다. 물론 그녀의 이러
한 해석이 ‘compassion’에 대한 이해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크리스프는 누스바움이 
언급한 ‘compassion’에 대한 요소들을 반박하며, 이들이 ‘compassion’에 있어서 필수적
이지는 않다고 지적한다. 그의 논의에 있어서 핵심은, 누스바움이 스토아적 관점에 입각
하여 ‘compassion’의 비인지적 요소(non-cognitive element)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다(Crisp, op. cit., pp. 234-241). 하지만 본 연구는, 크리스프의 주장의 일부에는 동
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ompassion’에 대한 포괄적이며 총체적이고 완전한 이
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거듭 
강조하듯이, 어디까지나 교실 교육적 상황 하에서의 시민성 교육을 위하여 
‘compassion’이 가지는 함의를 찾는 것이다. 맥락이 이러하다면, 누스바움이 이해한 
‘compassion’에 대한 이해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옴을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누스바
움의 이와 같은 이해는 실제 ‘compassion’의 용례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크리스프가 
지적한 누스바움식 해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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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자들은 ‘compassion’을 윤리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으로까지 
생각하기도 한다.  

테라바다 불교69)는 고통을 초래하는 것과 고통을 끝내는 것을 구별함
으로써 윤리에 접근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중략)…최고의 경지에 이른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
을 초래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윤리체계의 기반에 
‘compassion’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또한 
‘compassion’이라는 말을 쓸 때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것
과 같은 뜻은 없습니다. …(중략)…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우리가 그들보
다 낫다는 뜻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중략)…‘compassion’은 좀 더 
나은 사람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느낌이라기보다 평등의 느
낌입니다(김선희 역, Goleman, Eds., op. cit., pp. 30-31).

물론 이때 ‘compassion’과 관련한 고통은 ‘비교적’ 부당한 성격의 것70)
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
도 수준으로는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compassion’에 대한 학문적 접근 이외에, 실제 이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
은 어떠한가? 연구자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그 용례를 분석하였다.71) 
69) 고대 인도 소승불교의 현존하는 유파로서 타이,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지에 분

포되어 있다(김선희 역, Goleman, Eds., op. cit., p. 30).
70) ‘compassion’에 대한 개념과 구조를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고 그렇지 않음을 정하는 것은 공동체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compassion’을 하나의 진화된 정서로서 그 보편성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서로 
다른 문화 속 개인들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다(Goetz et al., 
op. cit., p. 366). 

71) 연구자는 2012년 3월 14일부터 2012년 5월 10일까지 페이스북(FacebookTM) 메시
지, 이메일, 스카이프(SkypeTM)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에게 ‘compassion’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그들은 공군 헬기 조종사, 아마추어 
작가, 사회 복지사, 종교단체 간사, 과학 교사, 항공사 부기장, 특수 교사, 언어학을 전공
하고 있는 대학원생, 대학교 부설 어학연수원장, 뇌과학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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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는 ‘compassion’에 대한 이해는 앞서 소개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 측면과 거의 비슷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들은 ‘compassion’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주로 
‘사랑’(love), ‘돌봄’(caring), 그리고 ‘친절’(kindness) 등과 같은 가치들과 
관련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에 따르면, ‘compassion’은 언제나 실질적인 도
움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도움은 실제로 드러나는 하나
의 현상이었다. 

‘compassion’에 대한 참가자들의-사전적 정의가 아닌-경험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compassion’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향하여 누군가가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인터뷰: A, 미국인, 28세, 공군 헬기 
조종사). 

‘compassion’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즉, 친절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인터뷰: C, 미국인, 33세, 사회 복지사).

‘compassion’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일정 혹은 
계획이라도 제쳐두며 스스로가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다(인터뷰: D, 미국인, 33세, 종교
단체 간사). 

육학과 교수, 전 영어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뷰 질문은 총 6개였으며, 첫째는 
인터뷰 참가자가 생각하는 ‘compassion’의 정의, 둘째는 인터뷰 참가자가 생각하는 ‘a 
compassionate person’의 의미, 셋째는 인터뷰 참가자가 매일의 삶에서 ‘compassion’
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지에 관한 것, 넷째는 ‘compassion’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 다섯째는 ‘compassion’과 ‘sympathy’, 
‘empathy’ 그리고 ‘pity’의 차이점을 인터뷰 참가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기술하는 것, 마
지막 여섯째는 앞 질문의 각 단어들을 실생활에서 언제 사용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구성
되어 있다(인터뷰 질문은 부록 2를 참고). 인터뷰 참가자는 미국 중부에 위치한 두 개 
주에서 편의 표집 되었으며,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인터뷰 자료는 곧 이
어질 한국 교사들의 인터뷰 자료의 결과와 비교될 것이며, 이는 ‘compassion’에 대한 
적절한 의역이 요청된다는 본 연구자의 주장을 지원할 것이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터뷰 참가자의 이름은 개인 정보 보호의 목적으로 이니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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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ssion’은 도움 요청에 대하여 행위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인터뷰: E, 미국인, 30세, 과학 교사).

‘compassion’은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 감정, 그리고 돌봄
의 행위이다. 이것은 친절함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돕기 위한 실질적인 
행위를 취하는 것이다(인터뷰: G, 미국인, 31세, 특수 교사).

‘compassion’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거나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해 친
절함을 보여주는 것이다(인터뷰: I, 미국인, 49세, 대학교 부설 어학연수
원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mpassion’에 대한 참가자들의 경험적 이
해는, 앞서 제시된 여러 학자들의 정의에서 살펴 본 바와 대동소이 하였
다. 즉, ‘compassion’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구조인 ‘고통에 대한 도움’이
라는 측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경험적 정의에서 언급이 
안 된 것이 있다면, 누스바움이 언급한, ‘무과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연
구자는 참가자들이 이 ‘무과오의 판단’을 기본적인 전제로 두고 경험적 정
의를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랑’, ‘돌봄’, 그리고 ‘친
절’72)과 같은 가치 함축적인 용어들을 ‘compassion’의 이해와 함께 두었
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볼 때, 우리는 범죄자나 죄수와 같이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러한 
용어들을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이들을 위한 하나의 재활 시설에
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특수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여러 참가자들 가운데에서 ‘compassion’에 대하여-경험적임에도 
불구하고-가장 분석적인 정의를 내린 경우이다.

‘compassion’은 다른 사람의 복지(well-being)를 염두에 둔 것으로써,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상황을 개선시켜주거나 그 고통을 덜어주는 

72) 이론적인 면에서도 보았을 때, 친절은 ‘compassion’이라는 정서와 그것에 의한 행위
를 수반한다(Crisp, op. cit.,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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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돕고자 하는 욕구와 행위를 수
반한다(인터뷰: F, 미국인, 42, 항공사 부기장). 

F의 정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복지’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compassion’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에서 강조되는 것으로73) 
‘compassion’이 개인의 가치 수준을 넘어, 타인 본위적 가치의 측면도 가
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학자들의 이론뿐만 아니라-위의 정의
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 되고 있지만, ‘compassion’은 하나의 정서이지만 
그 자체에 행위 요소를 이미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F의 인터뷰 내용은 앞서 누스바움이 언급한 행복주의적 판단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D가 언급하였듯이, 자신이 경험할지도 모를 불편함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복지를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compassion’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목
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그 어떠한 우
월함 혹은 열등함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상의 경험적 정의들은 모두 ‘compassion’이 그 자체로 구분되는 정서
임을 염두에 두고 기술된 것이다. 하지만 몇몇 참가자들은 ‘compassion’이 
‘공감’(empathy)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나는 ‘compassion’이 ‘empathy’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emotions) 감정들(feelings)을 기꺼
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진실로 고통을 치유해 
주거나 도와주려는 마음과 함께 한다(인터뷰: B, 미국인, 32세, 아마추어 
작가).

‘compassion’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해서 갖는 하나의 감정

73) 본 장 3절에서 ‘compassion’과 복지에 관한 부분이 타인 본위적 가치의 담론 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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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eling)이다. 예를 들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compassion’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과 같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
되 돕고자 하는 욕구를 같이 가지는 것이다(인터뷰: H, 캐나다인, 32세,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내 생각에 일반적으로 ‘compassion’은 적극적인 요소(an active 
component)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 혹은 사람들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고, 특수한 상황 하에서 느끼는 것이다. (인터뷰: J, 미국인, 53세, 
교육학과 교수).

누군가에 대해서 ‘compassion’을 가진다는 것은, 고통을 경험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인터뷰: K, 미국인, 82세, 전직 영어 
교사). 

누스바움은 유사한 가능성의 판단을 언급하며 ‘compassion’에서는 감정
을 이입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취하여 보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
고 하였다. 누스바움의 이러한 입장은 참가자들의 응답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들의 절반 이상이 ‘compassion’에서 ‘공감’(empathy)의 기능 혹은 역할
을 제외시킨 데 반해, 나머지는 ‘공감’(empathy)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에 주목을 하였다. 요컨대, ‘compassion’이 실제로 사용되고 이해되는 
측면은 그것의 이론적 접근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74) 

연구자는 ‘compassion’의 정의와 관련하여 또 다른 질문을 하였는데, 그
것은 ‘a compassionate person’에 대한 의미였다.75) 이 정의를 질문한 
이유는 ‘compassion’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74) 이는 ‘compassion’에 대한 전통적 접근과 누스바움의 접근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누스바움의 접근이 현상을 보다 더 잘 반영하는 듯 보인다. 
‘compassion’에서 감정이입 혹은 공감이 늘 수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75) 실제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접근은 ‘a compassionate person’에 대한 이론적 
정의와는 다른 관점을 제공하여 준다. 즉, 단순한 이론적 수준에서의 설명, ‘a 
compassionate person’은 ‘compassion’을 느끼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towards the right people)의 고통을 적시에(at the right time)에 완화 혹은 경감시
키고자 하는 행위를 한다(Crisp, op. cit., p. 244)는 식의 접근과는 다른 논점을 취하
게 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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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관해 알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은 매우 일관되게 도출되었는데, 이중 B의 응답
이 주목할 만하다. 

자신보다도 동료 인간(fellow human)의 복지를 먼저 고려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한 사람들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인터뷰: B, 미국인, 32세, 아마추어 작가). 

여기서 B는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누스바움이 앞서 언
급한 ‘행복주의적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 B는 ‘a compassionate person’
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의 행복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사람임을 강
조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사
람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언급한 행복주의적 판단의 이해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게다가 그의 지적은 행복주의적 판단에서 도출될 
수 있는 ‘동등한 인간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는 그의 표현, 즉 단
순히 불쌍한 처지의 한 생명체라는 생각에서 나아가 ‘동료 인간’(fellow 
hum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B의 
이러한 입장은 다른 참가자들의 ‘a compassionate person’에 대한 정의
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다. 

도와줄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
는 것이다(인터뷰: F, 미국인, 42세, 항공사 부기장).

자신을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다. 또
한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대하여 열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인터뷰: G, 미국인, 31세, 특수 교사).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고통을 같이 느끼고 그것들을 자신의 입장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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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생각한다(인터뷰: K, 미국인, 82세, 전직 영어 교사).

이들의 응답에서 공통적인 것은, ‘a compassionate person’이 다른 사
람의 행복과 복지를 동등한 인간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
신의 행복이나 입장에 그대로 투영시킨다는 점이다. 즉, ‘a 
compassionate person’은 도덕적인 인간이며 이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
다. ‘a compassionate person’의 도덕적 측면은 다른 응답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인터뷰: C, 미국
인, 33세, 사회 복지사).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불평을 하지 않고, 심지어 선행
을 하면서도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인터뷰: D, 미
국인, 33세, 종교단체 간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고 돕는 사람이다(인터뷰: E, 미국인, 30
세, 과학 교사).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를 돕거나 그가 처한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인터뷰: H, 32
세, 캐나다인,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친절함을 보여주는 사람이다(인터뷰: I, 미국
인, 49세, 대학교 부설 어학연수원장). 

이처럼 ‘a compassionate person’은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타
인과의 관계 측면에서 볼 때, 이타성이라는 점에서 모두 도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76) 즉, ‘compassion’은-이론적인 내용과 실천
76) 블럼은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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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하여 볼 때-한 인간이 그리고 한 시민이 갖추
어야 할 하나의 ‘덕목’(virtue)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J와 K는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
였다.

‘compassion’에 대한 사고방식(mind-set)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를 맺는 방식을 바꾼다. ‘compassion’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실천적인 역할을 하고, 이는 그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터뷰: J, 미국인, 53세, 교육학과 교수).

나는 ‘compassion’을 가질 때 언제나 사람들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러한 이해는 나와 그들의 삶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 관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인터뷰: K, 미국인, 82세, 전직 영어 교사).

그렇다면 이 덕목은 한 사람 안에서 어떠한 식으로 인식되고 발현이 되
는가? J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언급을 하였다. 

‘a compassionate person’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하여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compassion’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는 혹은 그것을 위해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극이 충분한 정도의 일정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준의 경험을 가지거나, 연습을 통
해 계발시키거나, 혹은 실제 삶에서 따를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인터뷰: J, 미국인, 53세, 교육학과 교수). 

‘compassionate’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반응적(responsive)이라는 생각 없이도 
‘compassionate’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a compassionate person’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알고(의식), 그 도움을 제공하고자(행위) 하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단지 이러한 덕 자체에 대한 관념이 없이도 이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conceivable)는 것이다(괄호 안의 말 ‘의식’과 ‘행위’는 연구자가 추가. Blum, p. 331, 
in Kagan & Lamb (ed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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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의 의견에 따르면 그리고 동시에 누스바움이 언급한 ‘compassion’의 
도덕교육적 가치를 다시 상기한다면, 우리는 도덕교육 상에서 ‘a 
compassionate person’을 만드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
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인지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도덕교육적 가르침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참가자들에게 ‘compassion’의 개념 및 구조에 대하여 마지막
으로 질문한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
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질문의 목적은 ‘compassion’의 개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함과 동시에, ‘compassion’의 의미에 해당하는 적절한 의역을 구성하
기 위함이었다.77) 여기서도 참가자들의 응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타성(selflessness)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관점
에서 삶을 바라보게 해 준다. 나와는 다른 그들과 함께 걷고, 말하며, 진
심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다(인터뷰: B, 미국인, 32세, 아마추어 작가).

‘compassion’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험인 것 같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깊고 힘 있는 ‘compassion’을 가질 수 있는 것 같다(인터
뷰: C, 미국인, 33세, 사회 복지사).

남을 도와주면서 무엇인가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인
터뷰: D, 미국인, 33세, 종교단체 간사).

성숙함(maturity)이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compassion’이 자신과 별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strangers)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터뷰: E, 미국인, 30세, 과학 교사).

‘compassion’은 말 그대로 다른 누군가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의

77) 이러한 생각은 ‘compassion’을 잘 표현하는 국역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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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compassion’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타성이라고 생각한다(인터뷰: F, 미국인, 42세, 항공사 부기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인터뷰: G, 미국인, 31세, 특수 교사).

‘compassion’을 스스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인터
뷰: H, 캐나다인, 32세,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사랑’이야말로 ‘compassion’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이다.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에게 형제에게 주는 사랑과 친절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compassion’이다(인터뷰: I, 미국인, 49세, 대학교 부설 어학연수원장).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 주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의지로 인하여 그 사람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되
는 것이다(인터뷰: J, 미국인, 53세, 교육학과 교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살피
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진실로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
기 때문이다(인터뷰: K, 미국인, 82세, 전직 영어 교사).

이들의 응답은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compassion’은 무엇보다도 이타성을 그 핵심으로 한다. 
비록 모든 참여자들이 ‘이타적’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들의 응답은 모두 ‘compassion’이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의 복지를 동등한 인간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
는 이타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둘째, ‘compassion’은 실천적이어야 한다. 
참가자들은 모두 ‘compassion’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언급할 때 언제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몇몇 참가자들은 이
를 위해 스스로의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 즉 이론적 분석과 경험적 접근의 결과를 모두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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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compassion’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실천적 도움을 그 핵심 구
조로 하는 평등한 성격의 이타주의적 정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는 
그 구조적 특성 상 남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종종 ‘사랑’ 혹은 
‘돌봄’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compassion’은 ‘사랑’이나 ‘돌봄’과 동의어가 될 수 없다. ‘compassion’이 
사랑이나 돌봄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후자의 것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인식을 그 핵심으로 두지 않는 반면에, ‘compassion’은 그 동기가 오
로지 고통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78)

그렇다면 ‘compassion’의 국역은 이와 같은 개념과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compassion’은 우리말로 ‘연민’ 혹은 ‘동정심’이라고 번역되어 있
다.79) 연민은 그 사전적인 의미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이라고 정의되
어 있으며, ‘동정심’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80)

이에 연구자는 이러한 국역이 실제 현장 교사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사
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81) 관련 설문 문항 및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78) 사랑과 돌봄은 범주의 측면에서 볼 때 ‘compassion’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보다 더 
포괄적이다. 사랑과 돌봄에서도 ‘도움’의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compassion’에 비하여 
그 대상이 ‘고통’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말하여, 연인사이에서 
남성이 연하의 여성을 돌보아주고(caring), 사랑해준다(loving)는 표현은 가능하나, 그
러한 상황 하에서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 ‘compassion’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
다. ‘compassion’을 사용하려면, 여성의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그저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 

79) 이러한 번역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TM)가 제공하는 다음의 영어사전을 
참고;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80) ‘연민’과 ‘동정심’의 정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국어사전
을 참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81) 본 설문에 대한 개괄은 앞서 서론의 각주 7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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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민’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실제 삶에서의 사용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가?
1) 예 203명 92%
2) 아니오 18명 8%
◆ ‘동정심’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실제 삶에서의 사용 맥락을 반영하
고 있는가?
1) 예 195명 88%
2) 아니오 26명 12%

[표 1] ‘연민’과 ‘동정심’의 의미 이해

참가자들은 ‘연민’이나 ‘동정심’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대체로 실
제 삶에서의 사용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은 참가
자들이 ‘연민’과 ‘동정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compassion’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고통’(suffering)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
다. 따라서 ‘연민’과 ‘동정심’은-사전적 정의 그 자체로 본다면 그리고 설
문 조사 결과에 기반을 둔다면-적어도 ‘고통’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잘 반영하여 실생활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2) 

그러나 이 두 단어가 ‘compassion’의 적절한 번역이 될 수 있는가의 문
제는 ‘compassion’의 다른 핵심 요소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앞서 분석되었듯이, ‘compassion’은 고통의 인식과 그것을 
실천적으로 돕고자 하는 의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사람과 동등

82) 단어의 사전적 정의와 실제 사용 맥락이 언제나 유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너
무’ 같은 경우, 그 의미가 ‘너무 크다/너무 늦다/너무 먹다/너무 어렵다/너무 위험하다/너
무 조용하다’와 같이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라는 뜻을 나타내고, 그 뜻이 말하
여 주는 대로 ‘너무’는 용언을 부정적으로 한정하는 부사로 쓰여 왔다. 그러나 실제 사
람들이 ‘너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혹은 ‘너무 행복해’ 등과 
같이 긍정적인 맥락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여러 방송들은 사람
들이 긍정적 맥락에서 ‘너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을 ‘참’, ‘매우’, ‘정말’ 등으로 고쳐 
자막을 내 보내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쉽게 볼 수 있다. ‘너무’는 
그것이 의도된 정의와 사용되는 실례가 다름을 증명하는 좋은 예 중의 하나이다. ‘너무’
의 의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국어사전을 참고; 국립국어
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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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심’과 ‘연민’이 ‘compassion’의 원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1) 매우 그렇지 않다 29명 13%
2) 약간 그렇지 않다 137명 62%
3) 약간 그렇다 45명 20%
4) 매우 그렇다 10명 5%
◆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83)
1) ‘동정심’이나 ‘연민’은 평등한 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75명 34%
2) ‘동정심’이나 ‘연민’은 남을 돕는다(help)라는 개념을 가
지고 있지 않다. 54명 24%
3) ‘동정심’이나 ‘연민’은 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 28명 13%

[표 2] ‘compassion’의 의미 이해 

한 혹은 평등한 입장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연민’이나 ‘동정심’은 그 사전
적 정의에서 ‘고통’의 사안을 제외하고는 다른 요소들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의 쓰임에서도 이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설문 조사 결과가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설문 참가자들의 75%(13%+62%, 총 166명)는 ‘연
민’이나 ‘동정심’이 ‘compassion’의 정의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
다. 그 이유로 가장 큰 응답을 보인 것이 바로 우리말의 ‘연민’이나 ‘동정
심’은 ‘compassion’과는 달리 비교적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반응이 다소 엇갈렸는데, 
실제로 위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동정심’을 ‘연민’보다는 
보다 불평등한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동정심’과 
‘연민’의 실제 이해 정도에서 파악될 수 있다.

83) 세 가지 답변 이외에 나머지 교사들은 ‘기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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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심’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인가?84)
1) 동등한 위치에서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89명 40%
2) 우월한 입장에서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131명 59%
◆ ‘연민’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인가?
1)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175명 79%
2) 우월한 입장에서 상대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46명 21%

[표 3] ‘동정심’과 ‘연민’의 평등적 속성 이해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은 ‘동정심’을 남의 처지
를 안타깝게 여기되, 그것을 우월한 입장으로부터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해
하였다. 반면 ‘연민’의 경우, 응답자의 5분의 1정도만이 ‘연민’의 우월한 입
장 관계를 긍정하였다. 이러한 입장과 관련하여 몇몇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해를 표현하였다.85)

동정심과 연민을 다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 같다. 내 생각에 동정심은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고, 연민은 우월한 입장
으로부터 상대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것 같다.

동정심은 우월한 입장이고, 연민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동정심은 상하관계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연민은 동등한 관계 속에

84) 참고로 이 질문에는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가 1명 있었다.
85) 본 설문에서는 이와 같이 참가자들의 의견을 묻는 문항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로 응답률은 그리 높지 못하였다. 주관식 문항에 응답한 그들의 의견은 객관식 문항들
에서 얻어진 자료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사용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될 때
는 설문 자료가 아닌 인터뷰 자료가 사용될 것이다(인터뷰의 경우 참가자 중 10명을 편
의 표집 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인터뷰 자료는 별도 명시함). 참가자들의 의견 개진 
부분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 및 그들의 요구로 인하여 나이와 같은 별도의 정보를 공개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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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 두 단어가 말하는 뉘앙스는 다르다고 생각한
다. 내 생각에 동정심은 왠지 연민보다는 우월한 입장에서 사용되는 것 
같다. 

동정심과 연민 모두 우월한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선
입견이 강하다.

동정심을 느낀다고 했을 때 나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삶은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이는 마치 내가 저 위의 입장에서 그 불쌍한 사람
을 내려다보며 느끼는 감정 같다. 반면에 연민은 같은 인간으로서 ‘참 안
되었다.’라고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 같다(인터뷰).

설문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연민’과 ‘동정심’에 대한 이해에서 참가자들의 
의견은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 비록 ‘동정심’에 대한 이해가 ‘연민’에 대한 
이해보다 인간관계에서의 우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내포하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단어 모두 엇갈린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있으므로86) 
‘compassion’의 행복주의적 판단이라는 속성에서 도출되는 ‘목적으로서의 
동등한 인간’ 개념을 획득하는 데는 실패한 듯 보인다. 

그렇다면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 도움(help) 개념은 어떠한가? 안
타깝게도 ‘연민’과 ‘동정심’은 이 개념 역시 확보하고 있지 못한 듯 보인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민’과 ‘동정심’이 ‘compassion’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참가자들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
(24%, 54명)는 바로 두 단어가 도움이라는 의미를 꼭 가지고 있지는 않
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었다. 

86) 실제로 참가자들의 30%(66명)는 실제로 ‘연민’과 ‘동정심’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사실상 두 단어가 동일한 영어의 번
역이라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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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은 그저 애정이 가미된 표현 같다.

동정심이라고 할 때 주로 드는 생각은 그냥 불쌍한 정도이다. 물론 
동정심을 갖게 되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인
터뷰).

동정심은 남을 돕도록 해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연민은 꼭 그렇지는 않
다. 우리가 흔히 ‘연민의 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나? 여기서 다른 사
람을 돕는다는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다(인터뷰).

백화점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 하지만 솔직히 도와
주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그때 내가 느끼는 것이 동정심인지 연민인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무엇이든 남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개념은 가지
고 있지 않은 것 같다(인터뷰).

동정심은 마치 ‘적선’의 의미로 다가온다. 내가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는 
‘불쌍하니 내가 베풀게.’라는 의미가 강하다. 연민은 도움과는 상관없이 
그저 느끼는 것으로 끝인 것 같다(인터뷰).

불쌍한 사람에게 ‘연민을 느낀다.’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다. 연민
은 남을 도와주는 것과 관계된 것은 아닌 것 같다(인터뷰).  

설문 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연민’과 ‘동정심’이 가지고 있
는 ‘도움’에 대한 인식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그것
들이 ‘compassion에서 나타나는 ‘도움’에 관한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
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연민’과 ‘동정심’이 비록 ‘고통’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공유하
고 있을지라도, 그 두 단어가 동등한 입장으로서 인간을 바라본다거나 도
움의 개념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가의 여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 놓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설문에 의하면, 두 단어가 실제 사용되는 맥락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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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일치하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연민’과 ‘동정심’이 
‘compassion’의 국역이 되기에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compassion’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지금까지 분석한 ‘compassion’은 사실상 영어에서
의 ‘compassion’, 즉 ‘compassion in English’일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에서의 한 정서가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의 그
와 매우 유사한 혹은 동등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단어(the closest 
equivalents)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의 
인지적 구조(cognitive scenarios) 역시-물론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
지만-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Wierzbicka, 1995, p. 
248).87) ‘compassion’ 역시 그 영어 의미와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정확히 
말하면 ‘compassion’의 국역인 ‘연민’ 혹은 ‘동정심’은-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잘 부합하지 않으며 같은 맥락에 있는 듯 보이지도 않는다. 설문 조
사에서도 참가자들의 73%(162명)는 도덕교육을 위한다면 ‘compassion’
에 대응하는 우리말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긍정하였다. 그들 중 일부
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동정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교육하려면, 그것은 그저 교과서와 
학교 안에서만 새롭게 정의 내려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기존에 사용
되던 말의 의미를 새롭게 교육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차라리 새로
운 단어를 하나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인터뷰).

용어 교체가 필요하다. 동정심과 연민은 부정적이고 우월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이다(인터뷰).

87) 그녀가 자신의 글에서 언급하는 정서는 ‘분노’(anger)이다. 그녀는 분노에 대한 라자
루스의 해석을 들면서, 그의 의견, 즉 성인의 ‘분노’가 언어와 문화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보편적 원인(a universal cause)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한다(Ibid., pp. 
248-249). 즉, 다른 언어보다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해석에 이의를 제
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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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심과 연민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정말 여러 가지이
다. 나는 그 중에 ‘compassion’이 포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터뷰).

기존에 사용하던 말에 새로운 의미를 다시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우리 문화라는 것이 있지 않나? 우리 문화 내에서 사용하던 말을 
굳이 새로운 의미를 추가시켜 교육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 해당되는 
단어에 적합한 말을 새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인터뷰).

이미 동정심이나 연민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것을 
도덕과 교육에 활용한다는 것은 반대이다. 교육상 적절한 말을 하나 생각
해 내야 한다(인터뷰).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은 분명 쉽지 않다.88) 왜냐하면-많은 경우에서 
나타나듯이-새로운 단어가 그것과 대응시키려는 원래 단어의 의미 및 구
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passion’에 대응하는 새 단어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존재하는 번역이 
‘compassion’의 의미는커녕, 오히려 그 참된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에서 ‘compassion’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단어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구자는 우선 새 단어가 ‘compassion’에 대응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
하면 ‘compassion’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도덕적이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정서 관련 단어들 중에 ‘도덕적’이

88) 참고로 설문 참가자의 27%(59명)는 ‘compassion’에 대응하는 우리말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62%(37명)는 그 이유로 새 우리말이 교사나 학생들에게 혼
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연구자가 보기에는,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
이 ‘연민’이나 ‘동정심’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27%(16명)는 이들 단어에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을 함께 가르칠 수 있
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이는 사실상 더욱 어려운 일이다. 언어라는 것이 일단 자리
를 잡고 특정 문화와 어울려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그 의미 변화를 급진적으로 요구하
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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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도덕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여기서 도덕적이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미시적 도덕성’(micromorality)에서 언급하는 도덕과 같
다. 미시적 도덕성은 법이나 제도 등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회 구조에 관심
을 갖는 거시적 도덕성(macromorality)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매일의 삶
에서 마주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성
은 공손함 혹은 예의(courtesy)나 도움이 되는 것(helpfulness),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친구 및 그 가족의 사적 행사나 생일
과 같은 것을 기억하는 것,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고 책임감 있으며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Rest, Narvaez, Bebeau, & Thoma, 
1999, p. 292). 

거시적 도덕성이 주로 사회 구조와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국
민 투표, 여론 조사, 그리고 정치적 활동 영역에서 현저한 반면, 미시적 도
덕성은 매일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는 개인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관계들 속에서 얼굴을 맞대는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다. 헌신(dedication)
이나 충성심(loyalty)이 미시적 도덕성에서 칭송받을만한 행위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시적 도덕성은 개인적인 덕성의 영역에
서, 도덕적인 인간으로서의 평판에서, 혹은 도덕적 지도자로서 지명 받는 
것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다(Ibid., pp. 292-293).89) 

주지하다시피 ‘compassion’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혹은 사회와 사회
와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도덕적 정서’이
다. 따라서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은 바로 일상에서 개인의 
직접적인 삶과 관련이 있는 미시적 도덕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블럼은 ‘compassion’이 도덕적 덕목(moral virtue)

89)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도덕성의 두 수준, 즉 거시적 도덕성과 미시적 도덕성은 상호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은 사회 구조
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그 구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Ibid., p.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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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특수주의자(particularist)들의 담론이 이러한 덕을 설명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Blum, p. 306, in Kagan & Lamb (eds.), op. cit.). 여기서 
특수주의자들의 특수성(particularity) 담론은 단 하나의 객관적이며 이성
적이고 비인격적이며 공명정대한 도덕적 관점을 지지하는 보편성
(impartiality)의 담론과는 구별되는 도덕적 의식과 동기의 일관적이고 인
식 가능한 형태를 긍정하며 표현하는 것으로(Ibid., pp. 321-323), 블럼
은 ‘compassion’이 특수한 맥락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도덕적 가치를 지
니고 있는-염려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자의 의식 속으로 그 특성을 귀인 
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Ibid., p. 322, 332). 그에 따르면, 특수주의
(particularism)는 행위자의 의식적 동기 밖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관념
이 아니라 도덕적 의식의 구조에 관련된 것이고(Ibid., p. 322), 
‘compassion’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
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도움
이 되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Ibid., pp. 322-323), 이것은 풍부하게 조
직되어진 도덕적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Ibid., p. 322).

이렇게 볼 때, ‘compassion’으로 비롯되는 도덕적 행위, 즉 도움은 그것
이 분명한 의식적 판단을 거쳐 생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compassion’이라는 도덕적 정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을 경험하는 사
람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거나 경감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것이 가
지고 있는 동기가 전적으로 선(good)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의식적
인 사고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90) 
90) 도덕적 동기에 대하여 정서가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포함하느냐의 여부는 대단히 복

잡한 논의 주제이다. 여기서 연구자는 도덕적 동기 및 행위에 대한 이성과 감성(정서)
의 오래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월
시-프랭크(Walsh-Frank, 1996)가 드 소사(De Sousa)의 의견에 동의하며 주장하였
듯이, 그 둘은 결코 본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De Sousa, 1990, p. xv: 
Walsh-Frank, op. cit., The Insufficiency of Discourse on Emotions-Lack of 
Balance section, para. 1 재인용). 그녀는 서구의 많은 철학자들이 감성은 단지 비이
성적인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서, 이러한 착오로 인하여 그들이 인간 행위, 
특히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감성(emotions, 정서)의 온전한 역할을 이해하는 데 실패해 
왔음을 지적하였다(Ibid., para. 1). 연구자는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이성과 감성(정서)을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을 배제하고자 한다. 사실 도덕적 동
기나 행위는 오로지 이성 하나만으로 혹은 오로지 감성 하나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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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중에 있는 상대를 그냥 지나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칭송받을 수 없
는 행위이지만, 만일 역으로 그 상대를 도와준다면 이는 칭송받을만한 행
위라고 볼 수 있다. 이때 ‘compassion’에서 말하는 ‘도움’은 고통을 경험하
는 사람의 복지 및 행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
덕적인 맥락 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91) 

이와 같이 ‘compassion’은 도덕성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의 ‘도덕적 정서’로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compassion’을 의
역하고자 할 때, 이러한 특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교
육시키는 것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겠다. 

‘compassion’의 의역에 있어서-그 도덕적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하나
의 접두사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를 명확히 하였다면, 그 다음 작업은 ‘연
민’이나 ‘동정심’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이 일은 
앞의 작업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새로운 단어는 적어도 ‘연민’이나 ‘동정심’과 같이 ‘compassion’의 원래 의
미와 이질적이지는 않다. 

연구자는 이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이유, 즉 ‘compassion’의 이론적 및 경험적 분석, 현장 교사들의 반응, 그
리고 언어학적 이유를 고려하여 선택한 것이다. 비록 이 단어가 
‘compassion’에 대한 완벽한 해석을 제공하여 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한다.

우선 앞서 분석하였던 ‘compassion’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자. 라자루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성과 감성의 조화 속에서 도덕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미 
뇌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어느 정도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91)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 도움이 도덕적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도움’이라는 단어 자체는 도덕적으로 좋음과 나쁨의 의미
를 모두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조직 폭력배가 세력 확장을 위해 가깝게 지내는 
다른 조직 폭력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을 해 하려는 사람이 다
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간단히 일을 처리하고자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움’은 반드
시 도덕적으로 좋은 의미의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compassion’은 
앞서-여러 번 제시되었듯이-다른 사람의 복지와 행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의 
도움은 도덕적으로 좋은 혹은 선한 맥락에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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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ompassion’이 오로지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compassion’에 ‘공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감은 고
통의 문제만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92)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들
을 종합하여 볼 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실제로 ‘compassion’의 깊이를 
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쉽게 부인될 수 없다. 예를 들
어, 블럼은 ‘compassion’이-비록 그 정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다른 사
람과 함께 느끼는 것(feeling with)을 포함한다고 하였는데(Walsh-Frank, 
op. cit., “Compassion” by Lawrence Blum section, para. 5), 이는 일
정 수준에서 ‘compassion’에서의 공감의 역할을 긍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이든(J. Boyden)은 ‘compassion’에서 돌봄(caring)이 가지
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공감’이 핵심적일 수밖에 없다고까지 말한다
(Boyden, 2009, p. 272).93)

비록 누스바움과 같은 학자의 경우 ‘compassion’에서 ‘공감’의 역할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지만, 사실 이러한 주장은-앞서 밝혔듯이-학자
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공감의 작용에서 오는 감정이입
(emphasizing)으로 인하여, 고통을 경험하는 상대의 처지를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강점으로 다가온다. 누스바움이 걱정하
였던 점은 공감의 무의미함이 아니라, 그것을 ‘compassion’에 있어서 필수
적인 요소로 지명할 경우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미와 맥
락이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고통을 경험하는 상대의 처지 그 자
체가 아닌, 일반적인 공감능력으로서 상대를 돕는 것은 이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자는 이 주장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이타성은 그저 

92) 물론-본 연구가 지지하고 있는-이러한 ‘일반적인 예’에 해당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
다. 대표적으로 뱃슨이 그러한데, 그는 ‘공감’의 작용을 아예 ‘타인의 고통’에서 출발시키
며, 그것을 이타적인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이것이 공감적 정서를 느끼면 이타적 
동기가 발생한다는 공감-이타주의 가설(empathy-altruism hypothesis)이다(Batson 
et al., 1987: 이종형, 2004, pp. 91-92 재인용). 

93) 물론 ‘돌봄’과 ‘공감’은 구분될 수 있다. 보이든은 돌봄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친밀감
(social affinity)과 관련된 정서적 자극(emotional arousal)을 수반하지만, 공감은 그
렇지 않다고 주장한다(Ibid., pp. 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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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통을 경험하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처지에 있을 상황만을 상상하
면서 그리고 거기서 오는 감정을 상대와 공유하고 그렇게 느낌으로써 얻어
진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상황의 유사성을 전제로 한 판단과 그로
부터 발생한 감정이, 특수주의자들의 담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분
명한 도덕적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고통에 초점을 둔 공감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94) 즉, 공
감이 고통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서 그 역할을 
발휘한다면 위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인식은 
‘compassion’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해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총 11명 중-B, H, J, 그리고 K-4명이 
‘compassion’의 개념 이해에서 ‘공감’의 역할을 긍정하였다.95) 그리고 그
들은 모두 ‘compassion’에서의 ‘공감’의 역할을 고통을 경험하는 다른 사
94) 이러한 맥락에서 황은덕은 누스바움의 ‘compassion’을 아예 ‘공감’이라고 번역한다. 

누스바움은 이 공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감은 어떤 면에서 자신과 비슷한 
다른 사람이 심한 고통이나 불행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며,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많은 도덕적 전통이 강조
하였듯이, 공감은 가능한 한 정확히 그 사람의 불행의 의미를 가늠할 것을 요구하며, 대
부분의 경우 고통 받는 사람에게 동조하지만, 때때로 그 사람의 판단과는 다른 방식으
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중략)…공감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한다. 즉, 불행에 관한 우리 
자신의 취약성을 감지하는 것이다. 공감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 자
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기꺼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자신이 평범한 
운명의 너머에 존재하며, 불행이 자신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을 것
이다. …(중략)…즉, 우리는 “그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나는 그런 방식으로 처
우받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한다. 공감은 지금까지 이해된 바대로,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
을 정확히 의식하도록 권장한다(Nussbaum, 황은덕 역, op. cit., pp. 33-35). 이렇게 
볼 때, 누스바움이 ‘compassion’의 핵심적 요소들에서 공감의 역할을 제외한 것은 그녀
가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누스바움은 고통이라는 하
나의 맥락 속에서 감정이입을 통한 공감이, 즉 ‘compassion’을 가지고자 하는 ‘내’가 고
통을 경험하는 상대와 마찬가지로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혹은 그 고통이 ‘나’의 것
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compassion’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다
만 그녀는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타성을 분명히 확
보하기 위하여 공감을 필수요소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연구자가 누스바움과 동의하는 
‘compassion’과 공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추후 수업 모형 제작에서도 반영될 것이다.

95) 그 중 B는 ‘compassion’과 ‘공감’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 나는 
‘compassion’이 ‘공감’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인터뷰: 미국인, 32
세, 아마추어 작가). G의 경우 ‘compassion’이라는 개념 자체의 해석에서는 ‘공감’의 역
할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a compassionate person’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다(인터뷰: G, 미국인, 31세, 특수 교사). 물론 이들은-앞서 분석
된 바와 같이-‘공감’의 시작을 ‘고통’의 문제로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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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느낌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한시켰다. 따라서 
‘compassion’의 의역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한정된 의미로 받
아들인다면,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 본래 구조와 의미에 적합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미국의 인터뷰 참가자들에게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었
다. 연구자가 현장의 교사들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감은 ‘compassion’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compassion’을 의역하고자 할 때 보다 안정적인 선택이었다. 

나는 ‘compassion’의 적절한 의역으로 ‘공감’을 추천하고 싶다. 내 생
각에 ‘compassion’의 번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정심’이나 ‘연민’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공감’은 그렇지 않다(인터뷰).

어쨌든 남을 돕고자 하려면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욱이 돕고자 하는 대상이 부당하게 고통 받고 있다면 그러하다. 그 사
람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지만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
다(인터뷰).

우리나라 정서상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는 우선 ‘공감’이 선행된다고 
본다. ‘공감’ 없이 기계적으로 남을 돕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도덕적 의미에서 남을 돕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더욱 그러할 것 같다
(인터뷰).

‘compassion’을 교육시키고자 한다면 ‘공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
을 듯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동정심 교육’이나 ‘연민 교육’을 실
시한다고 하면, 그 어감이 좋지 않으며 꽤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온다
(인터뷰). 

고통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정심이나 연민에 의한 도움보다, 공감에 
의한 도움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공감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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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자체가 인간적인 도움으로 들린다. 반면에 동정심이나 연민에 의한 도
움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인터뷰). 

게다가 언어학적으로 볼 때도 ‘공감’은 ‘compassion’과 관련하여 특정 
언어에서 보다 밀접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특정 언어라는 것은 
‘compassion’의 언어 구조에서 ‘고통’(suffering) 대신에 ‘감정’(feeling)이
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 경우를 가리킨다. 쿤데라(M. Kundera)는 체코
어, 스웨덴어, 그리고 독일어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이들 
언어는 ‘compassion’을 설명할 때 접두사로 ‘감정’(feeling)을 어원으로 하
는 단어를 사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감정’을 어원으로 사용하는 이
들 언어에서의 ‘compassion’이, ‘고통’을 어원으로 사용하는 ‘compassion’
에서의 의미와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전자만이 가지고 있는 장
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compassion’의 또 다른 측면을 조명해 주
고 보다 넓은 의미를 제공해 준다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서의 ‘compassion’, 즉 함께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compassion’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서도 함께 경험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쿤데라는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로 인하여 고통 이외에 불안
(anxiety), 아픔(pain), 기쁨(joy), 그리고 행복(happiness)과 같은 다른 
정서를 함께 경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며, 이는 다른 사람의 ‘불
행’(misfortune)에 초점을 둔 ‘compassion’보다 더욱 넓은 의미를 제공한
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정의적 상상력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역할을 뜻
하는 동시에 정서적인 텔레파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해석의 ‘compassion’은 감정의 계층 구조(the hierarchy of sentiments)
로 볼 때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Kundera, 1984, pp. 
19-20: Gilligan & Wiggins, p. 288 in Kagan & Lamb (eds.), op. 
cit. 재인용).96)

96) 여기서 쿤데라가 의미하는 ‘함께 느낀다’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여서 ‘co-feeling’이며 
‘empathy’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말의 ‘공감’은 사실상 위 두 단어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 같지는 않다. 길리건(C. Gilligan)과 위긴스(G. Wiggins)에 따르면, ‘co-feeling’과 
‘empathy’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empathy’는 감정의 동일시(identity of 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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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의 이러한 해석이97) ‘compassion’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고통’과 ‘도움’의 구조를 결코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 그가 기술하였듯이, ‘compassion’의 어원이 ‘고통’에 있든, ‘감정’에 있
든 그들의 용례는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그는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정서들과 함께 복합적
으로 존재함을 인식하였다. 고통은 대부분의 경우 아픔과 불안을 동반하
며, 그것은 기쁨과 행복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함께 느낀
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함께 느끼는 것’을 본질적인 요인으로 
삼지만,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의 불행과 관련된 여러 복합적인 정서들, 즉 
그 불행과 관련한 아픔, 그리고 그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예
를 들어 그 사람이 원하였던 기쁨이나 행복의 부재98)-역시 ‘함께 느낄 
수’ 있음을 추가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즉 나와 다른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co-feeling’은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소 다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co-feeling’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단순히 관
찰이나 판단과 같은 태도보다는 관계함의 태도(attitude of engagement)를 가지는 것
을 의미한다(Ibid., p. 289). 여기서 앞에 제시된 인터뷰 내용을 상기해 본다면, ‘공감’
이라는 말은 그저 제 3자적 관점에서 관찰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말의 ‘공감’은 
‘co-feeling’과 ‘empathy’의 구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사실 현재로서는 
‘co-feeling’을 번역할 마땅한 단어도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compassion’이 사용되는 실제 용례로부터도 알 수 있는
데, ‘compassion’에서 ‘empathy’를 긍정하는 참가자들은 ‘empathy’의 의미를 결코 단
순한 관찰이나 판단 혹은 감정의 동일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감정 참여의 
의미를 가진 ‘co-feeling’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co-feeling’과 
‘empathy’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하지 않다. 

97) 길리건과 위긴스는 ‘compassion’을 ‘sympathy’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쿤데라의 의견
을 수용하며, ‘compassion’이 ‘co-feeling’을 의미할 때만이 유일하게 그 도덕적 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Ibid., p. 288). 그러나 연구자는 ‘co-feeling’이 
‘compassion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가진 ‘compassion’ 
자체에 대한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 바이다. 누스바움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주장처
럼, ‘compassion’ 자체는 다른 정서와 구분되는 도덕적 정서이고 이것에 동의하며 연구
의 기초로 삼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이다. 다만 여기서 ‘compassion’과 ‘co-feeling’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 관계에서 비롯되는 ‘compassion’ 의미의 확장이 ‘compassion’에 
대한 적절한 의역을 찾는 연구자에게 유의미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98) 물론 고통이나 아픔이 제거될 때의 기쁨이나 행복을 ‘예상하여’ 느끼는 것도 가능하다. 
그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이러한 정서를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compassion’의 의미를 보다 더 확장시키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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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데라는 ‘함께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한 ‘compassion’이 정의적 측면에
서 강력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함께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느끼되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면에서 함께 느낀다는 것은 깊은 통찰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며 섣불
리 판단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함께 느끼는 것
은 나와 다른 사람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애착과 믿음이 있는 관계99)로 
전환시켜 주며 ‘compassion’을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 준다. 즉, 함
께 느끼는 것은 ‘함께 사는’(lives with) 것이며 자신의 관점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need)에 반응하도
록 해 준다(Ibid., p. 299). 

우리말의 공감에서 ‘감’(感)은 ‘느끼다’라는 뜻의 ‘feeling’이다. 이것은 
쿤데라가 주장하였듯이, 다소 인위적일 수 있기는 하지만, ‘공감’이 ‘고통’
을 어원으로 하지 않고 ‘감정’을 그 어원으로 하는 ‘compassion’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된다면 ‘공감’은 ‘compassion’의 의미에 
있어서 정서적 상상력 및 교감을 더욱 강조한다는 측면으로 인하여 ‘동정
심’이나 ‘연민’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단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길리건과 위긴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함께 느낌을 경험한다는 것
은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연관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
미하는데100), 여기서 이러한 관계는 결코 우월성이나 열등성을 포함하지 
않는다(Ibid., p. 290). ‘함께 느낀다’의 이와 같은 점은 우리말의 ‘동정심’
이나 ‘연민’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공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으며, ‘compassion’의 특징을 나타낼 의역으로 ‘공감’이 

99) 본문에서는 ‘attachment’로 나오며, 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분리되는 관계가 아닌 서
로 의존적이라는 관계에서 설명된다. 길리건과 위긴스는 함께 느끼는 것으로부터 비롯
되는 도덕성이 참된 애착이나 믿음 관계를 경험하는 것에 의존적임을 주장한다(Ibid., 
p. 300).

100) 뿐만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경험은 낯선 사람을 덜 낯설게 만들어 준다(Ibid., p.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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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장점이 유의미함을 자연스럽게 논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compassion’에 대

응하는 적절한 의역으로 ‘도덕적 공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 
‘도덕적’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돕는
다는 이타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뒤의 ‘공감’이라는 말은 고통을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정서들을-경험하고 있는 상대의 처지를 
온전히 그리고 폭넓게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다는 맥락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째,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특성을 전면으로 가져오고자 함이
다. ‘compassion’을 도덕과 교육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특성을 단어 
자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자 훌륭한 배려로 
보인다. 둘째,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감’과 차
별화를 두기 위함이다. 이 개념의 차별화 부분에서 한 가지 분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감’이 사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도덕성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덕성에 반
대되는 사례들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101)

설문 결과에 따르면, ‘compassion’에 대응하는 우리말을 새로 만들 필요
가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 중-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38%(84명)가 
이러한 의미에서의 ‘도덕적 공감’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참가자들이 이 단어에 대하여 ‘공감’을 하지 않았지
만,102) 적절한 교육과 홍보가 뒤따른다면, 이를 사용하기에 큰 무리는 없
101)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도 ‘compassion’에서 공감은 핵심적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이고 

지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곧 이어질 
‘compassion’과 유사한 정서와의 분석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102) 인터뷰 결과 몇몇 참가자들은 ‘사랑’이나 ‘돌봄’이라는 단어가 비교적 ‘compassion’의 
의역으로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물론 ‘compassion’에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 그러나 
‘사랑’이나 ‘돌봄’은 상대적으로 ‘compassion’ 보다 그 적용 범위가 넓다. 게다가 앞서 
분석하였듯이, ‘compassion’이 사랑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될 때는 사랑 그 자체가 아니
라, 그것의 하위 요소나 변종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돌봄’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사랑’이나 ‘돌봄’ 그 자체의 이미지가 워낙 강력하고 두텁기 때문에, 그들이 
‘compassion’의 의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반면에 ‘공감’은 그 과
정이 종종 ‘compassion’의 과정에 포함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compassion’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공감’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누스바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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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인다. 이제부터 본문에서 사용되는 ‘도덕적 공감’은 ‘compassion’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3) 유사 정서와의 구분

인간이 경험하는 특정 정서 현상을 수학 공식과 같이 구분하기란 불가능
하다. 정서는 그것이 발생하는 맥락, 상황, 혹은 환경적 조건에 영향을 많
이 받으며, 따라서 정서 현상을 정확히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둘러싸
고 있는 제 여건을 함께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여건 속
에는 여러 복합적인 정서들이 함께 숨어 있으며, 이들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은 해변에서 하얀 모래와 갈색 모래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매우 어렵다. 
우리는 살면서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내 마음은 나도 몰라.” 혹은 “내 마
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등과 같이 정서 상태와 관련하여 
애매하거나 모호한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사실 정서 현상이 복잡하
게 얽혀 있다는 것은 굳이 학문적 도움의 필요 없이도, 이와 같은 일상의 
예들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정서 현상을 분류하고 구분 짓고자 하는 시도는 ‘학문적’
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시도가 인간 본성에 대한 폭넓
은 이해를 제공하여 주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관련한 여러 제안들을 다
룰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
와 같은 맥락 위에서 진행되는데, 그것은 도덕적 공감이 설명할 수 있는 
인간 도덕성에 대한 이해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이를 하나의 교육적 제안을 
위한 토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도덕적 공감을 둘러싼 정서들 혹은 그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정서들을 설명하고 구분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물론 앞서 밝혔듯
이, 이러한 작업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다소 인위적이다. 하지만 도덕적 
정서로서 도덕적 공감이 어떻게 다른 유사 정서들과 구분되는지를 살펴보

언급한 각종 판단의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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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특성을 보다 부각시키고 이를 교육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청되는 작업이다. 

여기서 연구자는 단순히 이론적 측면에만 국한되는 학문적 구분뿐만 아
니라, 도덕적 공감과 유사한 다른 정서들이 사용되는 실제 용례 상 구분도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정서 현상을 인위적으로 
구분 그리고 분류하고자 할 때 가질 수 있는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것들이 삶의 현상적 측면에서 이해되고 사용되는 수준을 이론과 
함께 검토함으로써, 본 작업 자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줄
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공감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정서는 ‘empathy’, 
‘sympathy’, 그리고 ‘pity’이다.103) 도덕적 공감과 관련된 상태의 집합(a 
family of compassion-related states),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
고자 하는 관심(a concern for ameliorating the suffering of another 
individual)을 중심에 놓는 것에는 바로 위와 같은 정서들이 있다.104) 이

103) 크리스프 역시 이 세 가지를 도덕적 공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Crisp, 
op. cit., p. 233)

104) 연구자가 인용한 본문에는 ‘sympathy’, ‘pity’, 그리고 ‘empathic concern’ 순으로 
나온다. 여기서 ‘empathic concern’은 ‘empathy’에서 비롯된 것으로, 괴츠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은 전자를 후자와 특별히 구분시키지 않으면서, 정서로서의 도덕적 공감의 이
론적 위치를 자리매김 할 때 뱃슨과 호프만의 공감 이론을 포함시키고, 그것이 도덕적 
공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Goetz et al., op. cit., p. 352). 그러나 
‘empathic concern’을 ‘empathy’와 엄밀히 구분하는 학자도 있다. 프린츠가 대표적인
데, 그는 전자가 사실상 구별 가능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것의 결합체(객체를 향한 감정; 
feeling for an object, 그리고 객체를 위한 감정; feeling on behalf of an object)라
고 지적한다. 그는 뱃슨이 정의한 ‘empathy’를 예로 들며, 이 정의는-뱃슨이 ‘empathic 
concern’이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그저 ‘concern’의 구조로 특징지어
질 수 있다고 언급한다. 프린츠는 뱃슨이 이러한 구별에 실패하였고, 결국은 그의 몇몇 
연구들이 황당해지기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프린츠에 의하면 그러한 
연구들은 ‘empathy’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concern’의 가치를 보여
준 것에 불과하다(Prinz, 2009, p. 1). 연구자의 주된 관심이 도덕적 공감과 그 유사 
정서들 간의 구분이므로, 여기서는 ‘empathy’와 ‘concern’을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참고로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concern’은 도덕적 공감과 구
별될 수 있는데, 그것은 ‘concern’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동기화되거나 그에 적절한 
행위적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된 어느 
한 사람의 미래가 건전하게 펼쳐지지 못할 것을 ‘내가’ 복지적 관점에서 염려(concern)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으로부터의 구체적인 고통의 요소나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도움을 수반한 행위적 기제를 찾아볼 수 없다. 연구자의 초점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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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상태들은 도덕적 공감의 핵심 특성들을 공유하는데, 그것들은 유사한 
선행사건(similar antecedents), 주요 평가 요소(key appraisal 
components), 핵심적 행위의 경향성(core action tendencies), 그리고 
유사한 생리학적 반응과 행위 조짐들(similar physiological responses 
and signal behaviors)을 가리킨다. 도덕적 공감과 유사한 정서들은 주로 
지엽적인 평가 상의 맥락(peripheral appraisals)105), 예를 들어 ‘pity’의 
경우 우월적 평가나 특정 행위 양식에서 도덕적 공감과 구분될 수 있다
(Keltner & Lerner, 2010: Goetz et al., op. cit., p. 351 재인용).106)

그렇다면 이제 도덕적 공감과 유사 정서들과의 차이를 확인해보자.107) 
우선 ‘empathy’, 즉 도덕적 공감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를 제공하여 주고 
있는 ‘공감’의 경우를 보자.108) 공감에는 여러 수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109); 객체110)의 상태에 대하여 주의된 인식의 

‘empathy’가 도덕적 공감과 유사한 정서로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
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05) 여기서 지엽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공감의 맥락상에서 다른 
사람을 인식(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다. 유사 정
서들은 이러한 고통에 대한 반응을 모두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지만, 그것에 얼마만
큼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는 서로 다르다. 지엽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반
응 자체는 인정하되, 그 상호 차이들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06)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도덕적 공감과 그것과 유사한 상태의 정서들에 대한 분석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서 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를 한 결과, 영어뿐만 아니라
(Campos et al., 2009; Shaver et al., 1987: Ibid., p. 352 재인용), 인도네시아
(Shaver, Murdaya, & Fraley, 2001: Ibid., p. 352 재인용), 중국, 그리고 이탈리아 
언어에서(Shaver, Wu, & Schwartz, 1992: Ibid., p. 352 재인용) (혹은 번역어에서) 
도덕적 공감과 ‘sympathy’, 그리고 ‘pity’는 종종 함께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참고로 괴츠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은 이들 정서 간의 구분을 차기 연구 주제로 미
루고, 해당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107) 이와 같은 구분은 이전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된 바가 없다. 비록 단편적으로 복수의 
정서가 구분된 적은 많지만, 이처럼 도덕적 공감을 중심으로 그 유사 정서들을 구분한 
사례는 없다.

108)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공감’은 많은 의견 충돌과 불일치로 인하여 매우 복
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분명히 정의내리고자 하는 시도는 그 자체로 하
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도덕적 공감의 수준으로 ‘공감’을 분석적으로 정의
하지는 않을 것이며, 기존 대표적 학자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109) 공감의 이론적 정의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규정하기 어려운 정의들이 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는 것’(putting oneself in the place of another) 혹은 ‘다른 사
람의 상황에 자신을 상상적으로 투영시키는 것’(imaginatively projecting oneself into 
the situation of another). 이러한 정의들은 신경 체계가 설명하는 공감에 대하여 불충
분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Preston & de Waal, op. cit., p. 4). 비록 실제 용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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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서 가지는 주체111)의 상태(subject's state results from the 
attended perception of the object's state).112) 이러한 정의는 주체와 
객체와의 구분(self-other distinction)을 하는 것이며,113) 정서 상태의 
일치 여부는 표현적 수준(at representation level)에서는 이루어지고 있
으나114), 시각적 수준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공감’으
로 인한 도움의 행위 발생도 가능한데, 이때 도움은 친근성(familiarity), 
유사성(similarity), 그리고 현저성(salience)과 함께 증가되는 특성이 있
다(Preston & de Waal, op. cit., p. 4). 

이러한 ‘공감’은 도덕적 공감과 비교하여 볼 때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는 이러한 맥락에서의 정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와 같은 모호한 정의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110) 정서 혹은 상태를 경험하는 일차적 개인(Preston & de Waal, op. cit., p. 4).
111) 공감을 통하여 객체의 정서 혹은 상태를 경험하거나 이해하는 이차적 개인(Preston 

& de Waal, op. cit., p. 4). 
112) 참고로 이러한 정의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은, 공감에 있어서 구분만을 지나치게 강

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감’은 하나의 근접적 방법(a proximate mechanism)을 결
여할 수밖에 없다. 이에 프레스톤과 드 발은 ‘공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인지
-행위 모델(perception-action model)을 제안한다. 인지-행위 모델은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아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과정(process)에 초점을 둔 것으로, ‘공감’을 최상의
어(superordinate category)로 보고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현상학적인 하위 요소
들(emotional contagion, sympathy, cognitive empathy, and helping behavior)을 
모두 다루고 있다(Preston & de Waal, op. cit., p. 4).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 이러
한 접근은 여전히 ‘공감’ 이론에 대한 한 부분(a slice)만을 나타내는 것이며, 주체와 객
체로 대표되는 ‘공감’에 대한 근본적 형태를 바꾸지는 못한다. 

113) 괴츠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은 뱃슨(1991, p. 86)과 호프만(1981, p. 128)을 인용
하며, ‘공감’은 대리적 정서 혹은 정의 반응을 포함하고, 주체 자신 혹은 그 상황보다 객
체 혹은 그 상황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말한다(Ibid., p. 352 재인용).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모두 ‘주체의 반응’(the response of the subject)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는 점이다(Preston & de Waal, op. cit., p. 4). 즉, 객체로부터 공감에 대
한 동기부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주체의 적절한 정의적 반응(호프만의 
표현에 따르면, an affective response appropriate to someone else's situation)이 
핵심이 되는 것이다. 

114) 정서의 일치가 표현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서의 대리적 경험 혹은 반응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프레스톤과 드 발이 기술한 ‘공감’의 정의에는 
그 유의어(synonyms)로 ‘대리적 정서’(vicarious emotion)가 포함되어야 한다(그들의 
분류에서는 대리적 정서가 ‘emotional contagion’에서만 언급된다. Preston & de 
Wall, op. cit., p. 4 참고). 코허트(H. Kohut)역시 그의 초기 논문에서 공감을 ‘대리적 
내성’(vicarious introspection)으로 정의하며, 공감의 대리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MacIssac, 1997; Rowe, 1997: 김영란, 2005, p. 16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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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공감’은 언제나 고통을 중심으로 하는 정서는 아니라는 점이
다. 이는 ‘공감’의 정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고통
과 관련한 어떠한 기술적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공감’은 고통의 정
서와 관련이 되어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도 
관련되어 있다. 김보미와 이장한(2011)의 실험 연구를 보면, 공감은 분명 
행복(본문에서는, 행복한 얼굴표정)과도 그 관계가 설명될 수 있다. 이렇
게 볼 때, ‘공감’에서 다루는 정의적 영역의 범위는 ‘도덕적 공감’보다 크다
고 할 수 있다. 

둘째, 범위적 측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프에 따르면, ‘공감’은 여
전히 그 특성으로 인하여 종종 도덕적 공감이나 ‘sympathy’와 조금은 유
사한 것(rough equivalent)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누스바움이 친절하게 
지적하였듯이 ‘공감’은 독특하게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상상적 재구성
(imaginative reconstruction)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115) 그리고 그러
한 재구성은 좋음(good), 나쁨(bad), 혹은 무관심(indifferent)과 같은 평
가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공감적 재구성(empathetic reconstruction)
은 흔히 도덕적 공감을 포함하고 있지만, 공감은 도덕적 공감에 있어서 반
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공감은-신생아의 경우를 떠
올린다면-그 어떠한 상상적 재구성과도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 혹
은 곤경에 있어서 그 고통 혹은 곤경의 원초적 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Crisp, op. cit., p. 234).116) 즉, ‘공감’은 범위뿐만 아니라 
그 작동 기제의 측면에서 볼 때도 도덕적 공감과 구별될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점은 ‘공감’과 도덕적 공감을 구분하게 하는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지고 있는 기제가 도덕적 공감
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즉 도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얼마만큼 증폭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115) 정서 상태의 일치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즉 정서를 공유하고자 한다면 이는 필수적이
다. 대리적 정서 경험에서 객체의 정서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16) 따라서 앞서 소개되었던 스네이더의 주장, 곧 상상이 도덕적 공감에 대해서 결정적이
라는 주장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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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해준다. 공감의 작용은 도덕적 공감에서-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연구자가 ‘공감’과 도
덕적 공감 사이에서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감’이라는 용어를 
‘compassion’을 표현하는 하나의 의역으로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도, ‘공
감’이 가지고 있는 상상적 작용 기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
리고 이와 같은 작용 기제는 학자들의 이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
인 삶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특히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공감’이 
할 수 있는 상상적 역할은-수업 모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겠지
만-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공감’은 도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특성을 ‘언제나’ 가지
고 있지는 못하다. 사실 이 점이 바로 ‘공감’과 도덕적 공감을 분명하게 구
분시키고 있는 것이며, 연구자가 ‘compassion’을 의역할 때 ‘공감’이라는 
단어 앞에 굳이 ‘도덕적’이라는 수식어를 삽입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공감’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호프만의 정의와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
지이다. 그는 공감을 정서적 동일시(emotional identification)로 파악하며, 
공감적 반응(empathic response)을 다른 사람의 상태와 동일한 감정을 가
질 수 있게 하는 심리적 과정의 작용으로 보고 있다(Hoffman, 2000, p. 
30). 따라서 그는 ‘공감’이 도덕적 관심(moral concern)의 시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이 도덕적 관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Kristja'nsson, 2004, p. 298). ‘공감’ 자체로는 도덕성과 관련하여 일관
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적으로 볼 때 (특히 도
덕교육적으로 볼 때) ‘공감’이 과연 도덕적으로 유의미한지 그렇지 않은지
를 분명히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프린츠는 ‘공감’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
급한 바 있다. 프린츠에 의하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공감’은 도덕적 의
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117) 공감에 대한 능력(a 

117) 우리나라에서도 호프만과 뱃슨의 공감 이론을 중심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미 혹은 이타적 함의를 찾는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미식과 박준성(2009), 그
리고 이종형(2004)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공감’ 자체가 도덕성과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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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for empathy)이 우리를 보다 나은 사람들(better people)로 만
들어 줄 수 있다는 신념은 영국의 도덕철학자들, 예컨대 흄이나 스미스(A. 
Smith)와 같은 학자들부터 현대의 호프만이나 블레어(J. Blair)에 이르기
까지 발전되어 왔으며, 이들은 ‘공감’을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해왔다.118)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 삶에 있어서 ‘공감’을 중심에 두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Prinz, 2009, p. 1). 

여기서 프린츠는 ‘공감’이 과연 도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즉 ‘공
감’ 그 자체가 도덕성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제
기한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119)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120) 첫째, ‘공감’이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둘째, ‘공감’은 도덕적 행위(moral conduct)를 
동기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121) 그는 ‘공감’이 위의 
사항들과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며, ‘공감’ 없이도 도덕적 체계
들(moral systems)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주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118) 사실 흄이나 스미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당시 사용한 단어는 ‘sympathy’였으나, 이는 

현대적 의미로 보았을 때 대리적 정서 경험이나 정서적 모방(emotional mimicry)을 포
함하는 ‘공감’에 더욱 가깝다(Prinz, 2009, p. 2). 

119) 여기서 범주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위의 영역을 말하고 있다. 도덕적 공감이 이
들 영역과 직접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개인에게 있어서 그것들의 의미를 분석
하는 2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하지만 본 절에서도 ‘공감’과 위 영역들에 대한 관계를 파
악할 때 도덕적 공감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을 간단하게 분석 및 설명하기로 한다. 

120) 이 밖에 프린츠는 ‘공감은 도덕 발달(moral development)에 있어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기로 하는데, 왜
냐하면 연구자가 본 절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공감’이 도덕적 공감과 같이 도덕성을 
언제나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성은 크게 도덕적 판단과 행
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 도덕적 공감의 경우, 앞서 기술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음 절에
서 분석될 것처럼, 도덕적 판단의 측면에 있어서나 행위적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위
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공감과 도덕 발달 간 관계의 경우, 별도의 연구가 요
청되며 이를 본 연구에서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논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 참고로 프린츠는 도덕적 능력(moral competence)의 결핍은 ‘공감’ 능력의 결핍 없
이도 설명할 수 있고, 어린 아동들의 사례를 볼 때, 공감적 반응과 도덕적 판단을 가능
하게 하는 능력(도덕 발달) 간에는 그저 미미한 관계만이 있다고 주장한다(Ibid., pp. 
5-7). 따라서 ‘공감’은 도덕적 판단(도덕 발달)에 있어서 공시적이든(synchronically), 
통시적이든(diachronically) 필요한 것은 아니다(Ibid., p. 8). 

121) 첫째와 둘째 질문에서 프린츠가 실제 사용한 단어는 ‘공감’이 도덕적 판단 그리고 도
덕적 행위에 있어서 가지는 ‘필요성’(necessar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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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도덕적 체계들에서 ‘공감’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도덕성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
(integral role)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답변을 내 놓을 수밖에 없
다(Ibid., pp. 2-3).

먼저 첫 번째의 경우를 보자. 도덕적 판단에 대한 흄의 이론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도덕적 행위(a virtuous 
action)는 기쁨에 관한 것을 의도적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악한 행위(a 
vicious action)는 고통에 관한 것을 의도적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공감을 느낀다(흄의 언어
로는 ‘sympathy’); 도덕적 행위와 악한 행위의 수용자에 대한 우리의 공감
적 반응은 호감(approbation)과 반감(disapprobation)의 감정을 각각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호감과 반감의 감정들은 무엇이 좋고(good) 나쁘냐
(bad)에 관한 우리의 판단을 구성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공감’은 도
덕적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인 선구자(an essential precursor)이다. 
만일 우리에게 ‘공감’이 없다면, 악한 행위에서 비롯된 고통은 우리를 차갑
게 만들 것이고, 이에 대한 그 어떠한 반감도 뒤따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감’은, 비록 도덕적 판단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닐지라도, 하나
의 전제 조건(a precondition)이다(Ibid., p. 3). 

‘공감’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 관심
(negative regard)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는 긍정
적인 관심(positive regard)을 가지게 한다. 즉, ‘공감’이 인식론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이다. 만일 도덕적 판단이 어떠한 방식이든지 
이와 같은 부정적 혹은 긍정적 관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감’은 도덕
적 인지(moral cognition)에 있어서 근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한다면, ‘공감’과 도덕적 판단 사이의 이
러한 관계는 가차 없이 단절되어 버린다(Ibid., pp. 3-4).

첫째, 의무론적 사고(deontological considerations)가 공리주의적 원리
들을 압도하는 사례를 생각하여 보자. 예를 들어, 건강하고 죄 없는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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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죽이고 그 장기들을 적출함으로써 장기 이식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다섯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하자. 우리는 틀림없이 건강한 
한 사람보다 고통을 받고 있는 다섯 명에게 ‘점증적으로’(cumulatively) 
‘공감’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 판단은 그러한 공감적 반응을 결코 
따르지 않는다.122) 둘째, 롤즈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로부터 
나올 수 있는 도덕적 판단을 생각하여 보자. ‘당신’이 가난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좋은 것(good)이다. 하
지만 여기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 어떠한 ‘공감’도 찾아볼 수 없으
며, 오히려 주된 관심은 바로 ‘자신’(self)이다.123) 셋째, 현저한 희생자가 
없는 경우를 떠올려 보자. 피해를 입어 고통을 당하게 될 사람들을 우선적
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
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124) ‘공감’은 이러한 경
122) 도덕적 공감은 공리주의적 원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고통을 받고 있는 다섯 

명의 사람에게 도덕적 공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돕는 행위가 건강하고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 행위 자체는 새로운 희생
자 혹은 피해자를 만들고,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섯 명의 사람을 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공감’은 할 수 있겠지만 도덕
적 공감을 느낄 수는 없다. 건강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 공감이 핵심
으로 두는 이타성의 발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공감’은 도덕적 공감
이 가지고 있는 이타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123)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 공감은 우선 (발생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
한 고려를 한다. 도덕적 공감이 경제적 결핍으로부터의 고통을 인식하고, 이를 차단(도
움)하기 위하여 자원 분배를 위한 무지의 베일 논의를 가져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심지어 자기 자신이 가난해질 경우를 가정하여 자원 분배를 하는 것도 도덕적 
공감으로 설명 가능한데, 이때는 자기-도덕적 공감(self-compassion)으로 다룰 수 있
다. 그러나 도덕적 공감이 사실상 복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주로 의미가 있
다는 것을 생각하여 볼 때, 자기-도덕적 공감은 그리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니다. 오히
려 무지의 베일이 도출된 논리적 근거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도덕적 공감에서 찾는 것
이 보다 더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다). 그러나 ‘공감’은 역시 이러한 사례에서도 도덕적 
공감과는 달리 이타적이지 않다. 

124)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도덕적 공감의 역할 때문이다. 현저한 피
해자가 없어도, 즉 눈에 보이는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공감은 여전히 존재
할 수 있는 피해자가 경험할 고통을 상정한다. 예를 들어, 불우한 이웃을 위해 모금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불우한 이웃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인지는 모금 행위에서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그 모금액이 해외로 전달될 수 있는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 경우, 피해자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
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도덕적 공감은 이와 같은 경우
에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즉,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이다.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 비록 현저



- 80 -

우 아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125) 따라서 ‘공감’이 도덕적 판단에 있
어서 전제조건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Ibid., p. 4), 그것
의 발현은 ‘늘 그리고 언제나’ 도덕적 판단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다른 정서들이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심지어 ‘공감’이 부재한 경
우에도-보다 충분하다고 여겨질 만한 이유가 있다. ‘공감’이 반감
(disapprobation)에 있어서 필요한 것인가? 예를 들어, 마지막 남은 과자를 

하지는 않지만, 모두 피해자와 그들이 경험할 고통을 만들게 되며 도덕적 공감은 이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

125) 이 외에도 프린츠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공감’이 도덕적 판단과는 관계가 전혀 
없을 수도 있음을 지적 한다; 넷째, 당신 자신이 도덕적 죄(moral transgression)를 지
은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당신은 당신 스스로 잘못 행위 하였다는 것을 ‘판단’한다. 그
러나 여기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공감’하지는 않는다. 다섯째, 시간증(necrophilia), 합의
된 근친상간(consensual sibling incest), 사람이 없는 지역을 파괴하는 것(destruction 
of unpopulated places in the environment), 혹은 더 이상 친지가 살아 있지 않은 누
군가의 무덤을 모독하는 것(desecration of a grave of someone who has no 
surviving relative)과 같이 희생자 없이도 죄가 성립되는 경우이다(Prinz, 2009, p. 
4). 넷째의 경우 도덕적 공감과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는, ‘굳이’ 관련시킨다면, 자기-도
덕적 공감(self-compass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받게 될 양심
의 가책을 포함한 사회적 벌은 분명 고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
여 도덕적 공감의 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하는 고통은 나에게 ‘나쁜’(bad) 것
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덕적 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은 도덕적 공감의 주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무과오의 판단’임을 상기하는 것
이다. 내가 의도적으로 택한 도덕적 죄에 대하여 나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도덕적 공감
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점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일 의도적으로 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기-도덕적 공감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덕적 공감
과 자기-도덕적 공감은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리
적 충돌 이외에 또 하나의 변수가 개입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
람의 고통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흄의 말대로, 인간은 자
신의 손가락의 작은 상처보다 전 인류의 멸망을 택하기 쉬운 존재이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매우 미미한 고통은 다른 사람의 큰 고통보다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
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고통의 양으로 인하여 자신의 도덕적 죄가 압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잔인한 살인자가 사형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를 종
종 보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까지
는 다루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는 사회심리학이나 범죄심리학과 같은 별도의 전문적 담
론을 요청하고, 본 연구에서의 도덕적 공감 논의가 복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위한 시민성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프린츠가 지적한 넷째 경우는 
도덕적 공감과 관련하여 더욱 복잡하고 난해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경우, 
도덕적 공감은 공동체의 관습 및 문화와 관련지어 생각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역시 
피해자는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로부터 파생되는 고통은 분명 존재할 수 있다. 
특정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사례들이 하나의 도덕적 금기거나 사회적 범죄라면,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자체가 공동체의 정신을 훼손(피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피해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완화시키기 (혹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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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다면 내 판단은 나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의 
감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죄책감은 마지막 남은 과자를 먹는 것에 
대한 나의 반감의 표현이고,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탐욕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반감의 비간접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먹
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다른 누군가와 ‘공감’
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다. 내가 
탐욕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즉시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도 내 행위가 탐욕스럽다는 것을 인식
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행위는 ‘공감’없이도 인식될 수 있
으며, 심지어 그러한 행위가 피해 여부를 포함하고 있어도 그렇다(Ibid., 
pp. 4-5).126) 

상황이 이렇다면 ‘공감’은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선구자가 될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흄과 스미스와 같이 ‘공감’을 도덕적 판단의 
중심에 두는 전통에 대하여 유의미한 함의를 가진다. 분명 ‘공감’이라는 정
서는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근본적인 정의적 반응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다(Ibid., p. 5).127)

126) 탐욕과 관련하여 흔히 우리가-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포함하여-말하는 것은 매
우 단순한 논리로 구성되어있다; 북한이나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데, 네가 음식을 남겨서야 되겠니? 적당히 먹고 남기지 말아야 해. 이러한 논리에는 우
리가 암묵적으로 나의 탐욕과 비견될 수 있는 피해자를 설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탐욕과 관련해서도 도덕적 공감은 역시 그 역할이 중대하다. 예를 들어, 공동
체가 아닌 혼자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피해자 자체가 없으므로 탐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물론 그 무인도 안에서도 탐욕으로 인하여 다른 자연 환경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도 도덕적 공감은 충분히 개입가능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판단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과자를 먹는 것의 문제에 있어서
도 논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 것
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따라서 남에게 양보하면서 자신이 먹지 않는 것으로 도덕적 공
감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따라서 불편해 한다면, 이는 도덕적 공감에서 비롯되는 죄책감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실제로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이 수업 모형과 관련한 실험 결
과 학생들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관한 논의는 4장 4절을 참고). 

127) 이는 누스바움이 도덕적 공감을 정의함에 있어서 ‘공감’의 작용을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로 규정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물론 도덕적 공감 역시 도덕적 판단 그 자체
이자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공감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타성
으로 인하여 ‘공감’과는 달리 도덕적 판단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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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츠가 설명하는 두 번째의 경우는 도덕적 행위와 관계된 것이다. ‘공
감’과 도덕적 판단 사이의 여러 부정적 관계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
감’은 도덕적 동기에 있어서 필요할 수 있다. 만일 누군가가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좋은(good) 것이라고 판단128)하였다고 가정하자. 여기
서 그렇게 행위 하고자 하는 감정 없이도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가능하
다. 아마도 ‘공감’은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도덕적 판단을 도덕적 행위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할지 모른다. 혹은 누군가가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은 
나쁜(bad)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때 배우자에 대한 ‘공
감’ 없이는, 아마도 계속 학대를 이어갈지도 모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
을 때, ‘공감’은 도덕적 판단을 행위로 바꾸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Ibid., pp. 7-8). 

그러나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이유들이 존재한다. 먼저 도
덕적 판단들은 정서적 기반(emotional basis)을 가지고 있다. 즉, 도덕적 
판단들(token moral judgments)129)은 화(anger), 혐오감(disgust), 죄
책감(guilt), 그리고 수치심(shame)과 같은 정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서
들은 상태를 동기화시키며, 이러한 각각의 정서들은 행위적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 화(anger)는 공격성(aggression)을 촉진시키고, 혐오감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withdrawal)을 촉진시키며, 죄책감은 보상적 행
위(reparation)를 자극하고, 수치심은 스스로를 감추게(self-concealment) 
유도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서들은 부정적이며 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지 않게 만든다. 예를 들어, 죄책감을 느낄 행위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정서를 포함하고 있는 도덕적 판단들로부터 
128) 뒤에서 언급되겠지만, 사실 이는 도덕적 공감에 보다 더 적합한 예이다.
129) 이와 같은 용어는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연구자는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

하여 프린츠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그 뜻을 물어보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
다; ‘token moral judgement’는 도덕적 판단이 일어나는 실제 때(시간)를 가리킨다. 이
는 사실 ‘moral judgment’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데, 앞의 ‘token’은 단지 도덕적 판
단의 구체적 때(경우)에 대한 생각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철학적 용어이다. 참고로 
이메일 원문은 다음과 같다; By token moral judgment, all I mean is an actual 
occasion on which a moral judgment is made. It basically is the same as just 
saying moral judgment. The word "token" is just philosophical jargon to 
emphasize the idea of a specific instance of a moral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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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되며, 이들 자체는 본질적으로 동기화시키는 상태에 있다. 남의 물건
을 훔치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람은, 그 행위가 아무리 쉽고 이득
이 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동기화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치는 것에도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반응할 것이며, 
심지어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을 가게 
점원 등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동기화될 것이다.130) 이는 비단 나쁜 행위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좋은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른 사
람이 행한 좋은 행위는 존경(admiration)과 감사(gratitude)를 끌어낸다. 
또한 그렇게 좋은 행위를 한 사람은 자부심(pride)과 만족감
(gratification)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을 예상하는 것은 우리를 
좋은 행위들로 인도한다.131)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도덕적 판단들은 
‘공감’의 부재 시에도 수많은 동기적 영향(motivational impact)들을 가
지고 있다(Ibid., p. 8).

게다가 호감이나 반감과 관련된 정서들은 ‘공감’과 관계된 정서보다 훨씬 
더 큰 동기적 힘을 가지고 있다. ‘공감’ 자체가 행위로 이끄는 힘은 사실 
미약하다. 언더우드(B. Underwood)와 무어의 연구(B. Moore)에 따르면, 
정서 귀인(emotion attribution)과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132) 
사이에는 정적 관계(positive correlation)가 있지만, ‘공감’과 친사회적 행
동 사이에서는 아무런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Underwood & Moore, 

130) 화, 혐오감,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 등이 공동체의 시민들 사이에서 다루어질 때, 이
들은 반드시 ‘고통’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 정서는 모두 부정적이
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거기서 비롯되는 행위에 대한 반응들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나쁜 행위들은 필연적으로 피해자를 만들고, 결국 ‘고
통’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렇게 된다면, 도덕적 공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공감’과는 
달리 그 역할이 큼을 알 수 있다. 

131) 도덕적 공감은 흔히 부정적 상황 하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긍정적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공감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행위가 좋은(good)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사
람과 동시에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모습은 자선 모금 사업 
중에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도덕적 공감은 행위에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동기 
유발적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132) 친사회적 행동은 객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행위들이다(actions taken to reduce 
the object's distress)(Preston & de Waal, op. cit.,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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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Ibid., p. 8 재인용). 오히려 실제로는 ‘공감’과 이타주의 사이에서 
부적 관계(negative correlation)가 발견되고 있음을 여러 연구들이 지적
하고 있다(Ibid., p. 8). 또한 아이젠버그(N. Eisenberg) 등의 학자들에 
의하면, 아동들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은 걱정스러운 관심(concerned 
attention)과 정적 관계에 있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볼 때 이
마를 찡그리는 아동이 그 사람을 보다 도와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
러나 ‘공유된 정서’(shared emotion)와는 그 어떠한 관계도 발견할 수 없
었다. 이는 ‘공감’이 본질적으로 공유된 정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볼 때,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관심(attention)과 걱정(concern)은 중요하지만 ‘공
감’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Eisenberg et al., 1989: Ibid., pp. 8-9 재인
용).133)

이와 같은 상황은 성인의 문제로 넘어올 때 덜 절망적으로 보이기는 하
다. 성인 사이에서는 친사회적 행동과 공유된 슬픔(shared sadness) 사이
에 보통 정도(modest)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
고 ‘공감’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타주의와 관련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에는 이것이 ‘슬픔’에 제한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게
다가 신기하게도, 슬픔의 표현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결정 사이에서는 그 
어떠한 관계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공감적 슬픔(empathetic 
sadness)은 도움을 위한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134) 게다가 공유된 정서
를 보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는 연구 결과는, 
‘공감’이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
침하여 주고 있다(Ibid., p. 9).135)

133)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이며 곧 이타주의의 발현이다. 이점
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도덕적 공감은 ‘공감’과 뚜렷하게 차별화될 수 있다. 

134) 주지하다시피, 도덕적 공감은 도움과의 상관관계를 떠나서 도움이라는 요소 자체를 
개념적 구조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공감’이나 ‘공감적 슬픔’이 동기화할 수 없는 도움
을 도덕적 공감은 하고 있는 것이다. 

135) 도덕적 공감에 있어서도 ‘공감’ 자체의 역할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나, 일단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첨가’된다면, 도덕적 공감의 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이론적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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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감’은 훌륭한 동기 요인이 아니
다. 그나마 ‘공감’의 미미한 영향조차도 다른 정서들에 의하여 쉽게 그 빛
을 읽고 만다. 특히 ‘공감’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비용이 클 때 동기화를 
시키지 못하기도 한다. 오히려 행복감, 화, 혹은 죄책감 등이 보다 그럴듯
한 동기요인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공감’은 도덕적 동기화에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맡을 수 없다. 그것의 영향은 아동들에게는 무시해도 될 정도
로 미약하며, 성인들에게는 보통 정도의 의미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게
다가 이 또한 그 비용이 크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공감’이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혹은 심지어 중요하다는 가설은 
거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Ibid., pp. 9-10).136)

지금까지 ‘공감’이 도덕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론적 수준에서 
그것이 도덕적 판단 및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아보았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도덕적 공감’과는 다르게 두 영역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공감’과 도
덕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세분화된 접근을 시도한 것은, ‘compassion’에 
대한 의역으로 ‘도덕적 공감’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고, 이때 ‘공감’이라는 
말이 중복되기 때문이었다. 도덕적 공감과 ‘공감’ 사이에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도덕적 의미의 내포 혹은 반영의 유무에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
는 ‘compassion’의 의역에 있어서 접두사로 ‘도덕적’이라는 말을 삽입함으
로써, 이를 ‘공감’과 구분하고자 하였다. 물론 프린츠가 정리하듯이, ‘공감’
이 도덕성에 있어서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의 
말대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Presumably it does)(Ibid., p. 
10).137) 또한 호프만이 이해한 바대로 ‘공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인간

136) 이는 도덕적 공감과 대조적인데, 도덕적 공감에서의 결론은 언제나 도덕적 행위로 귀
결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13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감’이 가지고 있는 결점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극
적이다. 그는 위에서 언급한 ‘공감’의 문제점들 이외에 몇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다; 첫
째, ‘공감’ 자체는 동기적이지 못하다. 둘째, ‘공감’은 (불필요한) 우선권적 대우
(preferential treatment)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공감’은 귀여움이 주는 효과
(cuteness effects)와 같은 편견에 종속적일 수 있다. 넷째, ‘공감’은 쉽게 조작될 수 
있다. 다섯째, ‘공감’은 대단히 선별적일 수 있다. 여섯째, ‘공감’은 내집단 편견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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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심의 불꽃이며 사회적 삶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Hoffman, op. 
cit., p. 3). 하지만 살펴보았듯이, 공감은 도덕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불확
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자체를 교육의 핵심적 틀로 활용하는 것
은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화제를 바꾸어서, 이번에는 도덕적 공감과 ‘sympathy’의 구분을 시도하
여 보고자 한다. 이론적으로만 보았을 때 이 둘의 관계는 도덕적 공감과 
공감과의 관계처럼 매우 밀접하다. 심지어 크리스프는 도덕적 공감과 
‘sympathy’ 사이에서의 날카로운 구분(sharp distinction)은 기대하기 어
렵다고까지 고백하고 있다. 그는 ‘sympathy’는 약한 의미(a weaker 
sense of sympathy)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곤경에서의 
거짓되지 않은 고통이라는 영역에 있다면-18세기 철학 작품들에서 볼 수 
있었던-‘sympathy’는 도덕적 공감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언급한
다. 또한 뱃슨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은 몇몇 자체 보고서의 결과를 분석하
며, 도덕적 공감이 ‘sympathy’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럴 듯하여 보
이는 하나의 정서군에 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음도 언급하였다. 이러
한 연구들은 두 단어가 형용사 형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유사한 
요인을 가리키고 있다며 일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Batson, Fultz, & 
Schoenrade, 1987: Goetz et al., op. cit., p. 352 재인용).138)

그러나 ‘sympathy’가 언제나 이와 같은 식으로 이해되고 있지는 않
다.139) ‘공감’과 마찬가지로 학자들에 따라 그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

영향을 받는다. 일곱째, ‘공감’은 근접 효과(proximity effects)에 종속적이다. 여덟째, 
‘공감’은 현저한 효과(salience effects)에 종속적이다. 이렇게 볼 때, ‘공감’이 도덕적 
인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도덕적 체
계의 핵심적 동기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Ibid., pp. 14-16). 따라서 도덕적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공감적 편견들을 고려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공감’을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끄는 핵심적 동기 역할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Ibid., p. 18). 

138) 괴체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도덕적 공감과 ‘sympathy’의 구분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서 밝혔듯이, 이들은 도덕적 공감과 ‘sympathy’, 그리고 ‘pity’ 사
이의 분석적 구분을 차후 연구 과제로 설정한다. 

139) 특히 이 부분은 실제 ‘sympathy’의 용례를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와 관
련한 인터뷰 내용은 도덕적 공감과 유사한 정서들의 분석이 모두 끝난 후 제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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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이론적으로 ‘sympathy’ 역시 도덕적 공감과 그 구조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객체
에 대하여 ‘가엾게’ (혹은 안쓰럽게) 느끼는 주체의 감정이다. 이때 객체
의 물리적 측면이 아닌 상황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 진다(subjects feels 
"sorry for" the object. Focused more on object's situation than 
physical). 이러한 정의는 주체와 객체와의 구분을 하는 것이며, 정서 상
태는 일치하지 않는다. ‘sympathy’로 인한 도움의 행위 발생은 반드시 존
재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다(depends)(Preston & de 
Waal, op. cit., p. 4). 

‘sympathy’는 다른 사람의 가엾고 안쓰러운 상황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
이므로, 쉐버(P. Shaver) 등의 학자들이 기술하는 정의처럼 그것은 슬픔
과 사랑의 복합체(a mixture of sadness and love)라고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돌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하나의 슬픔의 감정(a 
feeling of sadness for a person we care about)이라고 볼 수 있다
(Shaver et al., 1987: Goetz et al., op. cit., p. 352 재인용). 또한 정
서 자체에 있어서 일치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제 3자적 정서 
반응(a third-person emotional response)이라고도 할 수 있다
(Darwall, 1998, 261: Prinz, 2009, p. 1 재인용).

이러한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sympathy’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도덕적 공감과 구별될 수 있다. 첫째, ‘sympathy’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에 대하여 반응하는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도움과 관련
한 행위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위에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주로 
하나의 ‘정서적 상태’의 이해에 초점을 둔 것이며, 행위적 요인이나 그로부
터 이타성을 추측할 수 있는 요소는 가지고 있지 않다.140) 물론 트리버스
(R. Trivers)의 의견처럼, ‘sympathy’도 이타적 행위를 동기화시킬 수는 
있고(Trivers, 1971: Goetz et al., op. cit., p. 352 재인용) 스베르들리
크의 주장처럼, 그것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
140) 이러한 사실은 이론적 개념 구조뿐만 아니라, 곧 분석될 실제 용례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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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Sverdlik, op. cit., p. 7). 그러나 ‘sympathy’는 도덕적 공감
과는 다르게 본질적으로 그 개념 자체에서 이와 같은 특성을 찾아볼 수 없
다. 앞서 제시된 개념 구조에서 인식할 수 있듯이, 도움이라는 행위적 요
소는 ‘sympathy’와 늘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sympathy’는 행위
적 측면에 있어서 그 제한점을 가지며(Boyden, op. cit., p. 273), 따라서 
도덕적 공감에 있어 하나의 약화된 형태(a weak form of compassio
n)141)라고도 말할 수 있다(Sznaider, op. cit., p. 125).

둘째, 도덕적 공감은 슬픔과 사랑과 같은 정서들과 구분될 수 있기 때문
에 종종 그러한 것들의 복합체라고도 이해되는 ‘sympathy’와는 질적으로 
다르다.142) 우선 도덕적 공감은 선행 사건들(antecedent events)의 수준
에서 사랑과 다르다. 도덕적 공감이 고통과 부정적 사건들에 대한 반응이
라면, 사랑은 주로 긍정적이다. 쉐버 등의 학자들에 의하면, 사랑의 선행 
사건들은 사랑과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
은 다시 다른 사람과의 좋은 경험이나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
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매력적임을 발견하거나 혹은 그 사람과 특
별히 좋은 의사소통을 경험함을 말한다(Shaver et al., 1987: Goetz et 
al., op. cit., p. 358 재인용). 그러나 도덕적 공감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수반되거나 그것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다(Ibid., p. 355).

슬픔의 경우 그 선행 사건들은 도덕적 공감과 같이 부정적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보기에 슬픔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sympathy’는 도덕적 공
감과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슬픔은 주로 자기 자신(the self)에 관계한
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슬픔을 기술할 때 ‘예측하지 못한 

141) 여기서 행위적 요인의 결핍성을 들어 ‘sympathy’가 도덕적 공감의 약화된 형태라고 
기술한 것은, 스네이더가 그의 논문에서 ‘sympathy’와 도덕적 공감을 구분한 이유와는 
다르다. 그러나 연구자는 스네이더의 이러한 표현 자체가 두 정서를 표현하는 적절한 
기술이라고 생각되어 인용을 하는 바이다.

142) 심지어 누스바움은 ‘sympathy’가 불운뿐만 아니라 ‘행운’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다
고 말하며, 그것이 도덕적 공감보다는 보다 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Nussbaum, 오병선 
역, op. cit., p. 207). 그러나 연구자는 이러한 누스바움의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 바
이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즉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학자들의 ‘sympathy’에 대한 해
석과 실제 용례에서 알 수 있는 ‘sympathy’의 의미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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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반응’(a response to unexpected negative 
personal outcomes)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그들은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관계에 있어서의 단절 혹은 상실’이라고 표현하였다
(Shaver et al., 1987: Ibid., p. 358 재인용). 그러므로 개인의 상실이나 
고통은 슬픔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상실이나 고통은 
도덕적 공감을 유발한다(Ibid., p. 358). ‘sympathy’가 이와 같은 슬픔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주로 (가족과 같이) 자신과 관계된 사건 혹
은 사람에서 나타남을 가리킨다. 반면에 도덕적 공감은 그렇게 단순한 영
역적 구분에 의하여 기술되지 않는다.143) 

마지막으로 ‘sympathy’는 정의(justice)와 관련하여 도덕적 공감과 구분
될 수 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사실상 이론적 수준
에서 전자와 후자를 가장 분명하게 구별시키는 특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공감은, 주지하다시피, ‘부당한 고통’에서부터 동기화되는 하
나의 정서이다. 누스바움은 이를 ‘무과오의 판단’이라고 지칭하며 도덕적 
공감이 공적(deservingness)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고통을 받
을 만한 사람에게는 도덕적 공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진화론적 분석은 공적에 대한 여부가 도덕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평가 
절차(appraisal processes)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상정한다. 이타주의의 
진화론적 모델은 이타주의자들이 이득(benefits)을 얻기 위하여 다른 이타
주의자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과 함께 한다(Frank, 1998; Hamilton, 
1964; Henrich, 2004; Trivers, 1971: Ibid., p. 357 재인용). 그러므로 
상호 협동의 혜택(benefits)을 즐기고 이기적인 개인에 의한 착취에서 오
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친사회적 개인들은 반드시 다른 친사회적 개
인들과 함께 선택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혈연선택(kin selection)

143)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공감 역시 하나의 정서이기 때문에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
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느껴지기 마련이다(Cialdini, Brown, Lewis, Luce, & 
Neuberg, 1997: Ibid., p. 356 재인용). 이를 극복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데, 이때는 ‘상상’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 유효하다. 그리고 이는 도덕적 공감에 있어서 
공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설명은 
수업 모형을 소개하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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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이러한 결정은 동류의식의 정도(degree of kinship)에 기초하
고 있다(Hamilton, 1964: Ibid., p. 357 재인용). 친족이 아닌 집단 내에
서의 대규모 협동 모델들은 신뢰성(trustworthiness), 평가(reputation), 
그리고 이전의 협동적 행동들과 같은 특징적인 요인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Axelrod & Hamilton, 1981; Trivers, 1971: Ibid., p. 357 재인용). 이
와 같은 점들은 도덕적 공감이 공적에 대한 평가와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
이 이타적인지, 협동적인지, 그리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민
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Ibid., p. 357).144) 

누스바움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와 유사하게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의 성격과 의도에 기반을 둔 공적에 대한 평가를 우선시하였다. 아리
스토텔레스는 마땅한 고통(deserved suffering)은 비난과 책망을 수반하
지만, 부당한 고통(undeserved suffering)은 도덕적 공감을 끌어낸다고 
하였다(Nussbaum, 1996; 2001: Ibid., p. 357 재인용). 공적에 관한
(Feather, 2006: Ibid., p. 357 재인용) 그리고 비난의 귀인(attribution 
of blame)에 관한(Weiner, 1985: Ibid., p. 357 재인용) 현대 이론들은, 
비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과 제안이 도덕적 공감이 발생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와 관련하여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해주고 있
다(Ibid., p. 357).145) 

공적에 대한 하나의 지표는 개인이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고통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믿음, 곧 그 개인의 성격이 좋
지 않다는 분명한 믿음에 의하여 수반된다; 그 개인은 고통을 가져다 준 

144)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좋은 성격을 암시하는 것과 도덕적 공감을 발생시키는 것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온화함(warmth)과 신뢰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Fiske, Cuddy, & 
Glick, 2006: Ibid., p. 357 재인용). 이에 따르면, 온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도덕적 공
감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이기적인 경쟁자들이 아닌 다른 이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느
껴지는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Ibid., p. 357).

145) 그러나 도덕적 공감과, 비난, 그리고 책망 등이 ‘늘 그리고 언제나’ 분명하게 구분되
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의 동일한 상황 하에 모두 해당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사건에 대하여 도덕적 공감의 정서가 먼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비난과 책망이 이어질 수 있다(Weber, 2004, p.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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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을 피하는 데 실패하였거나, 규범과 규칙들을 어기지 않고자 하는 노
력이 부족한 것이다. 지배 혹은 조종성(controllability)의 평가는 책임의 
판단(judgements of responsibility)과 함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Smith & Ellsworth, 1985: Ibid., p. 357 재인용), 이는 도덕적 공감이 
발생할 때의 평가에서 현저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의하면, 
하지 마비, 앞이 안 보임, 암, 혹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것들은 낮은 조종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도덕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인
식되었다. 반면에 비만, 아동 학대, 그리고 약물 남용과 같은 것들은 높은 
조종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도덕적 공감146)보다는 화를 유
발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Weiner et al., 1988: Ibid., p. 357 재인
용). 그러므로 낮은 조종성과 책임의 평가는 화가 아닌 도덕적 공감의 발
생에 있어서 핵심적이다(Ibid., p. 357).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도움을 ‘진실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공감을 느낀다. 그러나 협동적 규범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거나 그저 많은 
비용이 필요한 도움만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도덕적 공감이 아닌 화를 느낀
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는, 열
심히 공부한 후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보다 도덕적 공감을 덜 느끼게 된다
(Reyna & Weiner, 2001: Ibid., p. 358 재인용). 이것은 도덕적 공감의 
평가 체계가 공정 혹은 정의의 판단(judgment of fairness or justice)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Ibid., p. 358). 

이와 같이 도덕적 공감은 본질적으로 정의의 구조가 있는 정서
(justice-structured emotion)이다.147) 그러나 ‘sympathy’는 정의에 있
어서 아무런 구조적 기여(structural contribution)도 하고 있지 않는다. 
물론 ‘sympathy’가 정의의 침해 사례를 바로 잡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 공감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146) 해당 연구의 본문에는 ‘pity’라고 나오지만, 괴츠 등의 학자들의 말처럼 이는 문맥상 

도덕적 공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pity, and we assume, compassion; Ibid., p. 
357). 

147) 왝히드가 주장한 도덕적 공감과 도덕적 정의 사이의 연관성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 92 -

못하다. 반면 도덕적 공감에서 정의 구조를 제거하는 것은 곧 도덕적 공감
이라는 정서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Kristja'nsson, op. cit., p. 301).148) 
다시 말하면, 오로지 도덕적 공감만이 정의 구조와 관계된 공적에 대한 평
가 체계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볼 때, ‘sympathy’는 도덕적 공감과 구별될 수 
있다.149) 그런데 여기서 ‘sympathy’는 도덕적 공감과 같이 우리말로 ‘동
정’ 혹은 ‘연민’이라고 번역된다.150) 하지만 도덕적 공감과 대조되는 
‘sympathy’의 특징들, 즉 행위적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슬픔과 사랑의 
복합적 정서 상태이며, 정의적으로 구조화(justice-structured)되지 않았
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생각한다면, ‘sympathy’에 적절한 번역어는 ‘연민’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설문 참가자들의 대다수인 92%(203명)는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이라
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민’이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민의 의미를 
잘 표현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연민의 사전적 정의는 실제로 
‘sympathy’의 의미 및 구조와 거의 유사하며, 설문 결과에 의하면 그 정
의도 실제 삶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부터 사용되는 ‘연민’은 영어의 ‘sympathy’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인 수준에서의 ‘pity’와 도덕적 공감과의 차이를 보자. 
‘pity’는 그 정의상 때때로 도덕적 공감과 유사한 상태로 묘사되고 있지만
(Nussbaum, 1996; Weiner, Graham, & Chandler, 1982; Weiner, 
Perry, & Magnusson, 1988: Goetz et al., op. cit., p. 352 재인용)151), 
148) 이러한 면에서 호프만의 ‘sympathy’가 사실은 도덕적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

석도 있다(Ibid., p. 301).
149) 참고로 ‘sympathy’가 도덕적 정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연구자는 그것 자체는 도덕적 정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사실 호프만과 같은 기존 
연구에서 도덕적 정서로 비추어지는 ‘sympathy’는 도덕적 공감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
가 많다. 더욱이 ‘sympathy’ 자체는 도움과 관련된 행위를 ‘늘 그리고 언제나’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타적 
행위를 동기화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곧 도덕적 정서 자체로 연결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150) 이러한 번역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TM)가 제공하는 다음의 영어사전을 
참고;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151) 안타깝게도 ‘pity’에 대한 정의는 도덕적 공감이나 연민과 같이 전문적인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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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공감이나 연민의 경우와 같이-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수준에서 도덕적 공감과 비교적 
쉽게 구분될 수 있다. 첫째, ‘pity’는-연민의 경우와 같이-행위적인 요인
을 가지고 있지 않다. ‘pity’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feelings)을 나
타내는 것인 반면, 도덕적 공감은 행위에 의하여 수반된 감정(feeling 
accompanied by action)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도덕적 공감은 감정 그 
자체를 그저 느끼는 수준이 아닌, 이를 기초로 한 행위를 의미한다
(Whitebrook, 2002, p. 530). 

이러한 구분은 ‘pity’와 도덕적 공감이 항상 같이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은 ‘pity’의 감정을 야기하지만, 그러한 감정으로 인하
여 도덕적 공감이 발생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Ibid., 
p. 530). 서론에서도 언급된 사항이지만, 크리스프 역시 ‘pity’와 도덕적 
공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한 사람이 길에서 돈을 구걸하는 거지
를 보며 불쌍하고 안타까움(feels sorry)을 느꼈지만 그냥 지나친다면 이
는 ‘pity’를 느꼈다고 말할 수 있으며(more likely to be said to feel 
pity),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거지를 도와준다면 이는 도덕적 공감을 느낀 
것이다(feels compassion)(Crisp, op. cit., p. 234). 크리스프의 예가 극
단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는 ‘pity’와 도덕적 공감을 가장 쉽
게 구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스베르들리크도 ‘pity’
는 도덕적 공감과는 달리 행위적이지 않고, 본질적으로 불행에 대하여 애
통해 하는 수동적인 자세(a passive posture)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는 ‘self-pity’라는 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언급하였다
(Sverdlik, op. cit., p. 6). ‘pity’는 도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는 행위를 수
반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두 정서는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pity’를 도덕적 공감과 보다 분명하게 구분시키는 것은, 그것이 주
로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

정의되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pity’에 대한 정의를 다른 학자들
의 이해를 재인용 및 재구성하는 수준에서 전개한다. 



- 94 -

성은 아리스토텔레스나 18세기의 도덕철학자들의 담론에서는 찾아보기 힘
든 것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누스바움
의 경우, 처음에는 그녀도 ‘pity’와 도덕적 공감을 혼용하였다; 내가 ‘pity’
와 도덕적 공감을 사용할 때, 나는 분명히 하나의 정서(a single 
emotion)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Nussbaum, 1996, p. 29: 
Whitebrook, op. cit., p. 530 재인용). 그러나 그녀는 비교적 최근에 이
르러 ‘pity’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관계를 인정하였다. 도덕적 공감에 대
한 최근의 분석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pity’라는 용
어를 그리스 비극과 루소의 프랑스말의 용어인 ‘pitie' ’를 번역하는데 도덕
적 공감과 동의어로 사용하지만, 근대 영어에서 그것은 종전에 없었던 정
중함과 우월성의 함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우월성을 수반하
지는 않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Nussbaum, 오병선 역, op. cit., p. 
207). 누스바움 외의 다른 학자들도 ‘pity’가 그 정서를 느끼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보다 열등하게(someone considered inferior the self) 평
가하고 있음을 주장한다(BenZe'ev, 2000; Fiske, Cuddy, Glick, & Xu, 
2002: Goetz et al., op. cit., p. 352 재인용).

‘pity’는 위와 같이 부정적인 함의(a negative connotation)를 가지고 
있다.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다음 환자의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pity’와 도덕적 공감을 분명하게 구분시켜 주고 있
다; 그들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도덕적 공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떠한 ‘pity’도 필요하지 않다(they can feel compassionate for me 
till death, but I don't want any pity)(Cingel, op. cit., p. 682). 이러한 
예는 흔히 사용되는 말 ‘piss on pity’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
게 하여 준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조한진에 따르면, 미국에는 1966년 이
래 매년 노동절 주말에 근위축증 장애인을 위하여 20시간이 넘는 시간 동
안 모금 방송을 하는 ‘제리 루이스 텔레톤’(Jerry Lewis Teletho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근위축증 장애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공연도 하면서 후원을 호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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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981년 이래 미국의 장애 권리 운동은 ‘pity’는 필요 없다며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운동의 주 슬로건이 바로 ‘동정심에 오줌
을’(piss on pity)152)이다. 이것은 그들과 같은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이 
동정의 눈물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 그리고 (국민의 성금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으로 구성된) 편의의 증진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조한진, 2005, p. 111).153)

이처럼 ‘pity’는 도덕적 공감과 비교하여 볼 때 행위적 요인의 결핍 및 
불평등한 관계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pity’는 앞서 도덕적 공감이나 연민(sympathy)의 경우처럼 ‘연민’ 혹은 
‘동정(심)’으로 상호 호환 가능하게 번역되고 있다.154) 그러나 분석된 
‘pity’에 대한 설명 및 이해를 고려하고 현장 교사들의 설문 결과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pity’의 적절한 번역어는 ‘동정심’이라고 할 수 있
다. 설문 참가자의 과반수이상(59%, 131명)이 동정심을 이해하는 데 있
어서 불평등한 입장을 상정하였는데, 이는 동정심이 도덕적 공감이나 연
민에 비해 인간관계 설정에 있어서 비교적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사용하는 말인 “동
정심은 필요 없어.” 혹은 “동정하지 마.”등은 우리말의 ‘동정심’이 ‘pity’처
럼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152) 여기서 ‘pity’를 ‘동정심’으로 번역하는 것은 조한진을 따른 것이다.
153) 아울러 조한진은 KBS(한국방송공사)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인 프로그램 

『사랑의 리퀘스트』가 그저 ‘동정심’만을 자극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본 프로그
램이 더 많은 모금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ㆍ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며, 
이 이미지는 프로그램이 원하던 혹은 원하지 않던 시청자의 머리에 각인되어 비장애인
이 다음에 장애인들을 생각하고 대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Ibid., p. 110). 
즉, 장애인에 대한 대우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라는 국가 수준의 
맥락에서 비롯되어야지, 그것이 배제된 개인 혹은 집단만의 접근은 장애인에 대하여 자
칫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그가 그의 글에서 ‘pity’ 혹은 ‘동정심’
에 대한 정의를 엄격하게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이해는 ‘pity’ 혹은 그가 
‘pity’의 번역어로 선택한 동정심이 불평등한 관계에서 오는 부정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
을 말해주고 있다. 연구자는 그의 번역을 지지하며, 그 번역이 내포하는 바가 도덕적 공
감이라는 단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한다. 

154) 이러한 번역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TM)가 제공하는 다음의 영어사전을 
참고;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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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문 참가자의 88%(195명)는 동정심의 사전적 의미, 즉 ‘남의 어
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 실제 삶에서 비교적 정확
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긍정하였다. 이는 ‘pity’가 표면적으로는 도덕적 공
감과는 유사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행위적 요인은 결핍하고 있음을 설
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논의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동
정심은 ‘pity’의 번역어로 적절하고, 이제부터 사용되는 ‘동정심’은 ‘pity’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지금까지 도덕적 공감과 유사하다고 이해되는 정서들, 공감과 연민 그리
고 동정심을 이론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들 정서는 실제 
용례에서도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연구자가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참
가자들을 편의 표집 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도덕적 공감과 
유사 정서들 간의 차이는 이론적 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놀라울 정도로 일
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히려 부족한 이론적 수준의 논의를 보강해 줄 
수 있는 함의를 지닌 내용들이 많았다. 인터뷰 참가자들의 각 개념 간 비
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덕적 공감은 당신을 행위로 이끈다. 반면에 다른 정서들, 즉 공감, 연
민, 그리고 동정심은 정서적 반응들(emotional responses)에 더 가깝다. 
누군가에 대하여 진정으로 도덕적 공감을 가진다는 것은 네가 행위 한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수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도
덕적 공감을 가졌다. 너와 브래드(Brad)도 도덕적 공감을 가졌고, 우리가 
집에서 짐들을 빼는 것을 도와주었다155)(인터뷰: C, 미국인, 33세, 사회 
복지사).

155) 연구자는 2010년 7월 25일부터 2011년 7월 24일까지 가 교육청 해외 파견 교사 
자격으로 미국 중부에 위치한 주에 있는 한 도시에서 1년 동안 거주하였다. 당시 겨울 
사이에 내린 폭설 때문에 눈이 녹으면서 급격히 불어난 물은 봄이 지나자 그 도시를 포
함한 주 곳곳의 도시들로 모여들어 홍수를 발생시켰다. 연구자의 미국 지인들도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들은 홍수로 인한 물이 집을 침수시키기 전에 물품들을 집으로
부터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자도 이에 동참하여 도와주었고, 당시 지인들은 ‘도덕
적 공감을 가지고 도와주어서 고맙다’(Thanks for having compassion)라는 말을 연구
자에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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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공감은 보통 행위를 수반한다. 그러한 행위는 도움이 필요한 것
을 인식하고 그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네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민적(sympathetic)이고 슬픈 감정을 가지며 안 좋게 느낄 수는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연민(sympathy)을 보여
주는 것 밖에 안 된다. 공감과 동정심도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곳에 있는 교차로에는 한 노숙자가 음식이나 일자리를 
찾고 있다. 나는 그의 상황에 대하여 연민을 가질 수 있고 안 좋게 느낄 
수 있다. 심지어 그를 공감(empathy)하거나 동정(pity)할 수도 있다. 그
러나 내가 그 상황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도덕적 공
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에 대하여 도덕적 공감을 가진다는 것
은 내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인터뷰: D, 미국인, 
33세, 종교단체 간사). 

나는 도덕적 공감을 행위를 하는 것과 자주 연관시킨다(인터뷰: E, 미
국인, 30세, 과학 교사).

나는 도덕적 공감이 일반적으로 보다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
다. 반면, 연민, 공감, 그리고 동정심은 보다 감정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
다고 본다(인터뷰: F, 미국인, 42세, 항공사 부기장). 

도덕적 공감은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 감정, 그리고 돌봄의 
행위이다. 이것은 고통스러워하는 개인에게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돕기 위한 실질적인 행위를 취하는 것이다(인터뷰: G, 미국인, 31세, 특
수 교사).

도덕적 공감은 다른 정서들에 비하여 보다 물리적인(physical) 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하여 깊은 연민
(deep sympathy)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혹
은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와 함께 작용한다(인터뷰: H, 
32세, 캐나다인,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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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용례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이해로부터 도덕적 공감과 유사 정서들 
간의 대체적인 차이는, 앞서 분석되었던 이론적 이해로부터의 그것과 동일
한 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의견은 도덕적 공감이 다른 정서들
과는 다르게 도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적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
하게 보여주고 있다. 연민이나 동정심의 경우 행위적 요인을 결핍하고 있
음이 이론적 수준에서 밝혀졌지만, 공감 역시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용례에서 드러났다. 이론적 수준에서는 간과되었던 측면이 
실제적 측면에서는 쉽게 발견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이해는 도덕적 
공감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타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보여주
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참가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도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타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누군가가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
고 나에게 친절하거나 도움을 주고 혹은 배려를 할 때, 도덕적 공감이라
는 단어를 사용한다(인터뷰: C, 미국인, 33세, 사회 복지사). 

나는 이번 여름에 홍수 때문에 우리가 집을 비워야하는 것을 돕기 위
하여,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포기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 도덕적 공감이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왔다(인터뷰: D, 미국인, 33세, 종교단체 간사).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이나 그 행위를 표현할 때 
도덕적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도덕적 공감은 겸손
(humility)과 관련 있는 것 같다(인터뷰: E, 미국인, 30세, 과학 교사). 

도덕적 공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나는 성서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
아인이 떠오른다. 강도당하고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된 체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본 레위인과 제사장은 아마도 동정심을 가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도와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도덕적 공감으로 인한 결과이다(인터뷰: 
F, 미국인, 42세, 항공사 부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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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삼촌을 잃었을 때 내 친구들은 비록 나와 같은 슬픔을 느끼지 않
았지만, 그들은 나에게 도덕적 공감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나와 함께 기도하여 주었다. 그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었다(인터뷰: G, 미국인, 31세, 특수 교사).

도덕적 공감은 대표적으로 테레사 수녀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녀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고아나 과부에게 사랑을 실천하였다. 개인적인 예를 
든다면 내가 일본에 갔을 때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대중 앞에 나서기 망설여지고 애착을 가지기 힘든 때였는데, 하루는 교회
의 한 할머니가 먼저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었다. 그 날은 나의 할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것과, 어머니가 수술 중에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과 같이 
사랑하던 애완견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던 중
이었다(인터뷰: I, 미국인, 49세, 대학교 부설 어학연수원장). 

도덕적 공감은 우리가 상황을 행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의 결정
적인 단계(decisive phase)로 보여 진다. 어린 유아들조차도 이와 같은 
강력한 정서적 관념을 가지고 행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다. 그들은 
울고 있는 다른 유아를 안아주거나 장난감을 주는 식으로 위로하고자 한
다(인터뷰: J, 미국인, 53세, 교육학과 교수).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도덕적 공감에 대한 공통점은, 모두 그것이 행위
로 드러날 때 이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다. 즉,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고통을 경험하는 상대의 필요와 요구
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뷰를 통하여 알게 된 도덕적 공감
은 이론적 수준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타적 행위 요인을 그 핵심으
로 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J의 인터뷰 내용은 앞서 제시되었던 도덕적 공감의 진화론
적 특성을 떠 올리게 하는 것으로써, 도덕적 공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
지고 있는 특성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유아들의 이와 같은 이타적 특성은 실제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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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도덕적 공감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정서 중 공

감이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지
를 살펴보자. 공감은 도덕적 공감과는 달리 이타적 성격의 행위적 요인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설명되고 있었는데, 하나는 상
대의 입장에서 생각 혹은 그것을 상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유사 경험의 여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 작업은 행위적 요인 
이외에, 공감이 도덕적 공감과 실제적으로 어떠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공감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나를 그 사람의 입장에 두는 것
을 말하고, 어려운 상황 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를 시간을 
가지며 생각하는 것이라고 본다(인터뷰: C, 미국인, 33세, 사회 복지사).

공감은 처음에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일 그 
사람의 상황에 있다면 어떨지를 생각하면서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자
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둘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암 투병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 나는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다. 비록 내
가 암에 걸린 적은 없지만, 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
는 그 사람의 투병하는 힘과 능력에 감탄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
는다. “만일 내가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들처럼 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내가 공감하는 방법이다(인터뷰: G, 미국인, 31
세, 특수 교사). 

공감은 누군가의 감정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그들의 문제를 받아들이되 개인적이거나 친근한 수준이 아닌 일반
적인 의미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어,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들
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햄릿을 보면서 그와 공감하는 것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즉, 공감은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정서, 생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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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들에 대한 대리적 참여를 가리키고, 그들이 처한 곤경이나 상황을 상상
하는 능력을 말한다(인터뷰: H, 32세, 캐나다인,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거나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인터뷰: J, 미국인, 53세, 교육학과 교수).

공감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장기적 특성을 가지는 정서이다(인터뷰: K, 미국인, 82세, 
전직 영어 교사).

이와 같이 공감은 나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
고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하는 능력인데, 그러한 과정으로 인
하여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론적 수준
에서 드러난-도덕적 공감은 그렇지 않지만-공감의 필수적 특징인 ‘상상적 
재구성’에 대한 설명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공감은 다른 
수준, 즉 상상적 재구성보다는 실제 유사 경험의 여부를 중시하는 측면에
서도 이해되고 있었다. 

나는 유사한 경험들(similar experiences)로 인하여 누군가를 이해할 
때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나는 경험 없이 공감이 발생한다고는 생
각하지 않는다(인터뷰: E, 미국인, 30세, 과학 교사).

공감은 큰 이해와 함께 진행되는 하나의 걱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것은 무엇인가 유사한 것을 경험하였을 때 가능하다. 내가 이전에 무
릎을 다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연민을 가졌다고 말하였다. 하지
만 오직 나와 같이 무릎을 다쳤거나, 이전에 유사한 수술을 경험한 사람
들만이 진심으로 나를 공감할 수 있다(인터뷰: F, 미국인, 42세, 항공사 
부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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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예를 든다면, 교통사고가 난 후의 느낌을 교통사고를 당한 다른 
누군가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내 직원 중 한 명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나는 그녀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나도 몇 년 
전에 안 좋은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이다(인터뷰: I, 미국인, 49세, 대학교 
부설 어학연수원장).

이처럼 몇몇 참가자들은 공감이 유사한 경험의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다고 보았다. 이들은 ‘상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유사
한 경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사실 유사 경험의 여부는 공감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특성에서 비교적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러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유사 경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판단하건데, 이로 
인하여 상상적 재구성이 훨씬 강력하고 실질적인 수준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누군가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비교
적 손쉽게 그 사람과 공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을 가질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즉, 유사 경험으로 인하여 내가 그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 혹은 
곤경을 쉽게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자가 보기에 공감
에서의 유사 경험 여부는 상상과는 달리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공감
이 가지고 있는 힘을 증폭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
한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도덕적 공감을 가지는 데 있어서도 큰 도
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해석은 다음 참가자의 인터뷰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도덕적 공감은 공감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나는 최
근에 봄방학을 맞아 도심 노숙자 지원 단체와 일을 하기 위하여 콜로라
도의 덴버로 일주일간 여행을 갔다. 나는 거기서 노숙자들과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심지어 나는 
집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노숙 경험(homeless simulation)도 해 보았다. 
그러한 경험들은 나에게 진정한 도덕적 공감과 공감이 무엇인지를 가르
쳐 주었다. 그러한 경험들이 없었다면 혹은 적어도 그러한 경험들을 해 
볼 의향이 없었다면, 나는 단순히-아무런 행동 없이 정서적 반응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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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상태인-연민적인(sympathetic) 자세를 가졌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보통 도덕적 공감과 공감을 내가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 
위하여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한다(인터뷰: B, 미국인, 32세, 아마추어 
작가).

B는 이처럼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도덕적 공감과 공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보다 더 잘 드러난다고 언급하였다. 물론 B의 주장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은 유사한 경험의 여부가 공감
과 도덕적 공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나는 자살한 삼촌에 대하여 공감한다. 비록 나는 자살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모든 고통을 끝내기 위하여 방아쇠를 당
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다. 나의 공감은 곧 도덕적 공
감을 이끌었다. 나는 도덕적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인터뷰: G, 미국인, 31세, 
특수 교사).

G의 말처럼 공감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감하기 위한 상황을 경험해 
볼 필요는 없다. B의 말대로라면, 자살한 삼촌에게 진정으로 공감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고통에서 있으면서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
으로 불필요하며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경험은 공감에 있어
서, 그리고-비록 공감이 도덕적 공감을 자극시킨다고 하여도-도덕적 공감
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의 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한 사람이 새 삶을 살
기로 결심하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여 주는 사례
(사실 이것은 도덕적 공감이 적용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유사한 경험이 가질 수 있는 힘은 B의 이해처럼 공감과 도덕적 공감에서 
여지없이 발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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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민의 경우를 보자. 실제적 수준에서의 연민 역시 이론적 수
준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매우 유사한 이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연민은 깊은 걱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위를 자극할 정
도로 강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인터뷰: B, 미국인, 32세, 아마추어 
작가). 

연민의 경우, 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슬픔(sadness)과 슬픈 감
정(feeling sad)의 맥락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
은 우리가 홍수 때문에 집을 잃은 것에 대하여 슬픔을 표현하고 걱정하
고 있다(인터뷰: C, 미국인, 33세, 사회 복지사). 

네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민적(sympathetic)이고 슬픈 감정을 가지며 
안 좋게 느낄 수는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연민을 
보여주는 것 밖에 안 된다(인터뷰: D, 미국인, 33세, 종교단체 간사).

나는 연민이라는 단어를 누군가의 곤란함을 지적으로 이해할 때 사용
한다. 따라서 나는 그것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의 상
황을 이해하거나 이해하는 것처럼 느낄 때 주로 사용한다(인터뷰: E, 미
국인, 30세, 과학 교사). 

연민은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한 염려이다. 나는 연민이 그 자체로 부
정적이지는 않지만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한다. 
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같지만, 연민은 동정심과 같이 자존심(pride)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마치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해. 그러니 나에 대해
서 괜한 걱정은 하지 마”(인터뷰: F, 미국인, 42세, 항공사 부기장).

연민은 다른 사람과 같이 아픔, 고통, 혹은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가족은 내가 느꼈던 그 아픔을 동일하게 느꼈다. 그들은 내가 
겪었던 고통을 알았기에 연민을 가졌다. 이제 모든 내 친구들도 역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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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따라서 그것이 어떤지를 알기에 연민을 느낄 수 
있었다(인터뷰: G, 미국인, 31세, 특수 교사). 

연민은 물리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공감과는 달리, 보다 정서적
이고 감정적이다. 그것은 누군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 네가 그들의 감정
을 가지거나 그들로 하여금 네가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
끼게 하고 싶을 때 발생한다. 내 생각에 연민, 도덕적 공감, 동정심, 그리
고 공감은 모두 다른 누군가와 감정, 특히 고통, 슬픔, 혹은 충족되지 못
한 욕구들을 공유하는 경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연민은 이
들 중 가장 넓은 개념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함께 하는 일반적
인 연대감(a general kinship with another's feelings)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나는 네 가족에게 내 연민을 확대시킬 수 있다(인터뷰: H, 캐나
다인, 32세,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나와 매우 가까운 친구가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다. 내가 무엇을 말해
야 할지 혹은 해야 할지 몰랐지만 나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다(인터뷰: 
I, 미국인, 49세, 대학교 부설 어학연수원장).

연민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손실(loss)을 느끼는 것이
다(인터뷰: J, 미국인, 53세, 교육학과 교수).

연민은 절망의 슬픔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들
이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슬픈 감정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과 같
이 동일한 고통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나는 가까운 누군가의 가족이 세상
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에게 연민을 느낀다(인터뷰: K, 미국인, 82세, 전
직 영어 교사).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는 연민의 가장 큰 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그것은 이론적 수준에서 분석된 이해와 유사하게 행위적 요인을 가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어떠한 응답자도 연민을 도덕적 공감처럼 행
위와 연결시키지 않았다. 심지어 몇몇 응답자, B, D, E, 그리고 H는 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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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와는 가까운 정서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비록 이론적 수준에서
는 연민이 행위를 자극시킬 수도 있으며, 도움적 행위의 경우 언제나 수반
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응답자들이 연민을 
이해하는 수준은 단지 행위적 특성이 배제된 하나의 ‘정서’였다. 

둘째, 이론적 수준에서의 해석과 유사하게 연민은 주로 슬픔의 감정과 
함께 결합되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응답자들도 그러한 슬픔의 감정을-도
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이타성과 관련시키지는 않았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연민은 슬픔의 감정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더 이상
의 주목할 만한 표현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연민은 주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발생되었다. 응
답자들 중 C, G, H, I, 그리고 K는 연민의 예를 언급할 때 공통적으로 자
신과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였다. 이는 연민의 이론적 이해에서 기
술되었던 슬픔의 본질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슬픔은 주로 (가족과 같
이) 자신과 관계된 사건 혹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연민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슬픔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연민이 ‘늘 그리고 언제나’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것과 매우 친밀한 관계
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점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도덕적 공
감이 가지고 있는 영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동정심을 살펴보자. 앞의 두 정서들처럼, 동정심 역시 이론적 
수준에서의 이해와 대단히 유사한 정도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
덕적 공감과는 달리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
러하다. 

동정심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안쓰럽게 여기는 감정
(feeling sorry for)인데, 거의 업신여기는(condescending) 듯 하는 태도
일 수 있다. 이는 마치 동정심의 대상이 열등(inferior)하거나 우습게 보
이는 것(to be looked down upon)과 같다. 동정심은 보통 부정적인 함축
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불쌍하다거나(혹은 한심하거나/초라
하거나, pitiful), 불쌍한 면(혹은 한심한 면/초라한 면, pity part)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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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말은 모두 원하지 않는 것(unwanted)이며 수치스러운
(shameful) 것이다(인터뷰: B, 미국인, 32세, 아마추어 작가). 

나는 동정심을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낮추어 볼 때 사용한다. 그것은 
누군가가 삶에 있어서 보다 낮은 위치 혹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다른 누
군가에게 가지는 것이다. 동정심은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나는 너의 동정심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I don't need your 
pity)라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인터뷰: E, 미국인, 30세, 과학 
교사).

동정심은 사회 혹은 경제적 지위와 같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동정심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부정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연민(self-pity)이나 불쌍하다는
(혹은 한심하거나/초라하거나, pitiful) 말은 대체로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
고 있다. 강해지고 싶어 하지만 동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
로든지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정심은 연민처럼 
자존심(pride)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마치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
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해. 
그러니 나에 대해서 괜한 걱정은 하지 마”(인터뷰: F, 미국인, 42세, 항공
사 부기장).

나는 동정심을 보다 부정적인 감정으로서 정의하고자 한다. 내 생각에 
동정심은 사랑보다는 혐오감(disgust)의 깊은 감정으로부터 오는 것 같
다. 그것은 우리가 역겹거나 혐오스러운 무엇인가를 향한 슬픔의 감정이
다. 예를 들어, 나는 벼룩들이 잔뜩 있는 불쌍하고 초라한 잡종 개에 대
하여 동정심을 가진다. 그렇다, 나는 그 벼룩이 들끓는 개에 대하여 끔찍
하게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정말 역겹게 한다. 나는 또한 방금 폐
암이라고 진단받은 골초 환자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진다. 왜냐하면 비록 
그 혹은 그녀가 암에 걸렸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들은 흡연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다(인터뷰: G, 미국
인, 31세, 특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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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심은 네가 누군가의 불행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나에게 그
것은, 공감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감정이다. 동정심은 때때로 거들먹거리
는(condescending) 태도를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불행 혹은 고통에 
의하여 야기된 슬픔을 보여주며, 이는 종종 자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
난다(인터뷰: H, 캐나다인, 32세,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내가 동정심을 생각할 때는,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을 생각한
다. 그러나 동정심은 그것에 대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인터뷰: I, 미국인, 49세, 대학교 부설 어학연수원장).

동정심은 누군가의 곤경에 의하여 발생한 감정이다. 그것은 누군가의 
상황 때문에 그 혹은 그녀를 안쓰럽게 여기거나 심지어 낮추어 보는 것
이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상
황이 원하지 않는 것(undesirable)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을 말한다. “참 
가련하다.”(혹은 참 불쌍하다, that's pitiful)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바람직
하지 않거나 심지어 혐오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가 가련하구나.”(혹
은 네가 불쌍하구나, you're pitiful)라는 표현은 어떠한 일에 대하여 그 
사람이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며, 또한 낮은 사회적 지위와
도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때때로 동정심 혹은 동정을 얻는 
것에 대하여 분개한다. 만일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하여 종종 동정심을 가
진다면, 그 누군가는 스스로를 피해자(a victim)로 여기며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바라본다(인터뷰: J, 미국인, 53세, 교육학과 교수). 

동정심은 보다 깔보는 듯 하는 태도로 혹은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것
이다. 나에게 동정심은 동정을 받는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다(인터뷰: K, 
미국인, 82세, 전직 영어 교사).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동정심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항은 그것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때때로 그 이
상의 감정, 예를 들어 역겹고 혐오스러운 감정들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었다. 즉, 동정심은 도덕적 공감처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 혹은 그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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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목적 자체로 여기면서 관련된 복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히 그러한 상황이 가지고 있는 슬픔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반응은 동정심의 이론적 이해에서와 마찬가지로 불
평등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I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들은 동정심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평등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혐오감이나 역겨움을 중심으로 한 고통의 
인식은-그것이 도덕적 공감에서 보이는 것처럼-도덕적인 인류애를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 “동정심 따위는 필요 없어”라는 표현에
서 이타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모든 응답자들은 동정심이 공감이나 연민의 경우처럼 행위적 요
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도덕적 공감의 다른 유사 
정서들처럼, 그저 행위적 동기를 그 자체로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의 정서
로서 이해되고 있었다. 이처럼 실제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 동정심은 이
론적 수준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공감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될 수 있다.

지금까지 도덕적 공감이 그것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정서들인 공감, 연
민, 그리고 동정심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떠한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 수준과 실제적 수준을 모두 고려하면서 살펴보았다. 이들 두 수준
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도덕적 공감이 하나의 구분되는 도덕적 정
서이며, 그것은 다른 정서들과는 달리 독특하게 행위적 요인을 가지고 있
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이 특이한 정서는 도덕적 시민을 만드는 데 있어
서 혹은 도덕적인 시민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덕적 시민은 자기 본위적인 개인적 의미에서 가
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타인 본위적인 공동체적 의미에서도 그 가치를 가
져야만 한다. 이렇게 볼 때, 도덕적 공감은 공감이나 연민 그리고 동정심
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적극적 행위성, 이타성, 정의(justice)적 구조, 그리
고 인간 사이에서의 평등한 관계 설정 등 도덕적 의미를 확보하고 있으므
로, 도덕적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하나의 핵심적 덕목이 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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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분명 동기와 관련하여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도덕적 공감은 
자기 본위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바라
보고 적극적으로 도우며 배려하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형
성하게 하고 또한 공동체에 적지 않은 이익을 주므로 타인 본위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향한 이와 같은 가치들을 도덕적 공감은 훌륭하게 만족시키고 있으나, 다
른 유사 정서들인 공감, 연민, 그리고 동정심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도덕적 공감이 지니는 시민적 덕목으로서의 가치를 보다 직접적
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제시된 내용이지
만, 사실 도덕적 공감은 도덕적 시민성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할 때 
더 많은 논의들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시민적 덕목으로서 가
지는 두 가지 수준의 가치, 즉 도덕적 공감이 자기 본위로서 가치는 가치
와 타인 본위로서 가지는 가치를 자세하게 살펴보자.  

2. 자기 본위로서의 가치

앞서 도덕적 시민의 정의 및 특성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여 볼 때, 도덕적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 시민은 공동체 속에서 파악되는 다른 시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안
에서 판단하고 행위 하는 당사자 개인에게도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야 한다. 

본 절에서는 도덕적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위의 두 가지 측면 중, 도덕적 
공감이 개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도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공동체 수준에서 도덕적 공감이 가지는 타인 본위적인 가치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앞서 크리스프가 공감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
미와 가치를 분석할 때 사용하였던 방법과 동일한 방식, 곧 도덕적 공감과 
도덕적 판단 그리고 도덕적 공감과 도덕적 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
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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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적 판단 요인

도덕적 공감이 자기 자신, 즉 개인의 도덕성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그것이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관
련하여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다. 사실 도덕적 공감은 
사회를 구성하는 윤리적 및 도덕적 법칙들(ethical and moral rules)에 
관한 이론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정서이다. 그것은 불교와 유교에서부터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적이고 윤리적인 전통들의 중심축이었다. 그
리고 그것은 보다 도덕적으로 일관된 삶과 협동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
여 사람들이 계발하고자 하는 하나의 정신이기도 하다(Armstrong, 2006; 
Davidson & Harrington, 2002; Nussbaum, 2001: Goetz et al., op. 
cit., p. 366 재인용). 반면에, 랜드(Rand)부터 칸트(Kant)에 이르기까지 
영향력 있는 많은 이론가들은 도덕적 공감을 비판적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그들은 도덕적 공감을 도덕적 판단 (그리고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이고 신뢰할 수 없는 하나의 근원으로 생각하였다(Keltner, 2009: Ibid., 
p. 366 재인용). 이와 같은 자세는 칸트의 다음과 같은 말로 대표될 수 있
다; 연민(sympathy)의 감정은 아름답고 정감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선
적인 흥미(a charitable interest)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열정(good natured passion)은 유약하고 언제나 
통제가 되지 않는다(weak and always blind)(Kant, 1764; 1960, p. 
58: Ibid., p. 366 재인용). 

그렇다면 어떻게 도덕적 공감이 도덕적 판단을 형성시킬 수 있는가? 우
선 도덕성과 이와 관련한 행위 영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넓은 의미에
서 도덕성은 옳고 그름, 협동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의무, 그
리고 공식적인 형벌이나 제재와 관계된 것으로서 사람들이 보는 판단과 행
위를 가리킨다(de Wall, 1996; Haidt, 2003; Turiel, 1983: Ibid., p. 
366 재인용). 이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의 사람들은 도덕으로서의 인간 
행위에 대하여 몇 가지 영역을 생각한다(Haidt, 2007; Rozin, Low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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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da, & Haidt, 1999; Shweder, Much, Mahapatra, & Park, 1997: 
Ibid., p. 366 재인용). 이러한 영역들은 피해와 고통, 자유와 권리, 처벌적 
그리고 분배적 정의, 몸과 마음의 순수성, 또한 특정 집단 내에서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진화론적인 틀 안에서, 도덕 원리들은 비
용이 크고 적대적인 갈등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협동적 집단을 좀 더 가
능하게 만든다(Sober & Wilson, 1998: Ibid., p. 366 재인용). 그리고 
연약한 세대(vulnerable offspring)에게 상당한 양과 질의 보살핌을 제공
하여 준다(Hrdy, 2000: Ibid., p. 366 재인용).

따라서 도덕적 공감과 같은 정서가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현저하게 중요
하다는 논의는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주장 위에 놓일 수 있다(Haidt, 
2003; 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Ibid., p. 
366 재인용). 첫 번째 주장은, 몇몇 정서들이 특별한 도덕적 영역 안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한 도덕적 직관이나 빠르면서도 무의식적인 판단으
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을 충족시키는 데, 예를 들어 
처벌을 할 것인지 혹은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자원들을 어떻게 할당할
지에 관한 판단156)이 그러하다(Damasio, 1994; Greene & Haidt, 
2002; Greene, Sommerville, Nystrom, Darley, & Cohen, 2001; 
Haidt, 2003, 2007; McCullough et al., 2001: Ibid., p. 366 재인용). 

두 번째 주장은, 정서들은 도덕적 영역들 안에서 유관한 행위들을 동기
화시키는 판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는 우리로 하여금 개
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에 관하여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 영역 내에
서 처벌과 같은 특정한 행위들을 동기화시킨다(Haidt, 2003; Lerner, 
Goldberg, & Tetlock, 1998: Ibid., p. 366 재인용). 

이와 같은 체계 내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도덕적 공
감이-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연구된바 도덕적 범주로 인식되는-정당하지 
않은 피해(unjustified harm)와 관련한 도덕적 영역 내에서 도덕적 판단
을 동기화시킨다는 것이다(Haidt, 2003; Vasquez, Keltner, Ebenbach, 
156) 이러한 면에서 롤즈의 무지의 베일은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도덕적 공감의 측

면에서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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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szynski, 2001: Ibid., p. 366 재인용). 몇 가지 연구가 이러한 가
설을 뒷받침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적 공감은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
과 필요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것은 고통을 경험하는 개인들의 
책임이나 비난받을만함의 문제에 민감하다(Rudolph et al., 2004: Ibid., 
p. 366 재인용).157)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덕적 공감은 자아와 
연약하고 고통 받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자와의 유사성의 감각(the 
sense of self-other similarity)을 증폭시킨다. 이는 도덕적 공감이 고통
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내집단(in-groupness) 감각을 끌어올린다는 점
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강인한 사람들에게는 증대된 비유사성
(dissimilarity)의 감각을 예상할 수 있다(Oveis et al., 2010; Batson et 
al., 1997: Ibid., p. 366 재인용).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적 공감의 경험이라는 것은 곧 하나의 도덕적 지표
(a moral barometer)가 될 수 있다(McCullough et al., 2001: Ibid., p. 
366 재인용). 그것은 고통, 책임, 연약함, 그리고 다른 피해와 관련된 문제
들을 밀접하게 추적한다. 게다가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고통을 개선하고 
도움을 추구하는 자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하나의 직관으로도 작용한
다(Ibid., p. 366). 

여기서 도덕적 사고 홀로 도덕적 판단을 일으키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58) 도덕적 판단은 일반적으로 빠르고 자동적인 직관들
(intuitions)에 의한 결과이다(Haidt, 2001, p. 814). 그리고 그러한 직관
들은 도덕적 공감과 같은 정서들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도덕적 판단은 의도적인 사고 과정보다는 정서와 정의적인 
직관(affective intuition)의 문제이다(Greene & Haidt, 2002, p. 517). 
정서는 분명 도덕적 판단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며, 모든 정서들이 도덕
적 판단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도덕적 공감과 같은 
157) 도덕적 공감은 앞서 분석된 것처럼, 공적 및 정의와 관련한 구조와 밀접한 관계에 있

다.
158) 도덕적 판단의 과정은 문화적 규준이나 문화에 영향을 받는 정서들에 의하여 큰 영

향을 받는다(Haidt, Koller, & Dias, 1993, p. 613). 즉, 그것은 전적으로 보편타당하
며 단일적인 이성적 사고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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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정서들은 다른 정서들보다 우리의 도덕적 삶에 있어서 훨씬 더 핵심
적이다(Ibid., p. 522).

즉, 정서들은 이처럼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Frank, 1988: 
Haidt, op. cit., p. 830 재인용). 정서들은 도덕적 판단 형성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며(Greene, Sommerville, Nystrom, Darley, & Cohen, 2001, 
p. 2105) 흄의 말처럼 그것들은 ‘개가 꼬리를 흔들 듯’ 직관과 함께 도덕
적 사고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Haidt, op. cit., p. 830).159) 결론적으로, 
정서 그 중에서도 도덕적 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도덕적 공감은 
도덕적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은 도덕적 공감이 특정한 도덕적 영역에만 머무르
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도덕적 영역들(different moral domains)을 
넘나들며 도덕적 판단을 이끈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공감이 오로지 피
해와 고통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자유와 권리 그리고 
몸과 마음의 순수성을 포함하는 다른 영역에서도 도덕적 판단을 인도한다
는 뜻이다. 이와 같은 가설에 따르면, 한 개인은 도덕적 공감으로 인하여 
부당한 고통(undeserved suffering)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에 관해 판단을 
할 수 있고, 자유와 권리 그리고 몸과 마음의 순수성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역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Goetz et al., op. cit., p. 366).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덕적 공감이 본질적으로 정
의의 구조가 있는 정서(justice-structured emotion)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가능성이 도덕적 공감의 개념을 삶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을 위한 도움과 돌봄의 영역에 두었다면, 이 두 번째 가능성은 정의의 측
면에서 도덕적 공감을 이해한 것이다. 여기서 도덕적 공감은 평등
(equality)과 인권(human rights)과 같은 관념에 기반을 두며, 그 안에서 

159)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다마시오(A. Damasio)는 데카르트(R. Descartes)의 이원론
적 사고(dualism)를 철저히 배격한다. 그는 비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러한 이원론이 오류투성이라고 공격한다. 다마시오에 따르면 마음(mind)의 영역 역시 
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Damasio, 2001, pp. 1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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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돕는 형태로 나타난다(Arnot, Pinson, & 
Candappa, 2009, pp. 252-253). 

이와 같은 해석은 하나의 정치적 덕목(a political virtue)으로서 도덕적 
공감을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도덕적 공감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보다는 ‘유약함’(vulnerability)의 문제에 초점을 둔 것이다. 유약하다
는 것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상처(wounded)를 입거나 피해(injured)
를 입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는, 보다 강하게 말한다면, 개인뿐만 아니
라 사회적 힘(social forces)에서 비롯된, 강한 공격(successful attack)
에 취약(open)함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은 그 자체로(per se) 충분히 도덕적 공감의 대상이 된다. 도덕적 공감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의 관심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역시 유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행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즉 정치
적으로 말한다면, ‘고통’보다는 ‘유약함’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Whitebrook, 
op. cit., p. 537).160) 

유약한 사람들은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자들이다. 따
라서 고통의 문제를 유약함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보다 현대적이고 민주
적인 맥락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마가리트(A. Margalit)가 언급하
였듯이 좋은 사회(a decent society)를 가리키며, 곧 어느 제도도 사람들
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Margalit, 1996, p. 1: Ibid., p. 
537 재인용). 이와 같이 유약함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공감은 박애
(benevolence)나 복지(welfare)로 관심을 가지게 한다(Ibid., p. 537). 
따라서 도덕적 공감은 그저 개인의 제한된 영역에서만 도덕적 판단을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서 통용되는 것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인
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들과 관계된 영역에서도 도덕적 판단을 가능하게 
160)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 이들 역시 도덕적 공감의 개념 구조 및 원리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가능성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유약함의 문제는 결국 객체의 고통을 ‘예
상’(predict)하는 것에서 오기 때문이다. 유약한 대상은 고통의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도덕적 공감은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충분히 작동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유약함의 영역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두 영역이 대상으로 
하는 객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도덕적 공감과 행위
를 분석할 때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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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볼 수 있다.161) 
물론 연구자는 도덕적 공감이 모든 도덕적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며 필수적이라고 혹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덕성의 핵심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덕성은 단순히 도덕적 
공감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 공감은 단지 도덕성의 한 
측면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공감
이 한 명의 도덕적 시민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부당한 
피해나 고통과 관련한 상황 속에서 도덕적 판단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순수성
과 관계한 모든 사안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도덕적으로 중대한 의미 
및 역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곧, 도덕적 공감과 관련한 평가
(compassion-related appraisals)는 개인으로 하여금 도움과 이타주의가 
필요한 상황을 의식(aware)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Goetz et al., op. 
cit., p. 361), 도덕적 판단을 이끄는 것이다.

도덕적 공감은 이처럼 도덕적 판단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지만, 그것은 도덕적 판단 그 자체가 아니므로 여러 한계점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 판단 내에서 무시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왜냐하면 도덕적 공감으로 인한 도덕적 판단의 ‘과정’에
서 볼 때, 고통을 경험하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복지가 ‘나’의 이익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판단을 하고 있는 ‘나’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정신적 및 물질적 여유 혹은 이익이, 고통을 경험하는 타인
을 대면하였을 때 압도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판단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한 고려(consideration of interests of 
others)는 인간에 대한 존중(respect for persons)과 공정(fairness) 
그리고 진리에 대한 관심(concern for truth)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
된 도덕적 원리들(our primary moral principles)이기 때문이다
161) 사실 어떠한 측면에서는, 이 역시 도덕적 공감이 가지는 직관의 힘 영역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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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lte & Teal, 1975, p. 233). 
도덕적 인간(moral person)은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하여 중대한 고려

(serious consideration)를 한다. 그러한 개인은 자신의 판단으로 인한 선
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
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Ibid., p. 234). 도덕적 공감은 개개 시민이 고통을 경험하는 혹은 자유와 
권리 그리고 순수성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다른 시민에 대하여 판단할 때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은 인류애적인 사고를 바탕으
로 다른 사람의 삶이 나의 삶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며, 이에 
기초하여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덕적 공감이 고통의 상황과 관련한 하나의 직관으로서, 고
통의 상황을 뛰어 넘으며 정의와 관련한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고려하
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여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중대하게 고려하는 하나의 도덕적 원리로서 도덕적 판단을 이끌 수 
있다면, 논의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실제 삶에서 이행되고 있는 행
위의 문제로 옮겨가게 된다. 즉, 도덕적 공감이 위와 같은 맥락에서의 도
덕적 판단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도덕적 행위로서의 기제가 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도덕적 행위 기제

도덕적 공감이 도덕적 행위로서의 기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
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수준에서 대답이 가능하다. 그것들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덕적 공감이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과 같다. 

첫째, 특정 영역과 관련한 가설(domain-specific hypothesis)로서, 도
덕적 공감은 피해를 감소시키는 행위(harm-reducing actions)를 동기화시
킨다(McCullough et al., 2001: Goetz et al., op. cit., p. 366 재인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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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한 자료는 명백하다. 도덕적 공감은 그릇된 행위를 한 사람들
(wrongdoers)을 향한 처벌적 성향을 약화시킨다(Rudolph et al., 2004: 
Ibid., p. 366 재인용). 그것은 다른 사람의 복지(welfare)를 위한 희생
과 고통의 감소에 있어서 매우 강력하면서도 중심적인 결정요인이다. 여
러 연구 결과들로부터 발견되는 바에 따르면, 도덕적 공감은 피해 및 부
당한 고통과 관련한 도덕적 영역에 있어서-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하
나의 수호자(a guardian)역할을 하고 있다(Haidt, 2003: Ibid., p. 366 
재인용). 

도덕적 공감은 단순히 도움과 이타주의가 요청되는 상황을 인식하게 하
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도덕적 공감의 경험적이고 생리학적인 측면들은 
분명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빠르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도덕적 공감의 경
험이라는 것은 증대된 보살핌과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 그리고 감소된 자
기 자신만의 요구와 다른 사람 그 자체를 위하여 돕고자 하는 욕구가 결합
되어 있는 것이다(Ibid., p. 361).

도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행위적 특성은 그것을-흔히 유사한 
행위적 결과를 도출한다고 여겨지는-다른 정서들과 구분시키기도 한다. 
즉, 도덕적 공감의 경험 구조는 고통(distress), 슬픔(sadness), 그리고 
사랑(love)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Ibid., pp. 361-362). 도덕적 공감
의 개인적 경험(subjective experience)에 관한 연구들은, 그것의 순간적 
경험(momentary experience)이 이타주의적이며 배려적인 행위를 동기화
시키고 슬픔이나 고통과는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atson, 1991; 
Batson & Shaw, 1991; Eisenberg et al., 1989: Ibid., p. 362 재인용). 
또한 주관적 경험의 보고서들(subjective reports)에서 도덕적 공감은 도
움의 호소에 대하여 하나의 뚜렷이 구별되는 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나고도 
있다(Ibid., p. 362). 

실험적인 연구 결과들에서 드러나는 증거들은, 도덕적 공감이 고통이나 
슬픔과는 구별되는 동기적 기반들(motivational underpinnings)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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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통(distress)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오로지 
그 자신의 괴로움을 줄이고자 하는 욕구를 동기화시키는 데 반하여, 도덕
적 공감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걱정을 자극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고
자 하는 욕구를 동기화시킨다(Batson, 1991; Batson et al., 1987: Ibid., 
p. 362 재인용).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인 예를 활용한 복수의 연구들로부
터 발견된다; 참가자들은 도움을 호소하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비교
적 쉬운 방법을 제공받는다. 이때 도덕적 공감은 보다 도움을 제공하는 쪽
으로 가지만, 고통(distress)은 도움을 덜 제공하는 쪽으로 진행된다
(Batson et al., 1983: Ibid., p. 362 재인용). 

도덕적 공감의 경험과 고통 사이의 차이점은 여러 연구들에서 반복되며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 따르면, 도덕적 공감의 경험은 고통이나 슬
픔과는 구분되고 있다; 한 연구에서,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 그들이 고통
을 느꼈을 때와 다른 누군가를 안타깝게 여겼을 때의 경험을 떠 올리는 과
제를 받았다(Eisenberg, Schaller, et al., 1988: Ibid., p. 362 재인용). 
여기서 다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겼을 때나 걱정 어린 관심을 가졌을 때에
서 드러난 학생들의 자기 보고는 동일한 요인 위에서 발견되었지만, 불안
하고(nervous) 신경 쓰이며(worried) 두려운(scared) 경험들에서 드러난 
자기 보고는 다른 요인들 위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덕적 
공감의 경험이 고통이나 슬픔의 경험과는 구분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Ibid., p. 362). 

게다가 생리학 및 신경과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도덕적 공감과 이들 정서
는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도덕적 공감과 관련한 경험은 사람들
의 심장 박동 수를 줄이는데, 이는 그것이 부교감 자율 신경계(the 
parasympathetic autonomic nervous system)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반면에 고통과 슬픔은 사람들의 심장 박동 수를 증가시키고 피부 
전도도 역시 상승시키는 데, 이는 그것들이 교감 자율 신경계
(sympathetic autonomic nervous system)의 활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
을 나타내고 있다(Ibid., p. 363). 여기서 심장 박동 수의 감소는 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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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정적으로 관계가 있다.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좋은 기억을 떠올
리게 하는 영상을 보면서 심장 박동 수의 감소를 보인 아이들은 보다 도와
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들의 실험 돈(experiment money)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기꺼이 기부하고자 하였다(Eisenberg et al., 
1989: Ibid., pp. 362-363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연구 결과는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2
학년과 5학년 학생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 관한 영
상을 보았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공감의 자기 보고에 의하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그들의 도덕적 공감이 실험 돈을 기부하고자 하는 형
태의 도움에 있어서 정적으로 관계가 있었다(Eisenberg et al., 1989: 
Ibid., p. 362 재인용). 반면에 대조적으로, 고통의 느낌들(feelings of 
distress)은 도움을 덜 주는 방향으로 예측되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두로 고통을 표현한 학생들은 울고 있는 유아를 보았을 때 그 상황에 개
입하여 그 유아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보다 적었다(Zahn-Waxler 
et al., 1983: Ibid., p. 362 재인용). 슬픔의 경우도 그것은 도덕적 공감
과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신체 접촉과 발성에 관한 
양식-그리고 앞서 언급한-자율 신경계에서 그러하였다(Ibid., p. 364).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타적인 행위는 고통이나 슬픔이 아닌 도덕적 공감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62) 즉, 도덕적 공감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자 하는 행위들로 이끄는 반면에, 고통은 자신의 괴로움을 줄이고자 하는 
혹은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로 이끈다는 것이다(Ibid., p. 363). 또한 슬픔 

162) 사랑도 역시 도덕적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도덕적 공감과 사랑이 서로 구별되
는 경험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낭만적인 
사랑(romantic love)은 도덕적 공감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에 부모의 
사랑이나 우정 혹은 이타주의적 사랑이 도덕적 공감과 좋은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있다
(Ibid., p. 362). 만일 도덕적 공감과 사랑을 비교 및 대조하고자 한다면, 우선 사랑의 
경험적 분류와 그 현상부터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사랑은 도덕적 공감과 같이 비교적 
동일하고 제한된 대상, 즉 고통만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에 의
하면, 도덕적 공감과 사랑은 서로 다른 표정, 자세, 그리고 촉각적 행위들을 표현하였다
(Ibid., p.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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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고통과 같이 이타적 행위를 동기화시킬만한 요인을 가지고 있지 못하
다. 결론적으로 도덕적 공감은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기제
로서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도덕적 공감이 서로 다른 도덕적 영역들에 걸쳐, 도덕
적 판단에서 더 나아가 행위 역시 이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도덕적 공
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단지 부당한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취하
게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 권리, 그리고 순수성을 
증가시키게도 한다. 

경험적인 연구들은 특정 정서들이 특정 영역들 안에서 우리들을 도덕적 
판단과 행위로 인도함을 보여준다(Ibid., p. 366). 예를 들어, 화(anger)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관련된 판단 및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Rozin, 
Haidt, & McCauley, 1993: Ibid., pp. 366-367 재인용). 혐오감(혹은 
역겨움, disgust)은 순수성과 관련된 판단 및 행위와 연결되어 있지만 다
른 영역들과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면을 살펴보았을 때, 도덕적 공감은 
화나 역겨움과는 다른 종류의 도덕적 정서이며, 여러 영역들에 걸쳐서 도
덕적인 판단과 함께 행위도 동기화시킴을 알 수 있다(Ibid., p. 367).

도덕적 공감의 행위적 측면을 도덕의 다른 영역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정의(justice)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와 권리 
그리고 순수성은 기본적으로 정의와 관련된 담론들인데, 도덕적 공감은 이
들 영역에서도 도덕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행위를 촉진시킨다. 그러한 행
위는 주로 위 요소들이 관련된 도덕적 영역의 침해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데, 이때 도덕적 공감은 그 피해 정도를 줄이고자 하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게 된다. 즉, 도덕적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개인의 부당
한 고통의 차원을 넘어서서-개인을 포함한-공동체내의 복수의 시민들이 
경험하는 자유, 권리, 그리고 순수성의 침해에 관한 차원에서도 역시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도덕적 행위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공감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행위(moral conduct)에
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성(social morality)에서도 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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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루소(Rousseau)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
한 어린 에밀의 고통과 놀람을 사회의 근본적인 도덕적 기초들 중의 하
나로 보았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충분히 느끼는(overwhelmed) 능력
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유약함(vulnerability)을 인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을 일컫는다. 여기서 만일 어린 아이들이 도덕적 공감의 공정함
(dispassion of compassion)을 교육받는다면, 그들은 권리와 의무의 선
험적인 가치들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Arnot, Pinson, & 
Candappa, op. cit., p. 253)

정의와 평등과 같은 것들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이다. 
비록 도덕적 공감은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발하는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권장시킨다. 이때 도덕적 
공감은 우정과 유사하게 작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동등한 관계(equal 
relationships)를 가지게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들의 관점에
서 바라보게 해준다. 도덕적 공감을 가진다는 것은-비록 멀리 떨어져 있
어도-내면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권리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의 가슴 속 깊이, 마치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다
룰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Ibid., pp. 253-254). 비록 도덕적 공감이 정
의(justice)를 온전히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정의를 
향한 하나의 본질적인 연결 고리(an essential bridge)이다(Whitebrook, 
op. cit., p. 541). 

이처럼 도덕적 행위와 관련한 도덕적 공감의 두 번째 가능성은 개인의 
심리학적인 측면(the level of individual psychology)보다는 제도적 설계
의 수준(the level of institutional design)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적 공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well-being)
에 대하여 근본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 게다가 같은 맥락에
서 도덕적 공감은 정서 그 이상으로 사회적 연대, 특히 다양성과 관련하여 
하나의 형식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인권, 평등과 사회 정의,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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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의, 반외국인혐오주의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공한다(Arnot, 
Pinson, & Candappa, op. cit., p. 254). 

사실 엄격하게 말한다면, (물론 도덕적 판단도 그러하지만) 도덕적 행위
에 관한 두 번째 가능성은 첫 번째 가능성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
면 두 가능성은 모두 고통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움이라는 주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 공감이 적용되는 ‘영역’의 주제로 접근한다면, 이 
두 가능성은 서로 분리해서 설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명 고통이라는 
영역과 자유, 평등, 권리, 그리고 순수성과 같은 영역들은 서로 다르게 표
현되기 때문이다.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보다 공동체적인 담론에서 이루어
진다. 예를 들어, 한 사회가 심각하게 자유와 권리 그리고 평등이나 순수
성을 침해 받는 상황에 있다면, 그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도덕적 공감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고 그에 적절하게 행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그와 
동시에, 그 사회에서 피해를 보고 부당하게 고통을 경험하는 한 개인을 대
상으로 도덕적 공감을 가지며 행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 공감은 서로 다른 영역에 작용하고 있지만 ‘고통의 감소’라는 그 기
본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덕적 공감은 개인에게 있어서 충분한 도덕적 행위로서의 기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도덕적 판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공감은 
모든 도덕적 행위의 근본은 아니며 또한 모든 것을 구성할 수도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공감은 분명 폭넓은 영역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행위
자 자신의 이익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의 해
소 혹은 완화에 초점을 둔 행위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한 행위는 주로 
도움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며, 이는 ‘전적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 (혹은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다. 즉, 도덕적 공감은 이타
주의적 행위를 자극시키며 그것을 실행하도록 인도한다. 도덕적 공감이 함
양될 때, 거기에는 치유(healing)가 있고 반응(responsiveness)이 있으며 
양분(nourishing)이 있고 회복(resilience)이 있는 것이다(Feld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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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yken, op. cit., pp. 153-154). 
요컨대, 개인에게 있어서 도덕적 공감은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만일 한 개인이 시민으로서 어떠한 사안과 관련하여 
도덕적 공감을 느끼며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행위 한다면, 그 개인은 자신
을 가리켜 충분히 ‘도덕적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
덕적 공감 자체는 고통, 자유, 권리, 평등, 그리고 순수성 등과 같은 영역
들과 관계하며, 이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요구 혹은 필요로 하
는 것들과도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시민은 그저 현학적인 사유에서 머무르는 시민이 아니라 직접 행
위 한다. 그리고 도덕적 공감을 느끼는 시민은 여러 도덕적 영역들과 관련
된 사항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것들에 반응한다. 그들은 고통과 필요에 
귀 기울이며 그것에 따라 행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공감이 
보이는 이와 같은 자세는 한 명의 도덕적 시민으로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자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도덕적 시민 개인에
게 있어서 유의미한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결론이 
이러하다면, 도덕적 공감에 기반을 둔 도덕적 시민은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 목표 및 내용 설정에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3. 타인 본위로서의 가치

도덕적 공감은 자기 자신에게 국한된 수준뿐만 아니라 타인 본위적인 수
준에서도 유의미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개인에게 있어서 도덕성을 
언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
어서는 그 자체로서 가질 수 있는 이점들을 언급하고 있다. 타인 본위적인 
의미에 있어서 도덕적 공감이 의미가 있는 하나의 사안으로 자리 잡기 위
해서는 그것이 공동체의 발전 및 유지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도덕적 공감은 이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약속들을 하고 있다. 그러한 
약속들은 주로 진화론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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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세 가지 관점, 즉 공동체의 복지를 중시하고 따뜻한 사회를 형성하며 
협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163) 

(1) 복지 증진

도덕적 시민성은 돌봄의 사회적 관계들(social relations of care)로 특
징지어질 수 있다. 물론 도덕적 시민성은 개인들 간의 동등함이라는 명제
(the proposition of equivalence among individuals)를 기반으로 한 정
치적 시민성과 그 특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도덕적 시민성에서의 이와 같
은 동등함은 주로 법아래 혹은 법 이전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덕적 시민성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서 자기 인식의 정서(the 
sentiment of self-recognition) 및 자기-동일시(self-identification)의 
영향 아래 있다. 정치적 시민성의 궤도가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는 권리와 
의무의 담론 주변을 맴돌고 있다면, 도덕적 시민성의 궤도는 시민 사회에
서 돌봄의 의무와 경향성의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Schervish & Havens, 
2002, pp. 65-66). 따라서 도덕적 시민성은 정치적 시민성의 기초 혹은 
사회적 근원이며, 그것은 정치적 시민성 이상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
다. 도덕적 시민성은 정치적 시민성이 결코 메울 수 없는 삶의 균열들 사
이에 머무르면서 삶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Ibid., p. 66). 

도덕적 시민성은 정의적 요구의 관계들 사이에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동
기화시킨다. 그것은 사람들의 도움을 찾아다니고, 그것에 응답한다. 따라서 
도덕적 시민성은 돌봄의 수많은 관계들에 있어서 훌륭한 감각을 형성시킨
다(Ibid., p. 67). 그리고 이미 논의되었듯이, 도덕적 공감은 이와 같은 도
덕적 시민성의 맥락 위에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즉 유약하고 고통

163)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관점이 원래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유약한 세대의 복지(the 
welfare of vulnerable offspring) 증진, 배우자 선택 과정의 책임 귀인(attribute in 
mate selection processes), 그리고 친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의 협동적 관계
(cooperative relations with non-kin) 형성(Goetz et al., op. cit., p. 354). 연구자
는 본 연구에서 이 세 가지 관점에 공동체의 특성을 적용시켜 보다 일반화하여 기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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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처음에 도덕적 공감은 유약한 세대를 돕기 위하여 설계된 부양 체제

(caregiving system)의 정의적 요소(the affective element)로서 출현하
였다고 볼 수 있다(이는 유전자가 보다 잘 복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포유동물들의 새끼들에 비하여 보다 의존적이고 보
다 덜 성숙하게 태어나며 상당한 돌봄을 필요로 한다(Bowlby, 1969; 
Hrdy, 2000; Mikulincer & Shaver, 2003: Goetz et al., op. cit., p. 354 
재인용).

이와 같이 유약한 세대를 향한 돌봄의 필요는 몇 가지 적응으로 나타나
게 되었다; 유아기적 신호(neotonous cues)와 고통스러운 목소리
(distress vocalization)에 대한 강력한 반응(Berry & McArthur, 1986, 
Bowlby, 1969: Ibid., p. 354 재인용). 서로 피부를 접촉시키는 것과 같
은 특별한 촉각적 행위들(Hertenstein, 2002: Ibid., p. 354 재인용). 도
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세대 사이의 애착과 관련한 행동들의 수준들(Bell, 
2001; Bowlby, 1969: Ibid., p. 354 재인용). 그리고 유약한 세대의 고통
과 피해를 줄이는 데 맞추어진 하나의 정의적 경험인 도덕적 공감. 다윈
(C. Darwin)이 사고하였듯이,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고통의 순간에 있는 
유약한 어린 세대를 향한 도덕적 공감(그의 표현으로는, 연민)이라는 감정
의 경험은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고 궁극적으
로는 생식 능력을 가지는 나이에 무사히 이르게 한다(Ibid., p. 354).

부양과 도덕적 공감의 행위들은 인류 진화의 맥락에서 볼 때, 사회적 환
경에서의 산업화 이전 문화생활에서 확실하게 관찰되어 왔다
(Eibl-Eibesfeldt, 1989; Konner, 2003: Ibid., p. 354 재인용). 서로 다른 
문화들에 걸쳐서, 부양은 친족과 친족이 아닌 사람들 모두에서 관찰되었는
데 다음과 같은 행위들, 즉 위로의 손길, 피부끼리 서로 접촉하기, 그리고 
특별한 발성법들이 그러하다. 이러한 행위들 중 일부는 도덕적 공감의 표
현 방식과 유사하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영장류들, 예를 들어 침
팬지나 난쟁이 침팬지(bonobo)들로부터는 그들이 유약하고 상처 입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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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부양이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적응(a primate adaptation)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
다(de Waal, 1996; Warneken & Tomasello, 2006: Ibid., p. 354 재인
용). 이와 같은 유약한 세대적 관점에서, 도덕적 공감은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향한 도움과 관계된 정의적 상태이다
(Ibid., p. 354). 

물론 도덕적 공감의 적용을 꼭 유아와 같은 특정 세대에만 한정시킬 필
요는 없다. 도덕적 시민성에 있어서 도덕적 공감의 위치는 단지 생식 능력
이 있는 세대 이전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적 공감이 진화론
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이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세대를 돕기 위
한 하나의 좋은 방편으로 출발되었고 또한 다루어져 왔다는 의미이다. 그
것은 도덕적 공감이 어린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음을 말한다. 이
점을 인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이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누가 도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즉 누가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도덕적 공감을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한다면, 그것은 곧 공적 도덕
적 공감(public compassion)의 사안으로 귀결된다. 공적 도덕적 공감은 
시민 사회 혹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영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도덕적 의무를 형성시킨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도덕적 공감은 단지 행
위 이상의 믿음, 즉 보편적인 자비심(universal benevolence), 낙관주의, 
그리고 행복이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들을 포함하고 있
다(Sznaider, op. cit., pp. 117-118). 왜냐하면 공적 도덕적 공감은 그 
근거로 인류애의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
다. 여기서는 공공선(common good)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Ibid., 
p. 123). 

개인에게 있어서 도덕적 공감이 ‘개인’으로서의 판단과 행위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면, 공공 문제에서의 도덕적 공감, 즉 공적 도덕적 공감은 사
회적이고 집합적인 행위 양식을 언급하며 그 안에서 고통, 괴로움, 창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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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Ibid., p. 
129). 누스바움 역시 도덕적 공감이 공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이 도덕 및 시민
교육의 요소, 지도자에게 필요한 하나의 요건,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데 있
어서 필요한 요소, 법적 합리성의 구성 요소, 그리고 공적 제도 및 분배 
체계의 설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Whitebrook, op. cit., 
p. 538).

이러한 의견들은 도덕적 공감이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문제와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공동체에 있어서 도덕
적 공감은 유약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게 한다. 그리고 도덕적 공감
을 느끼는 사람들은-진화론적인 의미에서-본능적으로 그들을 돕고자 노
력한다. 이때 그 대상은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으로
서의 동등한 권리, 자유, 평등, 그리고 순수성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 모두
에게까지 확대된다. 그 후에 도덕적 공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어진 자원
을 재분배하는 체계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대상은 소위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또는 도덕적 공감의 본래 근원을 따라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에게 도
움의 손길이 갈 수도 있다. 이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동체의 
몫이지만, 도덕적 공감은 그 결정을 보다 훌륭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것은 단순히 연민이나 동정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을 목적으
로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이 자신의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
다는 행복주의적이고 낙관주의적인 신념에 기초하여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 있다. 복지의 대상 및 정도를 결
정하는 것이 공동체의 몫이라는 것은, 도덕적 공감이 해당 공동체의 관습
과 습속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동체에 따라 
도덕적 공감이라는 정서를 느끼는 정도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것은 개
인주의적인 경향의 사회인가 혹은 집단주의적인 경향의 사회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전근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회인가 혹은 현대적인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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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회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
회인가 혹은 강압적이고 억압된 사회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
러나 도덕적 공감의 기본 철학은 주지하다시피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경
우-진화론적인 의미에서-본능적으로 누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 혹은 
누가 고통에 취약한지(유약함)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164) 따라서 
도덕적 공감을 가지는 데 있어서 해당 공동체의 특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
지고 있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공동체의 특성과는 
큰 관계없이, 여전히 도덕적 공감은 그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
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온정적 사회 구축

도덕적 공감이 소위 말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진화론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도덕적 공감의 출현은 남성과 여성
의 배우자 선호에 있어 특정한 특성들(certain traits)이 선택된다는 것을 
기술하는 성 선택 이론(sexual selection theory)에서 발견될 수 있다
(Buss & Kenrick, 1998; G. F. Miller, 2007: Goetz et al., op. cit., p. 
354 재인용). 여기에서 정서를 느끼고 이타적으로 행위 하는 특성적 경향
(traitlike tendency)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공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이다(Ibid., p. 354).

도덕적 공감을 가진 개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의 이점은 분명하며, 초기 
다윈의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익숙하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고 도움을 요구하는 시간 동안 도덕적 공감을 가질수록, 그 
누군가는 도움을 받는 세대에게 보다 헌신적이게 될 것이고 보호, 보살핌, 
그리고 신체 접촉과 같은 물리적 도움을 제공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궁극
적으로는 협동적이고 배려적인 공동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64) 물론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반사회적이고 반인격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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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세대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다
(Ibid., p. 354). 길버트(P. Gilbert)는 사회 환경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
고 있는 여러 정서적 반응들이, 가혹하고 험난한 환경 속에서 초기 인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돌보는 형태의 도움과 같은 진화론적인 적응의 맥락에서 
생성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적 공감이 계발되었
다고 주장한다(Gilbert, 2002; Spikins, Rutherford, & Needham, op. cit., 
Compassion in Humans-the evolution of a uniquely significant emotion, 
para. 4 재인용).

비록 직접적으로 실험되지는 않았지만, 도덕적 감정을 보다 많이 가진 
낭만적인 배우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장기간의 일부일처 방식의 유대에
서도 좀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L. A. Neff 
& Karney, 2009: Goetz et al., op. cit., p. 354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젊은 참가자들을 대상
으로 선호되는 배우자를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인격(character)과 
친절함(kindness)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다(Buss et al., 1990: Ibid., 
p. 354 재인용). 스피드 데이트(speed dating)165)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
들을 보면, (도덕적 공감의 고양된 수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
호작용에서 따뜻함(warmth)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
게 있어서 2차 이상의 만남에 대한 흥미도와 정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
었다(Eastwick & Finkel, 2008: Ibid., p. 354 재인용). 

도덕적 공감을 느낌에 있어서 특성적 경향은, (2세가 보다 건강하게 적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 행위와 관련된) 안정된 애착의 방식과 매우 높
은 수준의 상호 관계에 놓여 있다(Shiota et al., 2006: Ibid., p. 354 재
인용). 도덕적 공감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민감하다는 것은 
친밀한 유대감 형성에 있어서 분명히 중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Reis, 

165) 스피드 데이트는 독신 남녀들이 애인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돌아가며 잠
깐씩 만나 보게 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NaverTM)가 제공하는 다음의 영어사전을 참고;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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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k, & Holmes, 2004: Ibid., p. 354 재인용).  
이와 같은 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상호 성 선택 과정에 있어서 여성

과 남성 모두는 보다 도덕적 공감을 가진 개인을 선호하기 쉬우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이러한 양상은 유전자 풀(the gene pool)에 대하여 
도덕적 공감의 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Ibid., p. 354). 배우자
에게 보다 쉽게 선택받기 위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증가된 도덕적 
공감의 성향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약자 혹은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
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물론 성 선택 이론에서의 도
덕적 공감의 해석은 비단 이러한 측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을 받
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때 그 순간’에만 작용을 하지 않고, 개인의 성
격 전반에 걸쳐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즉, ‘평소에’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배우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논리적으
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높은 평가의 대한 욕구는 드러날 수도 있고, 
감추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욕구가 타인과 공동체에는 유의
미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도덕적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친사회
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도움 행동을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호의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박성희, 1996, p. 146). 여기서 연구자는 이와 같은 행동
이 정말로 아무런 이기적 동기 없이 순수하게 타인을 돕는 이타적 행동으
로 해석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166) 중요한 것은, 공
동체에서 타인의 관점 측면과 관련한 이점들은 비교적 결과주의적이며 공
리주의적인 측면의 해석이 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덕적 공감으로부터 
비롯되는 친사회적 행동이 궁극적으로 한 사회에 있어서 따뜻한 상호작용
의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데 기여를 한다면,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
러한 행동이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도덕적 공감을 느끼고 행위 

166) 박성희는 순수하게 타인을 돕는 이타 행동의 가능성 여부가 여전히 논쟁적이라고 말
한다(Ibid., p. 147). 연구자도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 논의가 가지
는 쟁점은 따로 소개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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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어서 결론적으로 산출되는 결과가 타인과 공동체에 득이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167) 

도덕적 공감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온정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된다. 그 온정성은 2세들을 위한 아
름다운 사회적 기초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에 
있어서도 그들이 충분히 즐기며 누리고 살만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주
는데 일조한다. 스베르들리크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과감히 던진다. 당신은 당신의 입장과 요구를 이해하는 도덕적 공감을 가
진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입장과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의무감 넘치는 사람(a dutiful person)에게 검토되고 
고려되는 것(to be looked at)을 선호하는가?(Sverdlik, op. cit., p. 20). 

두 종류의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양과 질이 동일하다고 하였을 
때,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
체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전자의 경우가 보다 온정적이고 윌리엄스(B. 
Williams)가 말한 ‘인간적 몸짓’(human gesture)을 잘 표현하여(Ibid., p. 
21) 줄 수 있다. 물론 공동체는 두 종류의 입장 및 사람들을 모두 필요로 
한다. 그 둘은 어느 한 쪽이 상위에 있거나 우월하지 않다. 도덕적 공감이 
아무리 도덕적 정서일지라도, 그것은 정서가 보편적으로 가지는 한계를 지
니고 있으며, 이를 의무적 입장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
히, 공동체의 ‘온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의 정서로서 가지는 도덕적 
공감은 그 위치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도덕적 공감이라는 정서는 단순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도덕적 공감을 우리의 친구가 아니거나 심지어 우리가 전
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질 수 있다(Ibid., p. 19).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
적으로 ‘고통’에 의하여 유발되는 정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공동체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도덕적 감정을 가지는 것은 충분
히 가능하다. 
167) 물론 앞서 분석되었듯이, 도덕적 공감의 동기 자체는 그 행위의 결과처럼 도덕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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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시민성이라는 개념은 돌봄의 폭 넓은 형식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Schervish & Havens, op. cit., p. 68). 그리고 도덕적 공감을 중심
으로 한 도덕적 시민성은 그 대상이나 조건이 특정 영역에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덕적 공감이 계발되고 고무된다면, 그 사회 공동체는 정
의적(affective)으로 풍성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스베르들리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는 우리가 오로지 의무감(the 
sense of duty)에서 행위적으로 동기화된 사람보다는 우정, 사랑, 그리고 
보살핌의 감정으로부터 행위 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고자 한
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
와 같은 행위자 모델을 담아 둔다면, 이러한 선호도는 보다 강해질 것이
다. 나 역시 내 친구가 의무감보다는 우정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나를 돕기
를 훨씬 더 선호한다(Sverdlik, op. cit., p. 19). 

이와 유사하게 하이트(J. Haidt)는 ‘기분 좋음’(elevation)을 언급하였는
데, 이것은 사람들이 인간적 선함, 친절, 그리고 도덕적 공감에서 나오는 
예상치 못한 행위를 보았을 때 경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감정이다(Haidt, 
2000: Ekman, op. cit., p. 198 재인용). 우리가 기분 좋을 때(when we 
feel elevated),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보다 좋은 사람(a better 
person)이 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며, 이타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자극시킨다(Ibid., p. 198). 도덕적 공감은 이처럼 기분 좋음을 전파시키며 
공동체가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고무시킨다.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도덕적 공감을 느끼고 도움
을 준 행위는 분명 그것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자극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맥
락에서 흔히 ‘감동’이라는 단어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 감동이야말로 타인
과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물론 연구자가 
동기와 관계없는 도덕적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도덕적 공감은 여전히 그 동기를 ‘고통의 완화’에 두고 있으
며 성 선택 이론은 단지 그 과정에서 비롯되는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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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석은 도덕적 공감이 온정적인 분위기의 공동체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협동 의식 고취

도덕적 시민성의 개념에서 강렬한-그러나 종종 무시되어왔던-측면, 즉 
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도덕적인 건강함을 구성하는가를 생각
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시민성은 상호 이익 확인(mutually beneficial 
identification)의 동기화와 실천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확인에 의한 도움
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of care)에 초점을 맞춘다(Schervish, 
p. 159 in Smith (eds.), 2005). 여기서 도움의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개
인 수준의 도움을 뛰어넘어 최종적으로 상호 이익을 염두에 둔 협동적 관
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협동적 관계 역시 도덕적 공감이 지닌 진화론적 
입장에서 도출될 수 있다.

도덕적 공감의 맥락에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혈연관계가 아닌 사
람들과의 협동적인 관계(cooperative relations) 형성에 있어서 하나의 중
요한 기준이 된다(Axelrod, 1984; Frank, 1988; Nesse, 2007: Goetz 
et al., op. cit., p. 354 재인용). 도덕적 공감은-좋아함, 감사함, 화, 그리
고 죄책감을 수반하는-정서적 상태들의 복잡한 체계 안에서 진화되어 왔
다. 이때 정서적 상태들의 체계는 비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
호 호혜적인 이타적 관계들(reciprocally altruistic relationships)을 개시
시키고 유지하게 하며 또한 조절하게 한다(Trivers, 1971: Ibid., pp. 
354-355 재인용).168) 이와 같은 정서들의 체계에서, 도덕적 공감은 상호 
이익적인 관계와 맥락들 안에서 이타주의를 동기화시키는 하나의 상태로 
발현될 수 있다. 게다가 유전자-문화 공진화론(gene-culture coevolution)
의 출현은, 도덕적 공감과 다른 친사회적 경향들이-이타주의적 개인들에

168) 트리버스의 글 원문에는 도덕적 공감이 아닌 연민이 등장한다. 그러나 괴츠를 비롯한 
학자들은 트리버스의 연민이 그들이 이해하는 도덕적 공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
며, 연구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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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보상을 그리고 이기적인 개인들에게는 벌을 주는-문화적 규범들, 가
치들, 그리고 관습들의 맥락 안에서 이타주의를 동기화하고 있음을 제시한
다(Henrich, 2004; Richerson & Boyd, 2005: Ibid., p. 355 재인용). 
이러한 모델들의 맥락 안에서 도덕적 공감과 같은 정서는 내적 동기화에 
작용하고 후속되는 협동적 규범들에 보상한다(Gintis, 2003: Ibid., p. 
355 재인용). 

이 세 번째 진화론적인 논의의 함의는 각 개인들이 보다 동의할만하고 
도덕적 공감을 가진 다른 개인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선호할 것이라는 점
을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서적 특성은-혈연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여러 개인들 사이에서-증대된 협동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상호 이
익적인 교환들을 예상하기 때문이다(Ibid., p. 355).

높은 수준의 공감과 도덕적 공감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그들의 풍부
한 우정 관계를 즐기는 모습은 매우 흥미롭다(Zhou et al., 2002: Ibid., 
p. 355 재인용). 스스로 협조적(agreeableness)이라고 보고한-그리고 도
덕적 공감의 경험을 높은 수준에서 예상하는(Shiota et al., 2006: Ibid., 
p. 355 재인용)-성인들의 경우도 협조력 정도가 낮은 성인들에 비하여 
볼 때, 보다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고 동료들에게 보다 수용되고 있었
다(Jensen-Campbell et al., 2002: Ibid., p. 355 재인용). 반대로 여러 
문화에 걸쳐서 집단 구성원들은 협동적이지 않은 개인들을 벌하고자 매우 
노력해 왔음도 알 수 있다(Henrich et al., 2006: Ibid., p. 355 재인용). 

이처럼 도덕적 공감은 타인과의 협동적인 의식을 고취시킨다. 도덕적 공
감을 가짐으로써 한 개인은 타인에게 있어서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그 개인은 타인들과 풍요로
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상호 이익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것
이 바로 도덕적 공감이 처음에는 하나의 이타적 정서로 시작하였지만, 나
중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집단 정서로까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이유이다. 

에크만 역시 도덕적 공감이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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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Ekman, op. cit., p. 180). 공동체는 그저 몇 가지 원리와 복수
의 시민들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 개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의견 조율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다. 만일 그 조율의 과정에서 도
덕적 공감과 같은 정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고통에 대한 인식이나 그것
에 반응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협동 의식
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개인은 언제나 혈연관계의 사람들과만 
의사소통할 수 없으며, 또한 이는 타인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바
람직한 자세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경우 하나를 생각하여 보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만을 무모할 정도로 개진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도
덕적 공감의 입장에서 볼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공감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자세를 
철회하고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지니면서 다른 사람과 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도덕적 공감의 가치가 인정받는 공동체라면 어디든지 환
영할 만한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도덕적 공감은 공동체에 있어서 협동
적인 의식을 만들어주며 이를 장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도덕적 공감의 진화론적 논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이 정서는 유약한 세대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
향을 가지며 하나의 상태로 발현되었다. 두 번째, 이 정서는 배우자 선택
과 동맹 형성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바람직한 상태로 나타났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정서는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의 협동적인 관계들을 예
측할 수 있는 하나의 상태로 드러났다(Goetz et al., op. cit., p. 355). 여
기서 연구자는 도덕적 공감의 첫 번째 경우를 공동체의 복지와 연결시켰
고, 두 번째 경우를 온정적인 사회 건설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으며, 세 번
째 경우를 타인과의 협동적 관계 증진으로 이해하였다.169) 도덕적 공감은 
이와 같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타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정서임을 알 수 있다. 
169)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본다면, 도덕적 공감이 고통, 슬픔, 그리고 사랑 등과 구분되

는 하나의 독특한 정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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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본위로서도 그러하지만) 타인 본위로서의 도덕적 공감을 논의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뚜렷하게 평가된 선행사건을 포함해야 한
다는 것이다. 물론 그 선행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고통의 감소(the 
reduction of suffering)와 관계가 있다(Ibid., p. 355). 또한 도덕적 공감
은 보다 도덕적 공감을 가진 상대를 탐지하며, 비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
과의 이타주의적 상호관계 속에서 보답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필수적인 뚜
렷한 행위를 반드시 보여야 한다(Frank, 1988: Ibid., p. 355 재인용). 마
지막으로 도덕적 공감은-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완화
시키는 것과 관련된-적절한 행위를 동기화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뚜렷하게 
경험적이고 생리학적인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Ibid., p. 355).

따라서 지금까지 언급한 도덕적 공감의 타인 본위적 가치가 가지는 함
의들은 모두 ‘고통의 감소’라는 하나의 원인170)에서 출발한 것이며, 도덕
적 공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도덕적 시민성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행위가 도덕적 
시민성에서의 타인 본위적 수준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복지, 
온정적 분위기, 그리고 협동적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도덕적 공감이 개인에게 있어서 도덕적 판단과 행위
를 구성할 수 있게 동기화시키고, 타인과의 관계 및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 
부수적인 이점들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 시민의 덕목으로서 갖
추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기로 
볼 때 도덕적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욕구와 행위는 도덕적이며, 결론
적으로 볼 때도 그 행위 양식은 역시 도덕적이다. 또한 그러한 행위 양식
이 타인과 함께 보다 집합적으로 이루어지고 형성된다면, 해당 공동체는 
도덕적 공감이라는 하나의 정서로 인하여-도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적인 의미에서도-상당한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도덕적 공감을 교육을 통하여 계발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그 

170) 유약함에 대한 반응도 역시 원리적으로 볼 때 고통의 감소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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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숭고하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도덕과 교육에서 이를 
시민성 교육의 원리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 의미가 있다. 그렇다
면 이제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체계화될 수 있는지, 즉 도덕적 공감이 어
떠한 원리와 구조로 도덕과 교육이라는 맥락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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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덕적 공감 수업의 실제
본 장에서는 초등도덕과 교육에서 시민성 교육이 도덕적 공감이라는 정

서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덕적 공감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고, 교수ㆍ학습을 위한 단원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리고 수업은 어떠한 절차로 전개되는지를 알아볼 것
이다. 따라서 본 장의 의미는 앞서 분석한 도덕적 공감 이론을 현장의 특
색을 살려 적용하는 데 있다.

1. 수업 모형의 구성

본 절에서는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의미와 그 설계 원리 그리고 직접
적인 모형의 구조를 알아보기로 한다. 

(1) 도덕적 공감 수업 도입의 의미

도덕적 공감에 대한 교육의 가능성은 비단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 누스
바움의 이해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사적인 삶
과 공적인 삶에서 도덕적 공감은 그 고유의 장점들을 가지고 강력한 영향
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도덕적 공감에 대한 교육은, 한국의 학생
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즉 지식의 습득 양에 비하여 놀라울 정도로 메
마른-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이루는-정서와 감정에 수분을 공급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자는 도덕적 공감을 교육 특히 도덕과 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본
다. 현재 편성된 교육과정상 도덕과 교육이 아니고서는 도덕적 공감이 가
지고 있는 이타성과 행위중심의 정서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과가 없다
고 보기 때문이다. 갈수록 방대한 지식‘만’을 학습해 가는 학생들의 삶에서 
도덕적 공감과 같이 이타적인 정서를 배우고 그 안에서 여러 가능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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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발시키는 것은, 도덕과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
며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도덕적 공감은 도덕과 교육 내에서의 시민성 교육에 매우 유의미한 함의
를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함의는 초등교육에서부터 포함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론에서도 여러 신문 기사들을 통하여 제시되었지
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은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미 경쟁 
체제에 함몰되어 도덕적 공감과 같은 풍요로운 정서를 누리지 못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능력’의 저하는 
이미 초등학교 단계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171)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래된 명제를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사람은 혼자 살
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여기서 우리나라 학생
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더불어 사는 능력’은 
단지 법의 중요성과 공동체 그 자체의 의미 그리고 그 안에서 시민 간 올
바른 의사소통 등을 강조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더불어 사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법이나 공동체 혹은 바람직한 의사소
통 이전의 문제, 즉 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을 볼 수 있는 능력에서부터 출
발해야 한다. 

법은 공동체가-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자유를 위하여 발
전 혹은 성숙하면서 진행되는 하나의 이야기를 구조화시켜 명문화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유는 물론 개인의 ‘피해’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는 법의 내용 자체가 거의 모두 피해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과거의 피해와 
미래에 있을 법한 피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법은 그것들이 개인 및 
그들의 집합인 공동체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때 작동되는 것이다. 
171)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도덕적 공감의 결핍으로 인하

여 생기는 문제들로, 첫째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47%, 103명), 둘째 남을 이해하
고자 하는 모습이 부족한 모습(32%, 71명), 셋째 남의 곤란한 처지를 방관만 하는 모
습(15%, 34명), 넷째 나와는 다른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
습(6%, 13명)들을 언급하였다(넷째의 경우도 도덕적 공감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그것이 타인에게 고통을 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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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어떠한가? ‘태초’에 그저 하나의 공동체가 주어지지는 않았다.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그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가운데
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규칙(법)을 만들고 그들의 자
유를 누리기 위한 방편도 만들어 공동체를 형성하여 나간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하나의 생명력 있는 집합적 개념이다.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개인
과 공동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장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것
은 나와 너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공동체라는 단위를 통하여 공유되고 전수된다.

개인은 바로 이러한 법과 공동체에 선행하는 개념이다. 법 이전에 개인
이 있으며 공동체의 이야기 이전에 개인의 이야기가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이 ‘개인’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이다. 시민 간 의사소통 방법의 교육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개인
이 다른 개인을 어떻게 다루고 접근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이 교육 역시 
무의미하고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의사소통 기술
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소통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본질
적이고 목적론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을 주창하면서
도 그 초점을 공동체의 측면이 아닌 ‘개인’에게 두고 있으며, 특히 도덕적 
공감의 개념적 구조의 출발인 개인의 ‘고통’ 문제에 두고 있다. 이때 중요
한 것은 이러한 고통의 해석이 단지 과거나 현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법체계가 그렇듯이,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고통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다.172) 그리고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그 고통을 
어떻게 ‘완화’시켜야 할지 혹은 더 나아가 ‘해소’시켜야 할지를 다룬다. 

초등도덕과 시민성 교육에서는 사실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

172) 예를 들어,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단체에서 미리 성금을 하는 것은 폭우로 인
하여 생길 이재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고통을 예상하
여 먼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
는 도덕적 공감의 맥락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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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적으로 2007 도덕과 개정 교육과정 6학년 3단원의 ‘우리 함께 지
켜요’ 1차시 내용을 보면, 도덕과 법의 관계 그리고 법과 규칙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피상적인 논의만이 제시된다. 제시된 지문과 
질문에 따르면 주 논의는 ‘우리 차가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과 규
칙을 지키는 것이 의미 있었다.’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지켜야 할 법
과 규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6가지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해당 차시
가 마무리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pp. 48-52). 연구자가 보기에 이
러한 식의 접근은 왜 법과 규칙이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
한다. 다음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는 연구자의 이와 같은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부터 준법 생
활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활을 반성해 보고 더욱 잘 지켜야 할 일을 정한 
후 꾸준히 지켜봅시다(Ibid., p. 53).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왜 우리의 의무가 되는가? 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가? 혹은 나의 피해를 예상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왜 그것은 
나의 의무가 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본 교과서에서의 시민성 교육은 이
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하고 있지 않으며, 표면적인 수준에서의 기
술적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단원의 2차시와 3차시 역시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2차시에서
는 법과 규칙의 본질적인 사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토론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Ibid., pp. 54-59), 법과 규칙을 직접 만들어 보는 3차시에서도 
그 핵심 및 근본이 되는 원리를 놓치고 있다(Ibid., pp. 60-64). 단원을 
마무리 할 때도, 주 논의는 법과 규칙을 공동체의 유지, 사회의 안정과 평
화, 사회 질서 유지, 공동체의 발전 수준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Ibid., p. 65). 이들은 모두 공동체라는 사안만을 중시하였을 뿐,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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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맥락의 교육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능력’을 함양시켜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은-학생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 그리고 그
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현실을 굳이 상기하지 않아도-그릇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개인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고통’과 ‘피해’ 그
리고 ‘유약함’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
한 문제들을 완화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법의 이야기이며 자유
로운 공동체의 구성 원리라고 본다. 게다가 의사소통의 기술 역시 이와 같
은 핵심 원리를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그 도덕적인 의미를 확보
한다.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전체 참가자의 78%(172명)는 
초등도덕과 시민성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즉 도덕적 시민을 만
들기 위하여서는 도덕적 공감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173) 게다가 도덕
적 공감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성 교육이 사회과에서의 시민성 교육과 차별
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가자도 79%(175명)나 되었
다. 이는 현장에서도 도덕적 공감과 시민성 교육 간의 발전적인 관계를 예
상하며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덕과 교육적인 맥락에서 도덕적 공감의 핵심을 분석하고 원리를 찾으
며 학습적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다면,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은 
그 고유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유의미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렇다면 이러한 핵심 및 원리는 어떻게 체계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도덕적 
공감의 개념적 구조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2) 도덕적 공감 수업 설계의 원리

정서라는 것은 개인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따르는-그것이 자아에

173) 전체 참가자의 23%(49명)는 도덕적 공감의 중요성을 부정하였으며, 그 이유로 의사
소통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국가 정체성 교육, 준법정신 교육, 문제해결능력 중심
의 교육 등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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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특수한 평가(specific appraisals)의 결과로
서 발생한다(Clore & Ortony, 2008; Lazarus, 1991; Scherer, 1997; 
Smith & Ellsworth, 1985: Goetz et al., op. cit., p. 355 재인용). 또한 
감정들은 선행 사건들에 대한 그들의 구성적인 평가들(constitutive 
appraisals)에 의하여 정의된다. 이러한 면에서, 거듭 강조되듯이, 도덕적 
공감은 고통, 슬픔, 그리고 사랑과는 다른 평가 과정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하나의 독특한 정의적 단계이다. 도덕적 공감에 대한 초기 분석과 최근의 
경험적 결과들에 의하면 도덕적 공감은 고통과 피해에 반응하여 발생한다
(Ibid., p. 355). 그리고 도덕적 공감은 그것들을 완화시키거나 줄이고자 
하는 것을 지향한다(Ibid., p. 356). 

다음의 [표 4]에서 제시되는 모델(Ibid., p. 356)은 이와 같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모델은 도덕적 공감의 평가와 관련한 조사 
및 진화론적 주장들에 대한 통찰에 근거하고 있다(Ibid., p.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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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혹은 발생한 상황
(negative outcome)

↓
누가 

피해자(victim)인가?
자신
→

슬픔, 화, 
수치심

↓
다른 사람(대상)

↓
결과가 
자신의 

복지와 관련 
있는가?

조정자
→

대상이 경험하는 
고통이 그 자신의 

목적을 
만족시키는가?

네
→ 행복

아니요
↓

그 대상은 도움을 
받을 만한가?

아니요
→ 화

네
↓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아니요
→

고통, 
불안, 
공포

네
↓

도덕적 공감

[표 4] 도덕적 공감의 평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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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공감은 위와 같이 일련의 평가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물론 이 
과정들은-개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간 차이는 존재하겠지만-장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든 혹은 짧은 시간이 
걸리든, 도덕적 공감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한 개인이 그것을 가지기 전에 
위와 같은 평가들을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혹은 발생한 상황이 필요하다. 이때 부정적
인 결과는 고통이나 피해, 혹은 유약함을 가리킨다. 우리 인간은-진화론적
인 측면에서-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고, 이러한 것
들이 하나의 부정적인 관념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각할 수 있다.

둘째, 부정적인 결과의 주체가 자신인지 혹은 다른 사람인지를 판단한다. 
이때 부정적인 결과, 즉 고통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면 그 자신은 슬픔이
나 화, 혹은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 무력감을 느끼
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부정적인 결과의 주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 또 하나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그 대상의 고통이 스스로의 목적을 만족시키
는가의 여부이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대상의 고통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해당되며, 이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나는 육체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혹독한 고통이 따르는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고통은 스스로가 감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출되는 정
서는 행복한 감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평가
에 있어서 하나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고통과 복지와의 관련성
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관련성이 높아질수록 누스바움이 기술한 행복주의
적 판단의 경향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대상의 고통이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직접적
으로 무과오의 판단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는 고통을 경험하는 대
상이 과연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무과오의 판단 이외에 중대성의 판단 역시 함께 이루어진다.174) 만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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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도움을 받을 만하지 않다고 평가된다면, 화의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소위 ‘묻지마 살인’의 죄를 지은 대상에게는 오로지 화의 감정
이 적용될 뿐이다.

다섯째, 대상이 도움을 받을만하다고 평가된다면 내가 그것을 위하여 무
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게 된다. 만일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있
다면, 나는 고통(distress), 불안(anxiety), 혹은 공포(fear)를 느끼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수많은 조직폭력배들에게 둘러
싸여 있는 한 여성을 보았다고 하자. 그리고 이때의 나는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휴대전화와 같은-수단도 결핍한 무능한 상태라고 가정하자. 그
렇다면 내가 느끼는 감정은 결국 그 상황에 대하여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고통, 불안, 그리고 일종의 공포일 것이다. 이
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도덕적 공감의 경험에서는 문제 상황에 관한 
대응력(coping ability)이 하나의 결정적인 평가로 여겨짐을 알 수 있다
(Ibid., p. 358).

여섯째, 내가 대상이 경험하는 고통의 상황에 대하여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면, 즉 내가 그 상황에 대하여 대응력이 있다면 
나는 이때 비로소 도덕적 공감이라는 정서를 느끼게 된다. 

이처럼 도덕적 공감은 몇 가지 판단과 평가의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이
러한 과정은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함의를 주는데, 그것은 시
민성 교육과 관련하여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나 사안들이 주로 부
정적인 결과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
로 개인의 역량(대응력, coping ability)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
덕적 공감이 부정적인 결과를 인식하고 그것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도덕적 
노력(도움)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도덕교육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며 또한 반드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174) 물론 무과오의 판단은 상대의 고통과 나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고통의 감소가 나의 복지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이 판단된다면, 상대를 목적
으로서 돕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도덕적 공감을 느끼는 이치를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Cialdini, Brown, Lewis, 
Luce, & Neuberg, 1997: Ibid., p. 35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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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와 같은 도덕적 공감의 평가 모델이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을 위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구조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 및 발
전되고 전개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3) 도덕적 공감 수업의 구조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앞서 제시된 도덕적 공감의 평가 모델에 기반
을 두고 있다. 즉, 본 모형은 도덕적 공감의 개념적 구조를 중심으로 제작
되었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수업 모형은 앞서 제시된 모델의 과정을 기초
로 그것을 도덕교육적 맥락에서 변형하고 확장시켜서 다음과 같은 [표 5]
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문제 사태의 제시(교사)
↓

피해 대상 탐색(학생)
↓

피해 대상 상황 탐색(학생)
↓

도움의 타당성 탐색(교사, 학생)
↓

도움의 방법 탐색 및 정당화(교사, 학생)
↓

정리 및 실천 의지 강화(교사, 학생)

[표 5]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구조

첫째, 문제 사태의 제시이다. 이 단계는 교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문제 
사태의 경우 학급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지키고 고려하여
야 할 법, 규칙, 규범, 문화, 습속, 그리고 예절 등과 관련하여 피해 상황이 
드러난 것이어야 한다. 이때 피해 상황은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 있어야 하고, 그들의 지적 수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피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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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한 문제 사태는 가치 갈등을 내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떠
한 공동체, 집단, 혹은 사회이든 변화의 시기를 가지며 그 안에서 가치 간 
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급격하게 논의되는 동
시에 많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다문화 관련 담론이 그러하다(본 수업 
모형을 이용한 수업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개인 간 가치 갈등이 아니라 공동체의 측면에서 바라 본 가치 갈등이 
문제 사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가치 갈등을 도덕교육적 
맥락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역량의 문제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점
이다. 

문제 사태 제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주어진 
피해 상황이 도덕적 공감의 개념적 구조에 해당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
된 혹은 발생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단지 과거나 현재의 의미
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 점은 바로 연구자가 도덕적 공감의 
개념적 구조를 시민교육적 맥락으로 확장시킨 부분들 중의 하나이다. 도덕
적 공감이 가리키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혹은 발생한 상황’, 즉 고통의 
문제가 주로 과거나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연구자가 개발한 본 수업 
모형에서의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혹은 발생한 상황’은 과거와 현재 그리
고 미래의 상황 모두를 중시하고 있다. 여기서 미래의 상황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혹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며, 시
민성 교육은 바로 이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도덕적 공감의 개념을 보다 도
덕교육적 맥락에서 확장 및 전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급 청소를 그
만 두고 몰래 집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상황, 즉 고통과 피해 상
황을 예측하여 볼 수 있다. 이처럼 미래의 시제에도 도덕적 공감은 그 구
조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이용한 본시 수업에서는 교과서에서 제시된 지
문을 그대로 문제 사태로 활용하기로 한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확실하
게 변인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수업 모형을 가지고 실험할 경우에,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료 공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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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왜냐하면 존재해야 할 유일한 변수는 수업 모형이 가지고 있는 
‘구조’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 집단에만 특별하게 별도의 자료
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동일한 교과서 내용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존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구조로 해석할 때의 차
이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이상 이를 분명히 하는 것
은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교과서에서 제시된 문제 사태들은 모두 시
민성 교육의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측면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혹은 발생한 상황들이 충분하게 발견될 수 있
다.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와 관련한 여러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그
러므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 제시된 교과서 지문
을 그대로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피해 대상 탐색이다. 피해 대상 탐색은 도덕적 공감의 평가 모델 
상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생이 주로 활동을 하게 된다. 도덕
적 공감 수업 모형의 본 단계에서는 그것의 평가 모델과는 다르게 피해 대
상을 확장하게 되는데, 이 점 역시 연구자가 평가 모델 상의 의미와 구조
를 시민교육적 맥락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도덕적 공감의 평가 모델에서는 
‘누가 피해자인가?’(who is the victim?)의 질문이 유효하였지만,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서는 ‘누가 피해자인가?’와 더불어 ‘누가 피해자가 될 것
인가?’(who will be the victim?)의 질문도 유효하다. 이것은 문제 사태 
제시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중시한 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앞의 예를 다시 든다면, 학급 청소를 그만 두고 몰
래 집에 갈 경우, 과연 ‘누가’ 피해자가 ‘될’ 것인가 혹은 ‘될’ 가능성이 높
은가를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본래적인 의미에서 도덕적 공감의 개념적 구
조가 이와 같은 맥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모형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적극 발전시키고 활용하여 도덕교육
적 논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데서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
럼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과거 및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상되는 피



- 151 -

해자까지도 동등한 비중을 두며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예상되는 피해자를 상정하는 것은 도덕과 교육을 통한 시민성 교

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은 이와 같은 작업이 법과 규칙과 같은 
공동체의 기본 원리들을 이루는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과 규칙과 같은 공동체의 원리 역시 결국은 개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에
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바뀌어가는 법과 
규칙 등에 대하여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 도덕적 시민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즉, 시민성 교
육을 보다 넓은 그러나 매우 근본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본 단계에서 주어지는 피해 대상은 넓은 의미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물리적 및 정신적 고통을 넘어선 ‘유약
함’(vulnerability)의 문제 역시 포함하고 있다. 앞서 분석되었듯이, 유약함
이 고통 받기 쉬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 이는-이론적 수준에서의 
이해와 동일하게-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영역에서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고통 혹은 피해 
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약하다. 그렇다면 이들은 동정심이나 
연민의 대상이 아닌 도덕적 공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들이 경험하였
고 또한 경험하는 고통 혹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앞으로의 상황을 예
상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때의 대처는 이타주의적 
특성을 지닌 도덕적 맥락의 도움이 되어야 한다.175) 

셋째, 피해 대상 상황 탐색이다. 이 단계 역시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
는 것이 장려되지만,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교사가 부분적으로 개입하여 도
움을 줄 수 있다. 피해 대상 상황 탐색은 고통을 경험하는 혹은 경험할 
대상을 자신의 행복 및 복지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는 단계이다. 더불어 
여기서는 공감이나 감정이입 혹은 유사한 가능성의 판단176)이 작동하는 
175) 첫째와 둘째 단계에 걸쳐 누스바움이 말한 ‘중대성의 판단’이 적용될 수 있다. 
176) 누스바움은 분명 도덕적 공감에 있어서 상상적 재구성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은 아니

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녀는 상상력이 가지는 힘을 충분히 인정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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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기도 하다. 
우선 여기서는 피해 상황에서의 대상을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생

각해 보는 (일종의) 행복주의적 판단이 요청된다. 사실 도덕적 공감의 평
가 모델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자신과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가까운 대
상일수록 행복주의적 판단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민성 교육에서 
그러한 경향은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도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
는 목적론적 사고방식, 즉 나와 다른 사람을 동등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평
등한 시민으로서 상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와 같은 강조로부터 
행복주의적 판단이 극대화되고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러한 판단
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비록 도덕적 공감도 하나의 정서
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맥락의 적용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는 있지
만, 비 혈연관계에서의 도덕적 공감의 작용을 다시 상기하여 본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학을 맞이하여 다른 지
방으로 휴가를 떠난 어느 학생이 지하철에서 만난 부지불식간의 장애인에
게 자리를 양보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는 분명 도덕적 공감이 작용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행복주의적 판단 역시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학생이 자리에 앉을 장애인의 복지와 행복을 자신의 복지와 행
복처럼 중시하였다면 그러하다.177) 

다음으로 도덕적 공감의 평가 모델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도덕적 공

보인다(Nussbaum, 황은덕 역, op. cit., p. 33). 또한 공감, 감정이입, 그리고 유사한 
가능성의 판단과 같은 용어들은 본문에서 이들이 사용되는 맥락이 모두 가상의 일을 전
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상의 힘을 동원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니므로, 
특별한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물론 엄밀하게 말한다면, 각각이 지니고 있
는 평가 과정이나 인지적 혹은 정의적 구조는 다를 수 있으나, 본 모형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의 힘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개념 간 차이를 두지 않는다. 

177) 물론 다른 사람의 이목(耳目)에 의하여 혹은 주위로부터 받는 무언의 압력에 의하여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럴 경우 도덕적 공감이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적일 필요는 없다. 어차피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이 가지는 목표 중의 하나는 이와 같은 경우를 도덕적인 맥락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다고 본다. 행위 하나 하나가 의식적이고 도덕적인 경우를 만드는 것은 도덕적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이나 도덕과 교육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그것이 개인적인 도
덕을 넘어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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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수업 모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 즉 공감에 관한 사안을 보자. 물
론 여기서는 공감이 가지는 의미 그 자체를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공감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입을 위한 상상의 힘 혹은 판단의 힘을 중심으로 논의
한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는 언급할 수 없을 정
도로 방대하다. 대표적으로 맥스웰은 도덕적 공감이 상상의 과정을 언제나 
포함하지는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누스바움의 주장을 ‘실수’라고 지적
하며 그 반대의 입장을 옹호한다. 그는 관점 채택이 때로는 도덕적 공감의 
경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관점, 반응, 혹은 내
적 상태에 대한 추론에 의하여 구성된 간접적 유대(mediated 
association)와 인지적 관계(cognitive networking)를 일컫는 정보 표시
의 과정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는 과거 경험이나 사회적 상호작
용(social scripts)들에서의 지식을 추론하는 것보다 일종의 정신적 시뮬
레이션, 즉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것을 가리킨다
(Eisenberg, Murphy, & Shepard, 1997, p. 77: Maxwell, op. cit., p. 
346 재인용).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내적 상태와 관계된 정
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Ibid., p. 346).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 누스바움은 도덕적 공감과 상상과의 관계를 전
면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 앞서 밝혔듯이, 그녀는 도덕적 공감에 있어
서 상상의 힘을 절대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칫 도덕적 공감
의 ‘도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염려한 것이다. 오히려 그녀는 
서사적 상상력을 언급하며 문학, 특히 소설 작품으로부터 얻는-흔히 감정
이입이라고 부르는-상상력이 아이들로 하여금 도덕적 공감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Nussbaum, 황은덕 역, op. cit., pp. 33-34). 
누스바움 역시 상상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을 하고 있
는 것이다. 심지어 왝히드는 누스바움에 있어서 도덕적 공감에서 나온 행
위가 다른 사람의 경험과 그들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상하는 능력
을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것 역시 포함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언급한다. 
즉, 그는 그러한 상상의 행위가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그리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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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을 확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이미 이야기나 운문 혹은 노
래 등을 배우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행해져 오고 있다고 말한다(Waghid, 
op. cit., p. 336). 

위의 논의로 미루어 볼 때, (누스바움의 입장을 어떠한 식으로 해석하
든) 학생들을 위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서는 상상의 과정이 중요하며 
또한 요청됨을 알 수 있다. 비록 상상적 재구성이 도덕적 공감이라는 개념
적 구조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지라도, 본 모형의 목적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공감을 최대화하여 그것을 시민성에 접목시키는 데 있
으므로, 교육적 맥락에서의 감정이입, 관점 채택, 그리고 유사한 가능성의 
판단 등을 이용하여 공감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178) 

상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현실과 목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운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그것이 아니면 미처 알지 못
하였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듣게 된다(Ibid., p. 337). 따라서 교육적 
맥락에 있어서 상상하기를 강조하는 것은 민주 시민성 교육(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의 보다 넓은 이론으로 향해가는 길을 만들어 준다
고 할 수 있다(Ibid., p. 338).

도덕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상상함으로써 자극받을 수 있다. 동
일시(identification)는 잠재적 동일함(potential sameness)의 정서적 인
지가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을 수 있는 혹은 그 사람과 함
께 설 수 있도록 하는 상상력의 실천이다. 이렇게 볼 때, 도덕적 공감과 
관련된 판단들은 도덕적 상상(moral imagination)을 필요로 한다
(Whitebook, op. cit., p. 539). 따라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도덕적 
공감의 여러 판단들을 실제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의 힘은 대단

178) 공감의 과정을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도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평가 절하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그것은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혹은  
발생한 상황의 인식과 그것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도움을 중심축으로 삼고 있으며, 이로
부터 그 도덕성은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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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도덕적 공감이 돌봄에 대한 민감성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

였을 때, 이 민감성의 사안은 배옆 정중의 전두엽 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의 추가적인 영향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정서적 공감(emotional empathy)과 관련(Saxe, 2006: 
Robertson, Snarey, Ousley, Harenski, Bowman, Gilkey, & Kilts, 
2007, p. 762 재인용)되어 있다(Ibid., p. 762). 게다가 공감적 관심
(empathic concern), 즉 다른 사람의 정서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종종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행위적 욕구를 제
공하여 주고, 우리를 보다 도덕적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Molnar-Szakacs, 2011, p. 82). 이렇게 볼 때, 관점 채택과 같은 공
감적 능력179)은 도덕적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Robertson et al., op. cit., p. 763).

논의가 이와 같다면, 비록 도덕적 공감의 평가 모델에서는 제외되어 있
지만,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서 공감의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적
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이-제시된 지문이나 준비된 학습 자료에 한정
된 것과 같이-제한된 의미에서 사용된다고 한다면, 도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는 이타적 도덕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힘을 증가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감 활동들을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첫 번째, 피해 대상의 감정을 생
각하고 표현하기. 두 번째, 내가 피해 대상이 되었을 경우 느끼는 감정과 
바라는 것을 생각하기.180) 

피해 대상의 감정을 생각하는 것은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다. 이때 감정
이입의 결과로써 도출된 정서를 단어나 몸짓 등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여기서 내가 피해 대상이 되었을 경우 느끼는 감정
179) 물론 (공감적 관심을 비롯하여) 관점 채택은 공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하위 요인

이다. 참고로 한 연구에 의하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에는 관점 채
택과 공감적 관심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조한익, 이미화, 2010, p. 39).

180) 위 방법은 박병춘이 제시한 도덕 수업을 통한 공감 교육 방법의 두 번째와 일곱 번
째의 방법을 변형시킨 것이다(박병춘, 2009, pp. 138-1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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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바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관점을 채택하며 그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필요한지를 고려하여 보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급 청소를 그만 두고 몰래 집에 갈 경우를 다시 떠올려 볼 
때, 그 피해 대상을 예상하여 그 혹은 그녀가 어떻게 느낄지를 예측하고 
표현하여 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내가 그 피해 대상이라면 어
떠한 감정이 들지, 그러한 감정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라는지를 차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 전
반에 걸쳐 상상력의 힘을 적극 활용하는 유사한 가능성의 판단이 작용하게 
된다.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고통의 파악과 도움의 실천 계획이라는-그 개
념적 구조와 같이-간단하지만 본질적인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공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
은 도덕적 공감의 깊이를 깊게 하며 피해 대상에 대한 고민을 보다 겸손한 
자세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것은 쿤데라의 언어학적 고찰
과 관련하여 ‘도덕적 공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 넓은 의미를 
다시 한 번 발휘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

넷째, 도움의 타당성 탐색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이끌
어 나가야 하지만, 교사 또한 많은 부분을 관여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
다. 왜냐하면 도움의 타당성을 탐색할 때는 단순히 피해 대상이 도움을 받
을 만한 상황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 이유를 시민성과 관련한 
도덕적 근거와도 관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무과오의 판단이 작동한다. 도덕적 공감은 본
질적으로 정의의 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적에 대한 평가
를 수반한다. 예를 들어, 지명수배자이면서 잔인하기로 소문난 강도가 지
나가던 행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강도
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하여 도덕적 공감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면서도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벌 받은 거야”, “그럴 줄 알았어” 혹은 “꼴좋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것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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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과오의 판단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다르다. 공동체에

서 이와 같은 사례는 흔하게 일어나는 데, 예를 들어 누군가 불법 주차함
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피해(고통)를 입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시민성의 차
원에서 도덕적 공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혹은 
줄이기 위한 행위가 도덕적 공감의 맥락에서 취해질 수 있다. 

도움의 타당성을 탐색하였다면 그 이유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도덕적 시민성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
를 들어 생각하여 보자. 내가 불법주차 함으로써 편리함을 얻을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나와 전적
으로 동등한 다른 시민이 나로 인하여 고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주차가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인하여 ‘나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른 사람이 피해
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행
복주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도덕적 시민성의 본질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공감의 능력을 다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내가 만일 
그 피해 대상이라면?’과 같은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면, 불법 주차를 왜 하
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대답은 손쉽게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사고 과정을 처음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랄 수는 없다. 따라서 처음에는 교사의 인도된 수업이 어느 정도는 요청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도움의 방법 탐색 및 정당화이다. 이 부분은 사실상 도덕적 공감
이 가지고 있는 이타적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단계로, 본 수업 모형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학생들이 주
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나 필요할 때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움의 방법 탐색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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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연구자가 본 수업 모형을 위하여 새롭게 만든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적극적 도움’(positive help)이다. 이 도움은 도
덕적 공감의 개념에서 사용되는 이타적 도움 행위를 가리킨다. 즉,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doing) 남을 도와주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 
발견한 거지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적극적 도움의 형태이다. 또한 버스
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여 주는 것도 역시 적극적 도움
의 형태이다. 나의 적극적인 행위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을 완화시
키고 그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적극
적 도움인 것이다. 

반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not doing) 남을 도와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기존 도덕적 공감의 개념적 구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지만,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과 
규칙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
태의 도움을 연구자는 ‘소극적 도움’(negative help)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소극적 도움은 나의 소극적 행위, 즉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정한 행위를 하
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그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 앞서 언급되었던 학급 청소의 경우와 불법 주차의 
문제를 살펴보자. 전자의 경우 학급 청소를 그만 두고 몰래 집에 가고자 
할 때, 그 피해 대상은 같이 청소를 하는 다른 누군가가 될 것이다. 그렇
다면 그 피해 대상은 나의 몫까지 청소를 해야 하므로 부당하게 고통을 경
험하게 될 것이고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도덕적 공
감이 발생하게 되는 조건은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내가 이타적 행
위를 하는 것인데, 그 행위는 결국 내가 몰래 집에 가지 ‘않음으로써’ 표현
될 수 있다. 즉, 청소를 하기 싫어서 집에 가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청소하는 다른 친구를 돕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법 주차 역시, 내가 불
법 주차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예상되는 고통과 피해를 미리 차
단할 수 있다. 

물론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을 이타적 행위로 치환시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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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타적 행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칭송받을만한
(praiseworthy) 행위인데 준법 그 자체가 과연 그러할 만한 행위인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준법이라는 행위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이다. 법과 규칙은 어느 한 순간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중심은 피해와 고통, 그리고 유약함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최소
화하고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서 준법이라는 행위를 할 때조차도 그것을 그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
해서인지, 아니면 더 근원적으로 한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위함인지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양부모가 그 자식에게 식사를 차려준다고 하자. 한 양부
모는 그저 ‘그래야 하기 때문에 혹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식사를 제공하
고, 다른 양부모는 자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식사를 준다고 가정하
자. 이때 우리는 어느 양부모에게 도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는 어느 양부모에게 보다 이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론적
으로 보았을 때 두 행위 간 차이는 미미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을 위한 도
덕과 교육과 그 안에서 적용되는 시민성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후자의 측면
이 보다 선호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후자의 선택으로 인하여 보다 온
기 있는 공동체, 따뜻한 시민성, 그리고 더불어 사는 능력의 형성도 기대
할 수 있지 않을까?

소극적 도움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한 개인의 작은 행위라도 그것에 도
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의 법이며 규칙이다. 그러나 이 행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을 위하여 발휘된다고 하면, 이는 도덕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보다 실
제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또래 친구들의 압력에 의하여 어느 학생을 
집단 따돌림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한 개인을 생각하여 보자. 이 개인은 
자신의 이익, 즉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하여 그 학생을 따돌릴 수 있
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즉 그 학생을 따돌리지 않는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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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또래 집단과의 관계에서 올 수 있는-이익을 
포기한 셈이다. 이럴 경우, 그 행위는-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분명
히 이타적 행위이며 도덕적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소극적 도움의 핵심은-사실 적극적 도움도 그러하지만-이와 같이 자신
의 이익을 포기한 것에서 나온다. 그것이 아무리 법이며 규칙이라고 할지
라도, 개인은-비록 어겼을 시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여전
히 그것을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다.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구나 
이익에 지배되어 공동체의 정신을 어기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특히 이
러한 경우는 어린 학생들에서 조차 현저하다. 적지 않은 경우, 그들은 처
벌과 관련한 법이 적용되는 연령을 교묘히 이용하며 문제를 일으킨다. 문
제는 법의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것의 정신적이고 본질적인 면을 바로 
아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많은 학생들은 이러한 면을 알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더욱 불행하게도, 이러한 면이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강조되는 것 
같지도 않다. 연구자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지원하고자 소극
적 도움을 도입하였다. 지키고 존중해야 할 법이나 규칙의 항목들을 의미 
없이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인류애적 입
장에서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소극적 도움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도덕적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 수 있다. 사람이 하루 동안 지내면서 얼마나 많
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가? 만일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본
능적으로 적극적 도움의 형태를 떠 올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도덕적 행
위 그 자체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서 복수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를 오로지 그러한 면에만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서 소극적 도움 역시 도덕적 행위이며 이타주의적 맥락에 있다는 것
을 강조한다면, 한 개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교통 신호를 어기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피
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음으
로써’ 그것을 불쾌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미리 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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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나는 불쾌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
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막을 수도 있다. 이처럼 소극적 도움의 사례
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만일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지 않은’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임을 인식한다면, 그 
개인의 도덕적 자긍심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도움이나 소극적 도움으로 도움의 방법을 탐색하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단계가 남았다. 이미 적극적 도움과 소극적 도움의 형
태 자체에 도덕적 정당화가 있지만, 이 단계를 거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
들이 선택한 방법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미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
게 된다. 이때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주요 가치ㆍ덕목들과의 관련
성을 학생들로 하여금 찾아보게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에게 그들이 선택
한 도움의 방법이 절제, 책임, 용기, 예절, 협동, 민주적 대화, 정의, 배려, 
애국ㆍ애족, 생명 존중, 자연애, 혹은 사랑 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
는지를 생각하게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를 회피하지 않는 
행위는-다른 친구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책임 혹은 같이 청소를 하는 친
구에 대한 사랑이라는 가치ㆍ덕목과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치를 연결시키든, 학생들이 도덕적 의미를 ‘인간’ 그 자체에서 찾
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의 장점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정리 및 실천 의지 강화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해당 차시에
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도덕적 공감이라는 정서를 확고히 하고 그 실
천 의지를 강화하게 된다. 교사가 정리를 해 주기는 하지만, 학생 스스로
의 내면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학생 위주의 마무리가 이루
어져야 한다. 

정리의 일환으로 교사는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구조에 따라 배운 내
용을 문제 상황부터 도움의 방법 선택 및 정당화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도식화할 수 있다. 도움의 방법의 경우,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들으며 종합
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 교과서 지문으로부터 주어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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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하여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종류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적극적
으로 도와줄 상황이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 도
와줄 상황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 의지 강화에서는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모
습을 뒤돌아보고 삶을 반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그와 
동시에 학생들 자신이 선택한 도움의 방법을 실생활에서 적용하여 볼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도 함께 부여한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며 다
짐을 해 보거나, 관련된 상황을 예상하여 직접 실천 계획을 세워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여기서 연구자가 본 단계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때는 교과서식의 정리 단계와 함께 진행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도덕적 공감 수
업 모형은 그 토대를 도덕적 공감의 평가 모델에 두며, 이타적 정서로서의 
도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구조를 충실히 따랐다. 그와 동시에 본 
모형의 상위 영역인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 특징을 고려하여, 도
덕적 시민성 개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평가 모델을 확대 및 발전시켜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도덕성의 인지, 정의, 그리고 행동의 영
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차시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 사태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도덕적 판
단 그리고 공감적 작용을 통하여 도움이라는 행위 요소를 이끌어 내는 것
은 분명 도덕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모형에 따라 직접 지도할 시민성 관련 단원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바탕으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적용시킨 수업 전개를 확인할 차례가 
되었다.

2. 단원 선정 근거

초등학교 도덕과 지도서에는 ‘시민성’이라고 특별히 명시한 단원이 존재
하지 않는다. 다만 지도서 상에 드러난 도덕과 교육의 본질과 특성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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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도덕적 시민상을 근거로, 초등도덕과 교육이 목표로 하는 시민성 교육
을 추론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성 교육과 관련한 단원을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도서에서 드러난 시민성 교육의 이상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초로 단원 선정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도서에서 
명시된 시민성 관련 언급은 다음과 같다.

초등도덕과 교육은 궁극적으로 바른 인격을 지닌 사람의 육성, 인간다
운 인간의 형성, 나를 넘어 타자의 이익과 복지를 배려하며 더불어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정신의 함양 등을 추구함으로써 건전한 인성을 지닌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에 핵심이 되는 도덕적 자질과 품성의 형성에 직
접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교육과
학기술부, 2011a, p. 6). 

위 기술된 바에서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
약될 수 있다. 하나는 더불어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정신의 함양, 즉 공
동체 의식 관련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즉 민주
주의의 이념이 드러난 내용이다.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하여 단원을 선정하
여야 하는데, 목표 단원들은 모두 6학년으로 제한시키기로 한다. 여기서 
학년 선정 이유는 철저하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따른 것
이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초등도덕과에서 도덕적 공감에 기반을 둔 시민
성 교육이 가장 필요한 학년을 선택하여 달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57%(127명)의 응답자가 6학년을 지목하였다.181)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6학년 도덕과 단원들을 살펴보고 그 선정 근거를 확인하
여 보기로 하자. 

(1) 공동체 의식의 표현

181) 그 다음으로 5학년을 선택한 응답자가 25%(55명), 3학년을 선택한 응답자가 
10%(23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4학년을 선택한 응답자가 7%(1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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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정신, 즉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공동체 정
신은 특정 개인에서 단시간에 찾을 수 있거나 발견될 수 있는 것의 성질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생성된 문화와 관습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여기서 법이나 규칙과 같은 제재들은 모두 공동
체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들을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되었지만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혜
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법이란 인간 이성을 말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국민
의 정법 및 시민법은 바로 이 인간 이성이 적용된 특수한 경우이어야 한
다. 그 법률들은 설립되어 있는, 혹은 설립하고자 하는 정체의 성질과 원
리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Montesquieu, 이명성 역, 2006, p. 13).

따라서 6학년 도덕 교과서에서 공동체 의식을 표현한 단원을 선택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로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법과 규
칙과 관련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도
서에서 명시한 주요 가치ㆍ덕목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6학년 총 10개의 단원 중 3개의 단원이 우리나라에서 요
청하는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3단원 ‘우리 함께 지켜요’를 
살펴보자. 지도서에서 제시된 단원의 개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본 단원
은 공동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지도 요소 설
정의 취지 및 지도의 핵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단원은 우리ㆍ타인ㆍ사회와의 관계 영역의 준법과 규칙 준수라는 
지도 요소ㆍ주제와 관련된다. 중심 가치ㆍ덕목은 ‘준법’이며, 관련 가치ㆍ
덕목은 절제, 협동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일의 중
요성을 알고 이를 잘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정되었
다. 법과 규칙의 목적과 기능은 무엇이며 법과 규칙을 잘 지켰을 때와 지
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 지키려는 마음을 기르는 것과 
사람들이 법과 규칙을 어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바르게 판단하기가 이 단원 지도의 핵심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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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법과 규칙의 역
할로부터 나온다. 이들은 공동체에 고통이나 피해 혹은 유약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종의 규제자로서의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는 주로 
소극적 도움과 관련이 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소극적 도움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피해의 경험을 피하게 하
고자 하는 정서 상태로부터 비롯되어, 법과 규칙 등을 활용하며 사회의 갈
등이나 대립을 사전에 방지 혹은 해결함으로써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극적 도움 혹은 준법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녕과 복지도 상대적으
로 증진시키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과 규칙의 적용 대상이 단순하
게 전체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이라는 사실
이다. 이 부분은 지도서에서 법과 규칙은 ‘스스로 지키기로 약속한 규
범’(Ibid., p. 154)이라고 명시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7단원 ‘다양한 문화 행복한 세상’도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공동
체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이 단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지도 요소 설정의 취지 
및 지도의 핵심’을 보면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단원은 ‘국가ㆍ민족ㆍ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의 ‘편견 극복과 관
용’이라는 지도 요소ㆍ주제와 관련된다. 가치ㆍ덕목의 측면에서 보면 ‘사
랑’을 중심으로 정의, 민주적 대화 등이 관련된다.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
정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과 관
용은 매우 시의적절한 가치문제이다.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
로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다양한 문화를 추구
하는 사람도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하며, 문화 차이 때
문에 상대를 차별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지도
의 핵심이다(Ibid., p. 258).

사실 본 단원은 우리가 현재 미흡한 수준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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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가져야만 하는 공동체 정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
녀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받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혹은 한국말이 어눌하다고 괴롭힘을 당하여 고통 혹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
회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무려 37%에 달하였다. 심지어는 “너희 나라
로 돌아가라”와 같은 극단적인 말을 듣는 경우도 21%에 달하였다. 이들
은 단지 외국인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의 대상이 된 것이다. 
게다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상당수는 가정 형편도 어려워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까지 당해 공부에 흥미를 
아예 잃거나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많은 지경이다(조선일보, 
2012, 01. 10). 

따라서 다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
한 사고와 사회관을 넓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와 관련한 영
역이야말로 도덕적인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관련하여 우리의 도덕과 교육
이 가지는 역할과 기대가 커지는 부분이다. 문화 역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개인(혹은 시민)이 만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문
화에 대한 존중은 곧 개인에 대한 존중이며, 문화에 대한 편견은 곧 개인
에 대한 편견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단원은 문화적 담론을 중심으로 지향
해야 할 공동체 의식을 제안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문화 그 이전
의 ‘개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 역시 보여주고 있다. 다문
화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하며 그들이 누리는 복지와 행복
을 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도덕적 시민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요소로서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7단원도 공동체와 관련한 내용을 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8단원은 ‘공정한 생활’이다. 단원명에서부터 쉽게 알 수 있듯
이, 본 단원의 목표는 정의를 중심으로 한 도덕적 시민성의 함양이다. 다
음의 ‘지도 요소 설정의 취지 및 지도의 핵심’은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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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단원은 ‘우리ㆍ타인ㆍ사회와의 관계’ 영역의 ‘공정한 행동’이라는 지
도 요소ㆍ주제에 해당된다. 관련 가치ㆍ덕목은 ‘정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성실’, ‘용기’ 등이 관련되어 있다. 인간이 공동체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조화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공정한 삶의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공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행동
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지도의 핵심이 있다(교육과학기술
부, 2011a, p. 284).

도덕과 교육에 있어서 공정한 삶에 대한 교육은 ‘정의’에 관한 담론을 어
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즉, 각자에게 적합한 ‘몫’이 무엇이고 그
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이와 같은 정치철학적 고찰이 
담겨 있다. 

어느 한 공동체 내에서 자원의 분배 방식과 관련하여, 그것이 합리적이
지 않거나 공유된 이해에서 오는 사고방식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사실상 현대 사회
가 경험하는 수많은 불가피한-그러나 많은 경우 가치 없는-갈등들이 바
로 이러한 정의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정의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곧 사회적 합리성의 부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
다. 흔히 자조적인 말투로 혹은 때에 따라서 격앙되게 표현하는 “사회가 
불합리해” 혹은 “이 사회는 참 불공평해”와 같은 말들은 바로 특정 공동체
가 가지고 있는 정의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
도 요소의 도덕교육적 이론 배경’에서도 이와 같은 정의가 가지고 있는 고
유의 특성이 잘 기술되고 있다.

 공정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
인 덕목으로, ‘각자에게 그의 몫’을 이라는 명제로 표현된다. 이러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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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적 관념을 바탕으로 사회의 공동선 창출과 분배 및 사회적 협동 체제
의 구조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정의이다. 이를 길러 가
기 위해서는 가역적 사고와 상호성의 관점 그리고 이에 기반한 역할 채
택의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
(Ibid., p. 284). 

정의로운 시민은 도덕적 시민성이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 중의 하나이
다. 이는 개인의 ‘몫’에 대한 담론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 그 구성원들이 누
릴 수 있는 조화로운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논의를 다루는 본 단원은 공동체 의식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3개 단원들의 내용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경험할 수 있는 피해
나 고통을 최소화하고 복지와 행복을 최대화하기 위한 공동체 정신과 관련
되어 있다. 그것이 상황에 따라 법과 규칙의 준수, 다문화에 대한 관용, 그
리고 정의에 대한 합리성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고 본질적
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도덕적 공감이 내포하
고 의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단
원들은 위 3개 이외에도 물론 존재한다. 공동체와 관련한 주요 가치ㆍ덕목
이라는 것이 단원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단원들이 목표 면에서 그리고 내용 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공동체 의
식을 표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선정되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다른 단원
들, 예를 들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주요 가치ㆍ덕목들이 목표와 내용의 
중심을 이루다가 공동체와 관련한 문제가 잠깐 등장하는 경우는 모두 논외
로 하였다. 

(2) 민주주의 이념 실천

초등도덕과 지도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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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도덕적 자질과 품성 형성 역시 도덕적 시민성 계발에 있어서 중
요한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다. 도덕적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특정 공동체 
내에서 다루어진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의 정치적 성향으로부터 영향을 받
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치적 성향은 곧 법과 규칙과 같은 사
회 제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시민적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다면 6학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역
시 3개의 단원, 즉 3단원 ‘우리 함께 지켜요’, 7단원 ‘다양한 문화 행복한 
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8단원 ‘공정한 생활’이 우리나라가 실천하는 민
주주의 이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3단원 ‘우리 함께 지켜요’에서는 어떠한 민주주의적 이념이 드러나
고 이를 교육시키고자 하는지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시민성 교육은 시민 
사회(civil society)의 근본이 된다. 이때 시민 사회는 민주주의 이념을 전
제로 하는 것인데, 그 이념은 민주주의적 시민성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
으로서의 포용(inclusion), 유대(association), 그리고 숙고(deliberation)의 
원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시민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시키는 것의 중
심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신념, 즉 시민 사회로부터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민 사회를 구성하는 체제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Jenlink, 2002, p. 395). 따라
서 체제의 구성과 그것의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법과 규칙은 민
주주의적 이념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
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한 철학적 이해 역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Moniruzzaman, p. 92, in CSID Second Annual Conference, 
2001). 지도서의 ‘지도 요소의 도덕교육적 이론 배경’을 보면 이와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곧 법이 없는 사회는 존
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살아가다 보면 그 중에는 자신
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고 이때,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는 혼란스럽게 된다. 법과 규칙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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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하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적 규범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스스로 지키기
로 약속한 규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을 지키는 것
은 당연한 의무이다. 또한 법과 규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옳다고 믿
으며 자율적으로 지키려는 준법 태도가 꼭 필요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p. 154).

법과 규칙은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 혹은 
의무와 관련이 있다. 지도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
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Ibid., p. 154)이다. 법과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는 보장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
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역시 자신들의 안녕과 복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본 단원은 바로 이와 관련한 의무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곧 민주시
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시민적 철학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단원 ‘다양한 문화 행복한 세상’ 역시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성(diversity)에 
관한 담론이 대단히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유럽 의회(the Council of 
Europe)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여 민주주의적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민주주의적 시민성은 배타성
(exclusion)보다는 포용성(inclusion), 배제(marginalisation)보다는 참여
(participation), 그리고 투표와 같은 단일 과정적 문제(simple procedural 
issues)보다는 문화와 가치들(culture and values)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시민성의 이해와 실천 형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Starkey, 2002, p. 8). 또한 유럽 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적 시
민성을 위한 핵심적인 인지 기능으로 인권의 원리들과 가치들에 대한 지식
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Ibid., p. 16). 

따라서 민주주의적 시민성은 인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중시하여 배타
적이거나 편협하지 않은 시민정신의 함양을 포함하고 있다. 7단원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의 함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것은 지도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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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과 주요 지도 내용 및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문화의 의미와 차이를 알고 각각의 문화가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상호 가치의 존중을 위한 과정이다. 수업에서는 문화의 중요성
이 상호 인정되도록 하며, 각각의 문화는 역사와 여러 환경에 의한 것이
며 존중되어야 함을 알게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으려는 태도임을 확인하고,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노
력과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p. 258).

문화적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는 정치적 민주주의 개념의 중요
한 연장(extension)이다(Banks, McGee Banks, Cort'es, Hahn, 
Merryfield, Moodley, Murphy-Shigematsu, Olser, Park, & Parker, 
2005, p. 17).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문화를 인식하고 유지 및 
발전시키는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 중 하나인 인권의 도덕적 가치를 인식한
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 도덕적 가치를 무시함
으로써 그 사람에게 고통을 유발시킨다면, 그것은 도덕교육적 맥락에서 용
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다양한 문화 행복한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지도하
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와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지막 단원으로 8단원 ‘공정한 생
활’을 선택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의 이념은 정치적 평등과 연
결되어 있다(Saunders, 2010, p. 148). 그리고 시민성의 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배적 원리는 바로 평등이다. 각 시민의 상태는 평등하며, 
각 개인은 동등한 정도의 자유와 권리들을 향유한다(Miller, 1999, p. 
30). 그리고 평등은 시민들 사이의 관계를 통제하는(governing) 정의의 
일차적 원리이다(Ibid., p. 31). 그러므로 평등은 민주주의의 이념에서 ‘정
의’라는 요소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철학이 될 수 있다.

본 단원은 바로 이러한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한 생활’에서 
다루는 ‘각자에게 그의 몫’은 결국, 평등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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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무엇이 진정한 평등인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동체 구
성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본 단원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지
도서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도의 주안점과 주요 지도 내용 및 방법’에서 다
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이 지도 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공정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바르게 이
해하고, 공정한 삶과 관련된 사고와 판단 및 실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의 여러 의미를 이해하고 각자에게 합당한 
대우와 몫을 분배하는 것, 공정과 그 속에 담긴 기본 정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일, 공정이 잘 준수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일 등을 통해 공정한 삶의 자세를 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또는 가상의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의
해 보거나 문제 해결의 학습 활동을 하면서 올바른 도덕 판단 및 합리적 
의사 결정의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지도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p. 284). 

중요한 것은, 기술된 바, 과연 각자에게 합당한 대우와 몫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양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분배를 일컫는 것이 아니
다. 그것은 공정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요구한다. 지도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과서도 공정의 실천과 관
련한 여러 결과들이 담긴 지문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엄한 평등의 이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인
도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 이념이 실제 수준에서 표현되는 
바를 잘 짚어내고 있다고 보인다.

공동체 의식과 관련한 내용과 같이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천한 내용들도 
위의 3개 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각 단원은 의무 혹은 책임, 다양성, 그
리고 정의 및 평등과 관련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철학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포함한 다른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하나의 이상을 포함하
고 있으며, 따라서 만일 이들이 거부되었을 경우 해당 개인에게는 고통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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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해가 동반되고 그로 인하여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민주
주의적 이념은 훼손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도덕교육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도덕적 공감이 가지는 의미는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6학년의 10개 단원 중 민주주의적 가치와 관련한 단원들은 이 외
에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공동체 의식 관련 단원 선정과 같이, 민주주의적
인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위의 3단원
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비록 부분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이 언급되고 
다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전체 목표와 내용이 그것을 중심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과감히 제외시켰다. 

 
3. 수업의 전개

도덕적 공감 수업의 전개는 도덕적 공감의 평가 모델 원리를 반영하고 
그 구조를 발전 및 확장 시킨 모형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단원의 경우 앞
서 제시된 3개 단원을 선정하고-단원 당 3차시로 구성되는 교육과정 편
성 방식을 준수하여-그로부터 총 9차시 분량의 수업을 계획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 근거한 수업들이 된다.

이때 투입되는 자료는 철저하게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에서 제시되
는 지문들에 한정시키며, 수업 모형에 따른 수업의 진행은 모형 구조에 따
라 해당 지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만 변형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
다. 이는 변인 통제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 이외의 
추가 자료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들 모두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통일한
다. 예를 들어, 동기 유발에서 사용되는 자료나 정리 단계에서 활용되는 
자료들 역시 모두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것들을 따르되,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서는 이들 중 문제 사태가 드러난 지문에 대하여 그 교수 및 학습 
구조를 교과서의 틀이 아닌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고유의 틀로 재구성하
여 제시한다. 

수업과 관련한 평가의 경우, 개발된 측정 도구를 이용한 한 사후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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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주제
단원의 구성

주요 제재 내용 차시 내용

3. 
우리 
함께 

지켜요
준법

1
법과 규칙의 
중요성 알고 

실천하는 
마음 가지기

생명을 구한 준법: 법을 지켜 사
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야기/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이야
기

2

법과 규칙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을 
알고 실천하는 
마음 가지기

학급 규칙: 학급 규칙을 제정할 
때 개인의 중요한 사정을 고려해
야 하는지와 관련한 이야기

3
법과 규칙의 
제정 방식을 

알고 실천하는 
마음 가지기

휴대 전화: 휴대 전화 사용과 관
련하여 학급에서 어떻게 규칙을 
제정할지에 관한 이야기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따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대신 수업 시간 내에서는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반응을 살피며 수업 흐름 등을 조절하는 것
으로 평가를 대체한다. 

각 단원의 구성 및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또
한 이어질 수업 지도안을 중심으로 한 전개 사례의 경우 예시적 차원에서 
1개 단원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지면 관계 상 부록 6에서 다루기로 한다.

(1) 단원의 구성 및 주요 제재 내용

3개 단원의 주제와 그에 따른 내용 구성, 그리고 핵심적인 제재들의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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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양한 
문화 

행복한 
세상

다문화

1

문화의 의미와 
관용의 

중요성을 알고 
문화 존중의 
마음 가지기

다민이의 고민: 인도 여행을 하
면서 손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지
에 관한 이야기

2

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관용적인 태도 

가지기

도현이의 세상 들여다보기: 세계 
여행을 하던 중 여러 나라의 서
로 다른 문화에 대해 생각하는 
이야기

3
다양한 문화 

공존의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태도 가지기

우리가 가진 편견을 극복하는 방
법: 여행객들이 다른 나라 문화
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모습과 
관련한 이야기

8. 
공정한 
생활

공정

1
공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공정한 생활의 
마음 가지기

달리기 대표: 학급 대표를 뽑는 
달리기에서 누구를 뽑아야 하는
지에 관한 이야기

2

공정한 
생활에서 

고려할 사항을 
알고 실천하는 
마음 가지기

지혜의 일기: 모둠 활동을 하며 
공정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 상황
들을 겪는 이야기

3

공정한 생활의 
사례를 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 가지기

탐구주제 1: 학급 내 1인 1역 
정하기와 관련하여 무엇이 공정
인지 생각하는 이야기
탐구주제 2: 다문화 가정의 아이
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
탐구주제 3: 공정 무역의 의미와 
관련한 이야기

[표 6] 단원의 구성 및 주요 제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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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48

◆ 전시 학습 확인
◎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잠깐 떠올
려 봅시다.
◆ 동기 유발
◎ ‘마음 열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그림은 
어떠한 상황들을 말하고 있나요? 그 그림들
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 왼쪽 그림에서 사람들은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며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 오른쪽 그림에서는 한 아이가 엄마와 함
께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 학습 목표 확인
◎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처럼 
법과 규칙과 관련하여 공부를 할 것입니다. 
법과 규칙을 지키는 이유와 중요성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2) 전개 사례: 6학년 3단원 ‘우리 함께 지켜요’

단원명 3. 우리 함께 지켜요 차시 1차시
주제 준법 학습

모형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지도
대상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쪽수 48~53



- 177 -

수업단계 교과서 교수ㆍ학습 활동

전
개

문제 사태의 
제시

49-
51

◆ ‘생명을 구한 준법’ 이야기 읽기

피해 대상 
탐색

◆ 피해자 분석하기
◎ 이야기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누
구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흰색 차와 부딪친 보라색 차의 운전자입
니다.182) 흰색 차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
고 가다가 보라색 차와 사고를 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피해 대상 
상황 탐색

◆ 피해자의 입장 분석하기
◎ 보라색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라고 하였는
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사고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 그 운전자는 사고로 인하여 다칠 수도 있
으므로 매우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운전자는 그러한 사고를 절대 원하지 않
았을 것입니다. 
◆ 피해자 공감하기
◎ 여러분이 보라색 차의 운전자였다면 기분
이 어떠하였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고 한 단
어로 느낌을 표현하여 봅시다.
- 제가 그 운전자였어도 아주 기분이 안 좋
았을 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서 ‘짜증’이 납니다.
- 제가 그 운전자였다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제 느낌을 표현
하는 단어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 피해자 상황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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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의 
타당성 탐색

◎ 보라색 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였는
데, 이를 당연하다고 혹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봅시다.
- 보라색 차의 운전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흰색 차의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
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제
가 그 운전자라면 매우 억울할 것 같습니다.
◆ 평가 근거 기술하기
◎ 한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행
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처럼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
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분
명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적인 행위 때문에 법과 규칙을 어기
게 되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입니다.

도움의 방법 
탐색 및 
정당화

◆ 도움의 방법 및 종류 선택하기
◎ 여러분 말대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은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가 일
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흰색 차의 운전자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보라색 
차의 운전자가 불쾌하거나 다치지 않게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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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었을까요?
- 규정 속도를 지키고 교통 신호를 어기지 
말았어야 합니다.
- 법과 규칙을 어기지 말고 잘 준수하였어
야 합니다. 
- 아무리 급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
지 않기 위해 정해진 규칙을 어기지 말았어
야 합니다. 
◆ 도움의 도덕적 의미 찾기
◎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즉 아
무런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
지 않기 위하여 법과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
은 도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요?
-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므로,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 자신의 이기적인 편리함을 억누르는 것이
므로,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 법과 규칙을 ‘책임’ 있게 지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 준법에서 도덕의 의미 확인하기
◎ 결국 법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
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공
자’의 이야기를 보며 말 하여 봅시다.
-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올바른 삶을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도덕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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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정리 및 
실천 의지 

강화
52-
53

◆ 배운 내용 정리하기
◎ 배운 내용을 상기하여 봅시다. 누구의 잘
못으로 사고가 났고 피해자는 누구였나요?
- 흰색 차 운전자의 이기심 때문에 보라색 
차 운전자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 보라색 차 운전자는 피해를 입어도 되는 
상황이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흰색 차 운전
자는 사전에 어떠한 행동을 하였어야 했나
요?
- 보라색 차 운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
니다. 흰색 차 운전자는 자신의 이기심을 버
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법과 규칙을 
어기지 말았어야 합니다.
◎ 여러분이 흰색 차 운전자였다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요?
-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법과 규칙을 어기지 않았을 것
입니다.
◎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규칙에는 어떤 것
들이 있는지 교과서를 보며 살펴보고, 그것
들의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 법과 규칙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불필
요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있습니다. 다
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 반성하고 다짐하기
◎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을 부르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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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생활을 반성하여 보고, 앞으로 법과 규
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법과 규칙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182) 1차시의 주요 지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보면, 불합리하게 사고를 당한 보라색 차
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피해 대상에 대한 언급과 그에 대한 분석은 도덕적 공감 수
업 모형만의 유효한 교수ㆍ학습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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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54

◆ 전시 학습 확인
◎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잠깐 떠올
려 봅시다.
◆ 동기 유발
◎ ‘마음 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나요? 준수네 반의 문제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준수네 반에서 지각생이 많아지는 바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급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 지각생은 남아서 교실 청소를 하는 새로
운 학급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 학습 목표 확인
◎ 법과 규칙을 지킬 때 오히려 새로운 문제
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은 법과 규칙
을 지킬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공부할 것입
니다.
법과 규칙을 지킬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고 이를 실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전
개

문제 사태의 
제시

55-
58 ◆ ‘학급 규칙’ 이야기 읽기

단원명 3. 우리 함께 지켜요 차시 2차시
주제 준법 학습

모형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지도
대상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쪽수 54~59



- 183 -

수업단계 교과서 교수ㆍ학습 활동

피해 대상 
탐색

◆ 피해자 분석하기
◎ 이야기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누
구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준서입니다. 가정 상황 때문에 일부러 지
각하는 것이 아닌데도, 늘 남아서 벌로 청소
를 하고 있습니다. 경준이의 말처럼, 준서는 
그 규칙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대상 
상황 탐색

◆ 피해자의 입장 분석하기
◎ 준서가 피해자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준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요?
- 준서는 분명히 가정 사정 때문에 지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자신이 늘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 괴롭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 피해자 공감하기
◎ 여러분이 준서였다면 기분이 어떠하였을
까요? 잠시 생각해 보고 한 단어로 느낌을 
표현하여 봅시다.
- 제가 준서라면 계속 청소를 해야 하기 때
문에 ‘귀찮을 것’ 같습니다. 
- 제가 준서였다면 예외 없는 규칙 때문에 
‘힘들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의 
타당성 탐색

◆ 피해자 상황 평가하기
◎ 준서가 계속해서 지각을 하고 또한 거의 
혼자 청소를 하는데, 이를 당연하다고 혹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준서의 입장
에서 생각하여 봅시다.
- 비록 준서가 학급 규칙을 어긴다고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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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부모님을 대신하여 동생들을 챙겨주어
야 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
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규칙만 지키게 
하는 것은 준서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 같습
니다. 
◆ 평가 근거 기술하기
◎ 예외 없는 규칙의 적용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외 없는 법과 규칙이 사정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요?
- 법과 규칙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 법과 규칙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므
로, 사람의 여러 사정과 상황을 생각한 예외
도 있어야 합니다. 

도움의 방법 
탐색 및 
정당화

◆ 도움의 방법 및 종류 선택하기
◎ 여러분 말대로 아무리 규칙이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
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을 줄이기 위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준
서가 억울하지 않게 될까요?
- 준서와 같이 개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학급 규칙을 지키는 데 있어
서 예외를 만들어야 합니다.
- 준서의 입장에서 학급 규칙을 지킬 때, 그



- 185 -

수업단계 교과서 교수ㆍ학습 활동
것이 가혹한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고 
수정을 해야 합니다. 
◆ 도움의 도덕적 의미 찾기
◎ 법과 규칙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억울하게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과 규칙
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수정하
고자 하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 고통 받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므로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 잘못된 법과 규칙
을 수정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 고통 받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 준법에서 도덕의 의미 확인하기
◎ 결국 법과 규칙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법과 규칙 때문에 오히려 고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야 합니
다.
- 개인의 억울할 수도 있는 사정을 잘 생각
해 보아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
다.

정
리

정리 및 
실천 의지 

강화

58-
59

◆ 배운 내용 정리하기
◎ 배운 내용을 상기하여 봅시다. 준서는 왜 
고통 받고 있었나요?
- 학급 규칙에 예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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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서는 벌을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었나
요? 그렇지 않다면, 준서를 위하여 준서네 
반 친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비록 준서가 지각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준서를 위하여 학급 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분이 준서네 반 친구들이었다면 어떻
게 하였을 것인가요?
- 준서나 준서처럼 학급 규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고통 받는 친구가 있지는 않은지 살
펴보고 그것을 반영하여 수정할 것 같습니
다.  
◆ 반성하고 다짐하기
◎ ‘나 하나 꽃 피어’를 다 같이 읽으면서 준
법의 자세에 대한 마음을 다져 봅시다.
◎ ‘지혜의 샘터’에 나오는 ‘교통 경찰관과 
선생님’을 읽어보며 자신의 생활을 뒤돌아  
봅시다.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법과 규칙을 어떠한 방식
으로 만드는지 생각해 보고 또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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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60

◆ 전시 학습 확인
◎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잠깐 떠올
려 봅시다.
◆ 동기 유발
◎ ‘마음 열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 그림들
을 살펴봅시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2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결과 그림 3
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 그림 1에서는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 교통
사고 피해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
다.
- 그림 2에서는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졌음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림 3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 생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학습 목표 확인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칙을 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법과 규칙을 어떻게 
정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단원명 3. 우리 함께 지켜요 차시 3차시
주제 준법 학습

모형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지도
대상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쪽수 60-65



- 188 -

수업단계 교과서 교수ㆍ학습 활동
법과 규칙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드는지 알
고, 이를 실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전
개

문제 사태의 
제시

61-
64

◆ ‘휴대 전화’ 이야기 읽기

피해 대상 
탐색

◆ 피해자 분석하기
◎ 이야기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누
구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수업 시간에 울린 휴대 전화 소리를 들은 
영철이네 반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영철이네 
반 수업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피해 대상 
상황 탐색

◆ 피해자의 입장 분석하기
◎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하였는데, 그
렇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다가 휴대 전화 소
리 때문에 흐름이 끊겼으므로 기분이 안 좋
을 것입니다.
- 선생님도 수업 하시다가 휴대 전화 때문
에 교실이 시끄러워졌으므로 불쾌해 하실 것 
같습니다.
◆ 피해자 공감하기
◎ 여러분이 영철이네 반의 사람들이었다면 
기분이 어떠하였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고 
한 단어로 느낌을 표현하여 봅시다.
- 수업을 방해 받았으므로 ‘화’가 날 것 같
습니다.
- 제가 선생님이라면 수업이 끊겼으므로 ‘짜
증’이 날 것 같습니다.



- 189 -

수업단계 교과서 교수ㆍ학습 활동

도움의 
타당성 탐색

◆ 피해자 상황 평가하기
◎ 영철이네 반의 사람들이 수업을 방해 받
았는데, 이를 당연하다고 혹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철이네 반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봅시다.
- 수업 시간에 울린 휴대 전화 소리 때문에 
수업이 방해 받은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따
라서 영철이네 반 사람들은 그러한 방해를 
절대로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평가 근거 기술하기
◎ 수업 시간에 켜 놓은 어느 한 사람의 휴
대 전화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
니다. 이처럼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남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으로 많은 사람
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
다.
-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도움의 방법 
탐색 및 
정당화

◆ 도움의 방법 및 종류 선택하기
◎ 여러분 말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영철이네 반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
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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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 내에서 휴대 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규칙을 만듭니다.
- 수업 중에는 휴대 전화를 꺼 놓고, 이를 
어길 시 선생님께 맡깁니다.
- 수업 중에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
다. 
◆ 도움의 도덕적 의미 찾기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법과 규칙을 만드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 피해 받는 사람을 없게 하기 위한 ‘정의’
로운 행동입니다.
- 자유는 누리되 ‘책임’ 있게 행동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 법 제정에서 도덕의 의미 확인하기
◎ 결국 법과 규칙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다른 사람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
니다.
- 다른 사람의 생활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합니다.

정
리

정리 및 
실천 의지 

강화

64-
65

◆ 배운 내용 정리하기
◎ 배운 내용을 상기하여 봅시다. 영철이네 
반은 무엇 때문에 피해를 보았나요?
- 수업 중에 울린 휴대 전화 때문입니다.
◎ 영철이네 반의 피해는 당연한 것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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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렇지 않다면, 영철이네 반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휴대 전화 소리 때문에 수업이 중단되고 
반이 시끄러워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
니다. 영철이네 반은 휴대 전화 사용과 관련
하여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 여러분이 영철이네 반 친구들이었다면 어
떻게 하였을 것인가요?
- 학급에서 휴대 전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규칙을 만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에는 휴대 전화를 꼭 끄기” 등의 행
동 수칙을 만듭니다.
◆ 반성하고 다짐하기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를 보면서 준법의 
마음을 다져 봅시다.
◎ 교과서 65쪽의 빈 칸을 채워보며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것을 정리하여 봅시다.
◎ ‘마음에 새겨 둡시다’와 ‘더 공부해 봅시
다’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보고 준
법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생활을 다짐해 봅시
다.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문화의 의미와 관용의 중
요성을 알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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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적용 및 효과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3개 단원의 구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해당하

는 수업 지도안183)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 결과를 그 전반적 설계 구
조 및 과정과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1. 연구 설계

본 절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대상과 절차 그리고 그 체계 및 방법을 중심
으로 연구가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연구 대상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총 84명으로, 모두 인천의 A 초등학교 6학년 3개 
반에 해당하는 학생들로 편의 표집 되어 구성되어 있다. 실험 대상을 인천 
지역에 국한시킨 것은 본 실험을 진행한 연구자의 생활권 및 거주지가 인
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험 집단 및 비교 집단들의 대상 학교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학업 성취
도, 경제적 수준, 혹은 학교 분위기 등에 대한 학군이나 학교의 선호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또한 집단 자체의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반별 학업 성취도나 학급 분위기 등과 같은 사항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실험 진행과 관련한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서 고려된 변수는 단 하나, 즉 
학년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구분 및 그 수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183) 앞서 밝혔듯이, 첫 번째 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들, 즉 7, 8단원의 수업 지도안은 
부록 6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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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분 인원 사전 검사 참여자 사후 검사 참여자
실험 집단 28 28 28

비교 집단 1 28 28 28
비교 집단 2 28 28 28

[표 7] 연구 대상자 구분 및 수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 단계는 이미 앞
에서 언급된 사항들이다.

첫째,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관련 이론이 담긴 문헌
들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하고, 모형 제작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성한
다. 

둘째,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초등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을 위
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개발한다.

셋째,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효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
발한다. 도구는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양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학생들의 인지 수준과 판단 능력을 고려하여 관련 문
항을 개발한다. 도구의 개발 후에는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고 수
정 작업을 거쳐 최종 문항을 확정한다. 

넷째,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들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의 점수와 관련하여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분산과 평균의 
동질성 정도를 확인한다. 

다섯째, 사전 검사 후 6학년 도덕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 실
험 집단을 대상으로는 시민성 관련 단원 3개 9차시 분량의 수업을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주 1회씩 직접 9주간에 걸쳐 가르친
다. 비교 집단 1은 시민성 관련 단원 3개 9차시 분량의 수업을 교과서의 
내용 및 구조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주 1회씩 직접 9주간에 걸쳐 가르친다. 
비교 집단 2는 시민성과 관련 없는 다른 단원들을 연구자가 아닌 해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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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담임교사가 주 1회씩 9주간에 걸쳐 가르친다.
여섯째, 9주간의 수업이 끝난 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들에게 사후 검

사를 실시하고 비교하여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효과가 유의미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검사한다. 

일곱째, 실험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수업 만족도
를 살펴보고 수업 모형에서 반영하여야 할 점을 분석 및 적용한다. 

여덟째, 연구 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분석한다. 
지금까지의 절차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서 내용
1 관련 이론 문헌 연구
2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개발
3 측정 도구 개발

실험 연구 개시
4 1주차 사전 검사
5 2주차 6학년 도덕 3단원 1차시 수업
6 3주차 6학년 도덕 3단원 2차시 수업
7 4주차 6학년 도덕 3단원 3차시 수업
8 5주차 6학년 도덕 7단원 1차시 수업
9 6주차 6학년 도덕 7단원 2차시 수업
10 7주차 6학년 도덕 7단원 3차시 수업
11 8주차 6학년 도덕 8단원 1차시 수업
12 9주차 6학년 도덕 8단원 2차시 수업
13 10주차 6학년 도덕 8단원 3차시 수업
14 11주차 사후 검사
15 12주차 실험 집단 인터뷰
16 결과 분석 및 적용

[표 8] 연구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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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통계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istics 20T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통계 처리 한다. 

첫째, 사전 및 사후 검사에 활용될 측정 도구와 관련해서는, 그 정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타당도 검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는 각 딜레마 별 및 하위 요인 별로 구체적인 검증이 진행되어, 일정 수준
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도출될 때까지 도구의 수정 및 반영을 반복한다.

둘째, 사전 검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종류의 분산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우선 일원분산분석(one-way or univariate ANOVA)으로 세 집단 사이
의 사전 검사 총합을 비교하여 동질성을 검증한다. 그 다음으로 다변량 분
산분석(multivariate ANOVA)을 이용하여 세 집단 사이에서 측정 도구의 
각 하위 요인들184), 즉 사실 지각, 결과 지각, 그리고 책임 지각 점수에 
따른 동질성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는 점수 및 집단 별 도수 분포
(frequency distributions)를 확인하여 그것들이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185)

셋째, (분석 결과 사전 검사로부터 세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였으므
로) 사전-사후 검사 차이와 관련하여 사전 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의 분산분석 방법을 시행한다. 먼저 사후 검사 점수에서 사전 검사 점
수를 제외한 전체 통계량을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세 집단 사이의 차이
를 검증한다. 여기서 각 집단 간 차이는 쉐페(Scheffe) 검증을 활용하여,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적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 유의
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다변량 분산분석을 활용하
여 세 집단에서 측정 도구의 각 하위 요인들, 즉 사실 지각, 결과 지각, 그
리고 책임 지각의 사후 검사 점수로부터 사전 검사 점수를 제외한 각 통계

184) 각 하위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곧 이어질 2절에서 제시된다.
185) 도수 분포 및 정규 분포 여부를 보는 것은 해당 자료의 시각적 확인 이외에 일원분

산분석과 다변량 분산분석을 이용할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점검하는 의미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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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명 실험 설계 처치 내용

실험 집단 O1  X  O2

O1: 사전 검사
O2: 사후 검사
X: 도덕 교과서-도덕적 공감 수   
    업 모형의 적용, 연구자에 의  
    한 수업

비교 집단 1 O3  C  O4

O3: 사전 검사
O4: 사후 검사
C: 도덕 교과서, 연구자에 의한    
    수업

비교 집단 2 O5  X  O6
O5: 사전 검사
O6: 사후 검사

[표 9] 집단 구성 및 처치 내용

량의 수치를 알아보고, 집단 간 차이는 터키(Tukey) 검증을 이용하여 그 
정도를 살펴보아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적용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
단들에 비해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확인한다.

넷째,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도출되는 점수 및 집단 별 도수 분포
를 함께 확인하는데, 이것은 각 경우에 상호 드러나는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른 처치 내용은 다음의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들이 사용하는 자
료는 전적으로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지문 등과 같은 내용들로 한정시킨다. 
즉, 동기 유발 자료부터 시작하여 정리 자료에 이르기까지 그 어떠한 별도
의 학습지나 영상물 등은 투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일한 독립 변인은 교
과서의 지문들을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구조 및 단계에 따라 해석하는 
수업을 받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이다. 실험 집단은 사전 검사 
후 도덕 교과서의 시민성과 관련한 단원들(3, 7, 그리고 8단원)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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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 수업 모형에 따라 연구자에 의하여 수업을 받는 집단이다. 비교 집
단 1은 사전 검사 후 도덕 교과서의 시민성과 관련된 단원들(3, 7, 그리고 
8단원)을 활용하되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아닌 교과서의 구조와 발문
을 그대로 따라 연구자에 의하여 수업을 받는 집단이다. 비교 집단 2는 도
덕 교과서를 활용하되 시민성과 관계없는 단원들(2, 4, 그리고 5단원)을 
연구자가 아닌 해당 집단의 담임교사에 의하여 수업을 받는 집단이다. 여
기서 비교 집단 2를 설정한 까닭은 아예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의 결과를 알아보고 다른 집단들과 상호간 비교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후 
검사에 있어서 사전 검사의 효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숙도를 살펴보기 
위함도 있다. 

2. 측정 도구 설계

본 절에서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 사용되는 측정 도구를 어떠한 이
론에 기반을 두고 개발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
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다루기로 한다. 

(1) 이론 및 선행 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 도구는 기본적으로 레스트의 4 구성요소 모형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볼커의 도덕적 민감성 검사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본 측정 도구가 이론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레스트의 이
론을 살펴보자. 김항인(Rest, 1986, pp. 4-5: 김항인, 2004 재인용)은 4 
구성요소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86)

186) 이어지는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 윤리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사 도구 
개발 연구』의 제 2장 ‘이론적 배경’ 중, 본 연구자가 참여하여 집필한 제 3절 ‘정보 윤
리 감수성의 이해’ 부분에서 제 1항 ‘도덕 감수성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인용한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정보 
윤리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사 도구 개발 연구』, pp.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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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4 구성요소 모형이론에 따르면 도덕성의 발달 혹은 도덕적 행동이 
하나의 단선적인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은 거부된다. 레스트의 4 
구성요소 모형이론 안의 각 과정들은 다른 과정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각 과정의 요소들은 독특한
(unique)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요소에서 탁월성을 보이는 
행위자가 다른 요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매우 세련되고 정
련된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느 행위자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도덕적인 행동을 이끄는 의지가 강한 어
느 행위자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레스트에 따르면, 도덕성은 어느 하나의 요인이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
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복수의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Ibid., p. 3). 

둘째, 레스트는 도덕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전통적인 접근, 즉 그 기본 요
소들을 세 가지 부분, 인지, 정의 그리고 행동으로 구분하며 설명하지 않
는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도덕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지 발달
론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사고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정신분석학자들
은 정서를 연구하며,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주로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이론가들에 의하면,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이 도덕성의 기본적인 요소
들이며 각기 독특한 발달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레스트는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며, 정서가 배제된 인지는 없으며 동시에 인지가 배
제된 정서도 없고 정서나 인지로부터 분리된 도덕적 행동 역시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실제적인 도덕 현상에 있어서 도덕성의 인지는 언제나 
정서와 관련되어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며 두 요소는 동시에 도덕적 행
동을 이끌어내는 데 깊이 관련되어 있다. 레스트의 4 구성요소 모형이론 
안에는 인지와 정서가 각기 독립적인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
용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Ibid., p. 3). 

셋째, 4 구성요소 모형이론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 특성들이 아닌, 도덕적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레스트의 이론은 이상적인 도덕적 인간이 어떻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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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지 혹은 그러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행위자가 어느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련의 특별한 행동을 어떻
게 하는지를 분석하는 단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4 구성요소 모형이론
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다
(Ibid., pp. 3-4). 

넷째, 4 구성요소 모형이론에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들은 시간의 흐
름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요소진행의 필연적 순서를 반영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결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으며 각 요소들의 복합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서 움직인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행위자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판단(제2 구성요소)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해석(제1 구
성요소)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즉, 레스트의 4가지 과정들은 
단지 도덕적 행동에 도달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논리적 
순서에 의해 제시된 것일 뿐이다(Ibid., p. 4). 

이러한 레스트의 4 구성요소 모형이론의 4가지 과정들은 다음과 같다. 
제1 요소는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이라고 레스트에 의하여 불
리며, 이는 가능한 행위들과 각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의 복지(welfar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포함한다(Volker, 1983, p. 
4). 즉, 상황을 파악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들이 있고, 각 행위
들이 그 상황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가의 관점에서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스스로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야”라고 말하거나 특정한 도덕적 규범 혹은 
원리들이 해당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st, 1986, p. 5: 김
항인, op. cit., p. 4 재인용). 도덕적인 민감성은 주어진 상황에서 도덕적
인 사안을 발견하고 파악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Ibid., p. 4). 

도덕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그것을 도덕적인 문제
로 인식하고, 가능한 여러 행위들을 생각하되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질지 고려한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이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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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고 파악하지 못하며, 가능한 여러 행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가지게 된다(Ibid., p. 4). 

나바에츠에 의하면,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지각, 도덕적 상상력, 공감
과 같은 인지적이고 정서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때 도덕적 
지각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도덕적으로 관련된 단서들을 이해하고 찾아내
는 능력을 포함한다. 도덕적 상상력은 관련된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효
과뿐만 아니라 행동의 대안적 방식을 개념화하는 것을 구성한다. 또한 도
움이 필요한 타인들에 대한 공감적 민감성은 흔히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과정의 기폭제가 된다. 그녀는 뇌과학 연구를 통하여 이 도덕적 민감성에 
대한 뇌 회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다(Narvaez & Vaydich, 
2008, pp. 289-313: 정창우, 2011, p. 277 재인용). 

이렇게 볼 때,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다른 사람의 복
지와 관련시켜 파악하여 도움을 포함한 도덕적 행위를 자극하는 도덕적 민
감성의 구조는, 앞서 언급한 도덕적 공감의 개념 구조와 매우 유사하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인류 보편성의 측면과도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레스트가 말하고 있는 도덕적 민감성은 사실상 도덕적 공감의 맥락
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며, 그 역도 성립할 수 있다. 

제 2요소의 과정은 도덕적 판단으로,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행위들을 형
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덕적 사고 발달에 관한 레스트(1979)와 콜버그
(L. Kohlberg, 1975)의 방대한 연구가 제 2요소를 대표하는데(Volker, 
op. cit., p. 4), 이는 가능한 행위들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도덕적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즉, 개인은 선택 가능한 사항들을 저울질하여 
보고,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다(문용린, 2004, p. 488: 김항인, op. cit., p. 4 재인용).

제1 요소인 도덕적 민감성이 가능한 행위의 대안들을 고려하고 그러한 
행위들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었다면, 제2 요소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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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능력을 설명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선택하고, 이를 정
당화할 수 있게 된다(Ibid., pp. 4-5).  

제 3요소는 도덕적 동기를 일컬으며, 실제로 의도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끔 하는 의사 결정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Volker, op. cit., p. 4). 도덕적 
동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가치와 의도들보다도 도덕적 가치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하고 그 가치를 실행하게끔 한다(문용린, 2004, p. 
488: Ibid., p. 5 재인용). 즉, 그것은 여러 갈등하는 가치들 중에서 도덕
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요소나 과정을 말한다. 사실, 제 1 그리
고 제 2구성요소를 거쳐서 어느 특정한 도덕적 행위를 선택하였다고 할지
라도 도덕적 가치를 압도할 수 있는 다른 가치나 동기에 의하여 그 행위
의 발현이 억압되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선택하고자 내린 의사 결정에 대하여 다른 경쟁적인 가치보다 도
덕적 가치가 더 많이 부여되어야 도덕적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데(문미
희, 2004, pp. 25-26: Ibid., p. 4 재인용), 바로 여기서 도덕적 동기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제 4요소는 도덕적 실행력으로서, 의도한 행위를 실행 혹은 
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Volker, op. cit., p. 4). 이는 자아 강도와 선택
된 행동을 수행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심리적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 3구성요소 단계로부터 의사 결정된 특정 도덕적 행위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장애
를 극복하고 지루한 것을 참고 견디는 등의 교육, 예를 들어 충분한 인내
와 수행능력 등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존감이 낮거나 자아 
통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도덕적 행위의 발현이 어려울 
수 있다(문미희, 2004, p. 26: 김항인, op. cit., p. 5 재인용).

이처럼 레스트의 4가지 구성요소는 어느 한 가지 요소를 결핍할 경우, 
개인은 도덕적으로 행위 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
시 말해서, 위 요소들은 모두 그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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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구성요소인 도덕적 민감성은 제 2요소부터 제 4요소에 이르기까
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는 데서 특히 그 중대성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인식하는 데 실패한 개인은 더 이상 도덕적
으로 이상적인 반응(제 2구성요소), 행위의 동기화(제 3구성요소), 혹은 
선택한 행위를 실행하는 것(제 4구성요소)을 형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레스트의 모형은 제 1구성요소부터 제 4구성요소에 이르기까지 일직
선상에서 파악될 필요가 없고, 각 과정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Volker, 
op. cit., pp. 4-6). 그러나 볼커가 지적하듯이, 도덕적 민감성이 나머지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은 시발적이라는 데서 매우 크다. 

또한 레스트는 도덕적 민감성을 “다른 사람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행위를 할 수 있거나 하고 있는 것 혹은 일반적인 관습이나 사회적 기
준을 어기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복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행위”를 인지하는 경향성이라고 하였다(Rest, 1981, p. 3: Ibid., p. 6 재
인용). 이렇게 볼 때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공감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
람의 복지를 목적론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도덕적 추론 혹은 도덕적 동
기화나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특별한 상황이나 문제가 지니고 있
는 도덕적 함의에 대하여 민감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민감성에서 ‘민
감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다양한 요인들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지각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인들의 경중을 느끼는 것을 
포함한다. 민감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 주위에 대하여 신중하고, 주의 깊
으며, 사리 분별이 있고, 예민한데다가 정확하려고 노력한다(Meyers, 
2004: 김항인, op. cit., p. 6 재인용). 한 개인이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생
각하여 온 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을 접할 경우, 이를 도덕적인 사안으로 여
기고 처한 상황에 대하여 도덕적 민감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Sadler, 
2004: Ibid., p. 6 재인용). 결론적으로 말해서, 도덕적 민감성은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한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그 사람의 복지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에 대한 도덕적 문제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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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을 일컫는다(Ibid., p. 6).
이와 같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덕적 민감성을 더욱 자세하게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종종 있어왔다. 김항인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아카
바야시 등(Akabayashi et al., 2004: Ibid., p. 6 재인용)은 도덕적 민감
성을 자율성과 대상자의 권리, 자애(복지)와 무해(無害), 정의와 맥락적 
특성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새들러(Sadler, 2004: Ibid., pp. 6-7 
재인용)는 도덕적 민감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타인의 반응이나 감정을 해석
하기, 사건의 원인과 결과 및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영향을 이해
하기, 그리고 감정이입과 타인의 역할 채택을 제시하였다(Ibid., pp. 6-7). 

이들과 맥락을 같이 하여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볼커는 상담사들의 
도덕적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덕적 민감성 검사 도구(Moral 
Sensitivity Rating Scale)를 개발하였다. 그는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 요
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지각(perception of the 
critical facts),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한 지각(perception of 
consequences to others), 그리고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지각
(responsibility to act)을 언급하였다(Ibid., p. 7).

첫째,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지각은 주어진 상황을 윤리적 딜레마를 가
진 것으로서 정의할 수 있게 하는 상호작용의 중대한 사실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첫 번째, 개인들, 집단들, 
제도와 관습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지식. 두 번째, 관계들의 원인과 결
과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다양한 행위로부터 예상되는 결과들
을 추정할 수 있는 능력. 네 번째, 전문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윤리적
이고 법적인 제재들에 대한 지식(Volker, op. cit., p. 38). 이 요인은 의
사 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영향을 받을 다양한 측면들을 지각하고, 결정
에 정당하게 영향을 줄 맥락적이거나 역사적인 요인들에 대한 민감성뿐만 
아니라, 주어진 문제들에 적용될 수 있는 가치나 원칙들의 범위들에 대한 
민감성도 포함한다(MacDonald, 2002: 김항인, op. cit., p. 7 재인용).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한 지각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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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결과들(potentially harmful 
consequences)의 인식을 포함한다. 물론 주어진 상황과 관련된 모든 당
사자들(all parties concerned)에게 언제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이 부분이 갈등을 형성시키며, 도덕적 민감성은 그것이 
발현될 때 이러한 갈등의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볼커는 상담사들을 위한 
딜레마를 만들었을 때 이를 이용하는데, 딜레마의 구성은 누군가의 복지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 혹은 집단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아야 하는가를 다룬다(Volker, op. cit., p. 39). 물론 그 ‘누군가의 복
지’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포기하
고 다른 사람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도덕적 민감성의 두 번
째 요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지각은 주어진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스스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민감한 사람(볼커의 글에서는 ‘상담사’)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 셋째 요인이 
없다면, 도덕적 민감성은 그저 개인들, 집단들, 그리고 관습들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인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단
순히 관심의 표명이 아니라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Ibid., p. 39).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은 서로 위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일 주체가 오로지 중요한 사실들만을 지각한다면, 그것들을 지각하고 다
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서로 다른 결과들을 인식하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덜 민감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지각과 다양한 사람들의 복
지가 갈등 속에 있다는 결론 없이 주어진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가장 훌륭한 도덕적 
민감성은 중요한 사실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들을 지
각하고 행위에 있어서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귀인 시키는 사람들에서 찾을 
수 있다(Ibid.,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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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도덕적 민감성에 대한 볼커의 견해가 언제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레스트의 모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덕적 민감성을 해석하는 경
우는 다양하며 볼커의 견해는 이 중 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볼
커가 구분하는 세 가지 요인들은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도덕적 공감에 기
초한 시민의식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완벽한 제
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논의를 중심으로 도덕적 민감성에 대한 이해
를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민감성과 그에 대한 검사는 도덕 판단력 검사와 더불어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검사 도구가 잘 개발되었고, 현재
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도덕적 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도덕적 민감성과 관련한 모든 검사가 동일
한 수준의 형식과 내용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조던(J. Jordan)
은 도덕적 민감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검사 도구가 다
르게 사용되어 왔다며, 이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정리
한다. 이제 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187) 

우선, 도덕적 민감성을 인지와 정의적 반응의 혼합 구성으로 보는 경우
이다. 도덕적 민감성을 인지와 정의적 반응의 혼합 구성으로 보았을 때는 
레스트가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인지와 정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논지를 따른다. 다음의 검사들이 이와 같은 도덕적 민감성의 정의
를 따르고 있다.188)

187) 이어지는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 윤리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사 도구 
개발 연구』의 제 2장 ‘이론적 배경’ 중, 본 연구자가 참여하여 집필한 제 3절 ‘정보 윤
리 감수성의 이해’ 부분에서 제2항 ‘기존 도덕 감수성 검사 도구의 분석: 도덕 감수성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인용한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정보 윤리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사 도구 
개발 연구』, pp. 30-33.

188) 조던이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가 보기에 볼커의 도덕적 민감성 검사 도구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역시 조던에 의하여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서 개발된 인권 감수성 검사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 검사는 한국인의 인권의식
의 지표로서 인권감수성을 진단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기
서는 세계인권선언문과 유네스코 인권교육내용 분류표를 참고로 하여 초등학생용, 중학
생용, 고등학생용, 대학생 및 성인용 인권감수성 진단도구를 제작하였다. 구성은 5점 리
커트 척도(Likert scale)로 되어있으며, 검사의 형식은 인권이 문제되는 갈등상황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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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치과 윤리 민감성 검사(Dental Ethical Sensitivity Test, DEST)
이다. 이는 비보(M. Bebeau)와 그 동료들, 그리고 레스트가 함께 치과대
학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로서 가장 오래되고 신뢰 있는 도구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의사 윤리 강령과 관련된 치과 산업에서의 여러 요소
들을 각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둘째, 텔레비전 시청과 관련한 윤리 민감성 검사(Ethical Sensitivity in 
Television Viewing)이다. 이것은 린드(R. Lind)와 동료들이 함께 고안한 
도덕적 민감성 측정 도구로,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미디어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살펴보기 위함이 주목적이다. 여기서는 도덕과 관련된 개념들이 
시청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사고 진행의 순서와 함께 살펴가
며 분석하였다. 

셋째, 인종 윤리 민감성 검사(Racial Ethical Sensitivity Test, REST)
이다. 인종적 관용과 관련된 윤리적 사안들에 대하여 개인의 지각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로 브래벡(M. Brabeck)과 그 동료들이 창안하였다. 이 도구
에서는 복수의 전문적인 윤리 강령과 미디어 보고서가 함께 사용되었다. 
파악된 도덕적 사안들과 참가자들이 그 사안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뷰도 병행되었다. 

넷째, 기업정보전에 있어서 도덕적 인식 검사(Moral Awareness in 
Competitive Intelligence)이다. 버터필드(K. Butterfield)와 그 동료들은 
기업정보전쟁에 있어서 개인이 이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었다. 본 평가는 참가자들이 주어
진 시나리오에서 캐릭터가 중요한지에 대한 사안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
루어져 있다.

다섯째, 상담 관리자들의 도덕적 민감성 검사(Moral Sensitivity in 

타내는 에피소드를 읽고,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에 대하여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에피소드의 개수는 초등학생용은 4개, 중학생용은 6개, 
고등학생용과 대학생 및 성인용은 10개이다. 검사실시에 필요한 시간은 대략 30-40분 
정도 걸리며, 채점은 인권과 관련 없는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보다 인권과 관련된 
문항에 더 높게 평정한 평정치를 합산하여 인권감수성 원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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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ing Supervision)이다. 이것은 어윈(W. Erwin)이 볼커의 기존 연구
에 기반을 두어 개발한 도구로 상담 관리사들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어윈은 본 검사에서 미국 상담 협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의 윤리 강령으로부터 두 가지 사례들, 즉 도덕적으
로 모호한 사안들과 그렇지 않은 사안들을 사용하여 도구를 개발하였다. 

여섯째, 사회 복지 업무에 있어서의 도덕적 민감성 검사(Moral 
Sensitivity in Social Work)이다. 미리(L. Myyry)와 헬카마(K. 
Helkama)가 개발한 것으로, 이 도구는 아이를 위탁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윤리적 사안들을 심리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주어
진 짤막한 글을 읽고 그 안에 제시된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안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평가받게 된다. 

여덟째, 사회 과학적 사안들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 검사(Moral 
Sensitivity in Response to Socioscientific Issues)이다. 이는 새들러(T. 
Sadler)가 학생들이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개념적, 절차적, 그리고 기술적 
딜레마들이 포함된 윤리적 사안들의 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
이다. 복수의 인터뷰 위주로 진행되는 본 검사는, 참가자들이 유전 공학을 
이용한 치료 및 복제와 관련된 주제의 두 가지 딜레마를 읽고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그들의 민감성 정도를 측정하
게 된다.

다음으로 도덕적 민감성을 상황 속에 함축된 윤리적 사안들을 인지하는 
능력으로 보는 경우를 살펴보자. 일부 학자 및 연구가들은 도덕적 민감성
을 정의할 때 정의적 영역을 제거하고 오로지 상황 속에 함축되어 있는 윤
리적 사안들을 인지하는 능력으로만 보았다. 이러한 정의를 따르는 검사 
도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의학 윤리 민감성 검사(Ethical Sensitivity in Medicine)이다. 허
버트(P. Hebert)와 그 동료들은 학생들이 다섯 개의 짤막한 글에 포함되
어 있는 의학 분야와 관련된 서로 다른 윤리적 사안들의 확인을 측정하고
자 이 도구를 개발하였다. 하나의 글은 7개에서 9개의 윤리적 사안들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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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주어진 사례에서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사안들
을 모두 나열하는 것으로 그 측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회계 윤리 민감성 검사(Ethical Sensitivity in Accounting)이다. 
셔브(M. Shaub)와 동료들이 공인회계사들(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PAs)을 위하여 고안한 것으로, 그들이 특정 상황에서 윤리적 사안들을 
확인하는 것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검사에서 주어진 모든 윤리적 사안
들은 전문적인 상황 속에서 전개가 되며 그러한 상황은 회계와 관련된 것
들이다. 예를 들어, 고객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근무 시간, 그리고 다른 
회계사의 결정을 약화시키는 것 등이 상황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과학 윤리 민감성 검사(Test for Ethical Sensitivity in Science, 
TESS)이다. 클락번(H. Clarkeburn)이 과학 비전문가들을 위하여 고안한 
것으로, 그 목적은 지금의 과학 진척 상황(contemporary scientific 
progress)과 관련된 윤리적 사안들에 대한 그들의 지각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의학 연구 목적을 위하여 유전적으로 조작된 동물들에 
대한 글을 통해, 위험성, 비용, 이익들, 그리고 기본적 가치들을 함께 고려
하며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세 가지 사항들을 나열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이를 통해 검사가 이루어졌다. 

넷째, 회계 감사에 있어서 윤리 민감성 검사(Ethical Sensitivity in 
Accounting Auditing)이다. 오우호소(V. Owhoso)가 회계 기간 동안 발
생할 수 있는 사기나 부정과 관련된 고객들의 윤리적 사안 및 위험 상황들
에 대하여 회계 감사관들의 민감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회
계사들은 회계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여러 오류들이 사기 및 
부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발생될 수 있는지를 언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그들의 민감성 정도를 검사받게 된다. 

다섯째, 경영 상황에서의 도덕의식 검사(Moral Awareness in 
Business Situations)이다. 레이놀드(S. Reynolds)가 제작한 이 도구는 
경영 일반에 걸쳐 도덕적 민감성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자들은 
고객의 정보와 의학 물품 주문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글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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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 글은 두 가지 상황이 조작되어 있는 것으로, 피해 정도와 행위 
기준의 위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리커트 척도를 이용, 글로부
터 주어진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하게 되고 검사는 이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레이놀드는 이를 통하여 피해 정도와 행위 기준의 위반이 도
덕적 민감성을 증가시켰다고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민감성을 윤리적 사안들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의 기
준으로 보는 경우이다. 일부 학자 및 연구가들은 도덕적 민감성을 정의할 
때, 윤리적 사안들에 대하여 그것들의 중요도 기인(ascription of 
importance) 여부를 함께 포함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윤리적 사안들은 
단지 지각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 속에서 다른 사안들과 그 
중요도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경쟁하게 된다. 이에 대한 검사 도구들
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첫째, 회계 감사에 있어서 윤리적 의식 검사(Ethical Awareness in 
Accounting Auditors)이다. 카커(J. Karcher)가 개발한 것으로, 이 도구
는 회계 감사관이 경험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애매모호한 상황 혹은 회계 
관련 딜레마에 관한 윤리적 사안들을 인지하는 능력을 검사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세 가지 사례를 읽고 그것들로부터 그들이 확인한 문제를 나열
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예를 들어, 카커의 윤리적 문제 안에는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는 것과 이익 창출로 고민하는 회계 감사관의 갈등이 포함되
어 있다. 

둘째, 판매 윤리 민감성 검사(Ethical Sensitivity in Marketing)이다. 
스파크(J. Sparks)와 헌트(S. Hunt)가 위에서 언급된 셔브의 뒤를 이어 
제작한 이 도구는, 회계 감사관의 도덕적 민감성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참가자들은 하나의 짤막한 글을 읽고, 주어진 글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들을 간단히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각 사안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결과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평가를 하게 되고, 검사는 그것
을 이용하여 그들의 민감성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Jordan, 2007, pp. 
32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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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여러 도구들은 도덕적 민감성의 개념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얼마
나 변화무쌍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도덕
적 민감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 이해를 분명히 한다면, 이를 전문적인 
분야들과 관련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도 역시 도덕적 민감
성의 개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레스트와 볼커에 의하여 체계화
된 개념을 적용시킨 사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도덕적 민감성은 그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그러나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시민성 영역도 바로 그러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제 연구자
가 개발하는 측정 도구가 도덕적 민감성, 특히 레스트와 볼커로 이해되는 
개념적 구조를 어떻게 반영하고 적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연구자가 지지하는 도덕적 민감성의 개념 및 관련된 기존 
도구가 본 연구에서의 도덕적 공감 개념 및 측정 도구 구조와 어떠한 관계
에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2) 도구의 특징 및 구성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검사는 레스트가 구성한 도덕성의 4구성
요소 모형에서 제시한 도덕적 민감성을 시민성 영역에 적용하여 개발된 것
이다. 볼커가 제시한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 요인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
이,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지각(이하 사실 지각),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한 지각(이하 결과 지각), 그리고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지각(이하 
책임 지각)인데,189) 이들을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에 적용하여 
그 하위 요인들을 설정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189) 사실 지각, 결과 지각, 그리고 책임 지각의 용어 사용은 김항인(2004)의 연구를 참
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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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하위 요인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ㆍ시민성 관련 상황에 대한 사실 지각
ㆍ주인공의 행위가 관련된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 지각
ㆍ역할 채택을 통한 책임 지각

[표 10]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의 하위 요인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의 하위 요인들은 볼커가 이해하고 분석
한 도덕적 민감성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되, 이를 시민성 영역에 적합
하게 수정한 것이다. 즉, 도덕교육적 맥락에서 성숙된 시민성이 필요한 상
황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제시되는 주인공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며, 마지막으로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최
종 행위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하위 요인들은 레스트나 볼커의 이론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시민성 수업 모형의 핵심을 이루는 도덕적 공감의 개념적 구조와
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도덕적 공감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도움의 선택이었다. 본 측정 도구에서 제시되
는 하위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도덕적 공감의 개념적 구조를 반
영하고 있다.

첫째, 도덕적 공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덕적 공감은 기본적으로 상황과 공적 
등을 판단하는 정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임의적인 상황에서 언제나 
발휘되는 정서가 아니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지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둘째, 도덕적 공감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은 핵심적이다. 
본 측정 도구의 결과 지각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바로 주인공과 관련된 인
물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여기서는 주인공과 
주어진 인물의 고통을 연결시킴으로써 도움의 행위를 위한 발판을 제공하
면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목적으로 여기게 하여 성숙한 시민성의 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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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였다. 
셋째, 마지막으로 도덕적 공감은 도움의 선택과 그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완성된다. 이것은 책임 지각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여기서는 딜레
마를 해결하는 ‘자신’을-공감 혹은 감정이입을 통하여-딜레마 속의 주인
공과 동일시함으로써 주어진 인물의 고통을 완화시킬 혹은 해소할 수 있는 
도움을 선택하고 그 실천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레스트
와 볼커가 제시하는 도덕적 민감성의 이해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본 수업 
모형이 의도하는 시민성 영역에서의 도덕적 공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측정 도구의 하위 요인은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 요인 및 
도덕적 공감의 개념적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검사를 위한 내용 영역 설정과 관련하여
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우선 내용 그 자체의 설정과 관련하여서
는, 수업 모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과 교육의 시민성 영역 내
용들을 확인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도구를 제작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는 분석된 바와 같이 준법, 다문화, 그리고 공정이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
민성 교육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도구에서는 이들 영역에서 각각 4개 
딜레마씩 제작하였다. 물론 제작된 딜레마는 6학년 도덕 교과서 혹은 생활
의 길잡이에서 제시되는 지문이 아닌, 연구자가 모두 새롭게 제작한 것들
이다(최종 측정 도구는 부록 5를 참고).

여기서 이들 각 영역은 고통에 대한 도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따
라 구분될 수 있다. 즉, 각 내용 영역을 다시 적극적 도움과 소극적 도움
으로 구분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도움의 대한 이해를 폭넓게 적용시키면서
도, 본 수업 모형에서 의도한 도움의 해석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하나의 내용 영역은 각기 2개의 적극적 도움과 소극적 도움의 내용
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인공은 이들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한 딜레마 상황
에 놓여있다.

도구에서 사용된 딜레마는 모두 초등학생이 주인공이며, 주어진 상황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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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 딜레마를 포함하고 있다. 각 영역에서 
제시되는 딜레마의 이야기는 300자에서 650자 이내로 간결하고 쉽게 구
성되어 있으며, 대화체도 상당 부분 포함시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이야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각 딜레마에서 제시되
는 하위 요인(사실 지각, 결과 지각, 그리고 책임 지각) 별로는 2가지 문
항을 구성하였다. 하나는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그것과는 관계없는 가치, 예를 들어 자신의 이
익 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각 문항은 5가지 수준의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매우 그렇지 않
다)로 측정된다.190)

채점 방식은 다음과 같다.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관련 문항에 
반응한 중요도 평정이 비 문항에 반응한 중요도 보다 더 높은 경우에만 문
항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점수를 계
산한다. 따라서 후자의 점수가 전자의 그것과 높을 때와 같을 때는 0점을 
준다. 이렇게 된다면 문항 당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을 받을 수 있고, 각 
딜레마 당 세 가지 종류의 문항들(사실 지각, 결과 지각, 그리고 책임 지
각)이 있으므로 한 딜레마마다 최저 0점에서 최고 15점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딜레마는 모두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총 점수는 180점이 된
다.191)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검사의 주제(영역), 도움의 구분, 하위 
요인, 그리고 각 딜레마 별 이야기의 최종적인 구성192)은 다음의 [표 11]
과 같다. 

190) 서론에서도 잠깐 밝힌바 있지만, 이와 같이 방식은 김항인(2004)의 연구와 본 연구
자가 도구 개발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제시되는 틀을 참고
한 것이다. 

191) 채점 방식 역시 김항인(2004)의 연구와 본 연구자가 도구 개발에 참여한 한국정보
화진흥원(2011)에서의 틀을 참고한 것이다. 

192) 최종적인 구성은 3차 검사의 구조를 반영한 것이며, 1차와 2차 검사는 딜레마의 개
수 및 완성도에서 3차 검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14 -

연번 주제 도움의 구분 하위 요인 이야기 내용

1

준법

적극적 도움
사실 지각 노약자 및 장애인 석에 앉아 

있는 피곤한 호현이가, 장애인
을 보고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지 고민하는 이야기

결과 지각
책임 지각

2 소극적 도움
사실 지각 향교에 온 현진이가, 한 기둥

에 단짝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
하여 낙서를 해야 하는지 고민
하는 이야기

결과 지각
책임 지각

3 적극적 도움
사실 지각 정인이가 비록 한 번 타는 것

이지만, 친구를 위하여 자전거
용 헬멧을 사야 하는지 고민하
는 이야기

결과 지각
책임 지각

4 소극적 도움
사실 지각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

해서라도, 가지고 싶은 장난감
을 사야 하는지 고민하는 현아
의 이야기

결과 지각
책임 지각

5

다문화

적극적 도움
사실 지각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온 조현이과 함께 피
구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동
욱이의 이야기 

결과 지각
책임 지각

6 소극적 도움
사실 지각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보는 종교를 믿는 윤
아와 계속 어울려야 할지 고민
하는 진희의 이야기

결과 지각
책임 지각

7 적극적 도움
사실 지각 영어를 사용 안 하는 베트남 

친구를 제외시키고, 필리핀에서 
온 친구만 집에 초대해야 하는
지 고민하는 효연이의 이야기

결과 지각
책임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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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제 도움의 구분 하위 요인 이야기 내용

8 소극적 도움
사실 지각 억양과 행동에서 차이를 보이

는 북한에서 온 명희를, 친구
들과 함께 놀릴지 고민하는 두
한이의 이야기

결과 지각
책임 지각

9

공정

적극적 도움
사실 지각 과학 시간을 위하여 다리가 불

편한 미란이를 부축하는 건을,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급회의 때 건의해야 할지 고
민하는 정현이의 이야기

결과 지각
책임 지각

10 소극적 도움
사실 지각 축구 시합의 심판을 보게 된 

병진이가, 자신과 가장 친한 
수찬이를 위하여 거짓으로 판
정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
야기

결과 지각
책임 지각

11 적극적 도움

사실 지각 평소에 싫어하지만 아빠 직장
에서 일을 함께 도와 준 모둠
원 한별이에게, 아빠의 선물을 
주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정진
이의 이야기

결과 지각

책임 지각

12 소극적 도움

사실 지각 점심을 빨리 먹고 짝피구를 하
고 싶어 하는 6학년 동우네 
반에서, 급식소에 먼저 온 3학
년 학생들에게 먼저 먹겠다고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동우
의 이야기

결과 지각

책임 지각

[표 11]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검사의 구성 요소 및 내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측정 도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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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비교적 쉽게 만들어졌으며, 내용 구성 역시 학생
들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도덕과 교육의 시민성 영역에서 제시되는 모든 
주제들을 다루되, 적극적 도움과 소극적 도움을 모두 활용하여 그 접근법
을 다양화하면서도 도덕적 공감의 개념적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따라
서 본 구성은 초등학교 6학년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다루는 주제와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측정 도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 
정합성 정도를 살펴보자.

(3) 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측정 도구를 경험적으로 타당화하기 위하여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
될 때까지 개발과 수정 그리고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
과 3번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질 
수 있었다(1차와 2차 검사는 각각 부록 3과 4를 참고). 

우선 1차 검사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자. 1차 검사는 가 교육청 소속의 
한 초등학교 6학년 4개 반을 편의 표집 하여 이루어졌다. 1차 검사는 6개
의 딜레마로 시작하였으며, 각 주제 별로 2개씩 딜레마가 배정되었다. 도
움의 종류의 경우 딜레마 별로 1개씩 개발이 되었다. 즉, 각 딜레마는 적
극적 도움과 소극적 도움의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 126명의 학생들이 1차 검사에 응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의 검사지를 제외시켰다. 불성실한 응답은 문항을 끝까지 풀지 않거나 
중간에 건너뛰는 등의 경우였다. 따라서 이들이 제외된 112명의 학생들이 
응답한 검사지만이 분석되었다. 이들 표본 특성은 [표 12]와 같다.193)

193) 가설 및 연구 설계에서 성차를 변인으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참여 인원 및 그 비율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로 1차뿐만 아니라, 2차와 3차 
검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점수를 비교할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도덕성의 발달에 있어서 성차의 존재를 부정하는 기존 연구 자료들의 결과(홍성
훈, op. cit., p. 86)와 일치하는 것이다. 



- 217 -

집단 참여 인원
성실 응답 불성실 응답 전체

초등학교 
6학년 4개 학급 112 14 126

[표 12] 1차 검사 연구 대상 표본

사실
지각

결과
지각

책임
지각 총합

사실
지각

Pearson 
Correlation 1 .693** .697** .881**

Sig. (2-tailed) .000 .000 .000
N 112 112 112 112

결과
지각

Pearson 
Correlation .693** 1 .667** .888**

Sig. (2-tailed) .000 .000 .000
N 112 112 112 112

책임
지각

Pearson 
Correlation .697** .667** 1 .896**

Sig. (2-tailed) .000 .000 .000
N 112 112 112 112

총합
Pearson 
Correlation .881** .888** .896** 1
Sig. (2-tailed) .000 .000 .000
N 112 112 112 112

1차 검사에서 나타난 타당도(구인 타당도)를 살펴보자. 먼저 도덕적 공
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을 구성하는 3개 하위 요인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13]과 같이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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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각

결과
지각

책임
지각 총합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표 13] 1차 검사 하위 요인 점수 간 상관계수

준법
적극

준법
소극

다문화
적극

다문화
소극

공정
적극

공정
소극 총합

준법
적극

Pearson 
Correlation 1 .295** .349** .181 .239* .091 .554

**
Sig. (2-tailed) .002 .000 .056 .011 .341 .000
N 112 112 112 112 112 112 112

준법
소극

Pearson 
Correlation .295** 1 .349** .206* .350** .185 .603

**
Sig. (2-tailed) .002 .000 .029 .000 .050 .000
N 112 112 112 112 112 112 112

다문화
적극

Pearson 
Correlation .349** .349** 1 .297** .540** .179 .718

**
Sig. (2-tailed) .000 .000 .001 .000 .059 .000
N 112 112 112 112 112 112 112

다문화
소극

Pearson 
Correlation .181 .206* .297** 1 .341** .245** .596

**
Sig. (2-tailed) .056 .029 .001 .000 .009 .000
N 112 112 112 112 112 112 112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하위 요인 간, 즉 사실 지각, 결과 지각, 그리
고 책임 지각 상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하위 요인
이 아닌, 각 주제 및 도움 별(딜레마 별) 상관관계는 [표 14]와 같다.194)

194) 1차와 2차 때는 3차와 달리 각 딜레마 별로 도움의 종류가 1개씩으로 제한되어 있
었기 때문에, ‘적극’과 ‘소극’이 주제 별로 1개씩 배정되었다. 도움의 종류가 주제별로 2
배로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2차 검사 결과에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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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적극

준법
소극

다문화
적극

다문화
소극

공정
적극

공정
소극 총합

공정
적극

Pearson 
Correlation .239* .350** .540** .341** 1 .346** .754

**
Sig. (2-tailed) .011 .000 .000 .000 .000 .000
N 112 112 112 112 112 112 112

공정
소극

Pearson 
Correlation .091 .185 .179 .245** .346** 1 .565

**
Sig. (2-tailed) .341 .050 .059 .009 .000 .000
N 112 112 112 112 112 112 112

총합
Pearson 
Correlation .554** .603** .718** .596** .754** .565** 1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00 .000
N 112 112 112 112 112 112 112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준법 적극: 마지막 한자리, 준법 소극: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다문화 적극: 중국
에서 온 친구, 다문화 소극: 처음 들어보는 데?, 공정 적극: 소중한 쉬는 시간, 공정 소
극: 축구 시합

[표 14] 1차 검사 주제 및 도움 별 상관계수 

위의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많은 경우 상호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함을 
보였지만, 공정 소극, 즉 여섯 번째 딜레마가 다른 딜레마들에 비하여 그 
의존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하위 요인 별 신뢰도(문항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자.195)  
이들은 다음의 [표 15]와 같다. 
195) 여기서 전체 검사의 신뢰도는 별도로 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본 검사를 구성하는 

핵심은 볼커가 고안한 세 가지 하위 요인에서 나오며, 이들 각 신뢰도의 값이 일정 수
준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각 하위 요인을 하나의 문항으로 보고 전
체 검사의 신뢰도를 구하는 것은 첫째, 각 하위 요인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며, 둘째 그러한 식으로 측정을 할 경우 전체 검사의 신뢰도
는 언제나 거의 높은 값을 유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각 하위 요
인을 하나의 문항으로 보고 전체 신뢰도를 구하였을 경우-사실 지각이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Cronbach's Alpha 값은 .862로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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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평균 표준 편차 인원 수
마지막 한자리 1.80 2.172 112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4.35 1.367 112
중국에서 온 친구 1.69 2.214 112
처음 들어보는 데? 3.47 1.950 112
소중한 쉬는 시간 2.60 2.338 112

축구 시합 2.93 2.180 112
[표 16] 1차 검사 사실 지각 딜레마 별 통계량

하위 요인 Cronbach's 
Alpha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사실 지각 .393 .395 6
결과 지각 .542 .542 6
책임 지각 .688 .688 6

[표 15] 1차 검사 하위 요인 별 신뢰도 (Cronbach's Alpha)

위에서 볼 때, 각 하위 요인 별 신뢰도는 사실 지각이 결과 지각과 책임 
지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실 지각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하위 요인 별 신뢰도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 
16]을 통하여 사실 지각의 통계 자료를 확인하여 보자.

위의 점수에서 볼 때,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딜레마 평균이 다른 것들의 
평균에 비하여 비교적 낮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딜레마의 경우 평
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 값을 
보이고 있는 항목을 찾아내어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제거 지수(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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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항목이 

삭제된 경우 
평균 척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마지막 
한자리 15.04 33.638 -.017 .023 .477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12.49 32.595 .221 .056 .343

중국에
서 온 
친구

15.15 26.328 .294 .195 .272

처음 
들어 
보는 
데?

13.37 32.216 .086 .018 .408

소중한 
쉬는 
시간

14.24 24.004 .369 .259 .206

축구 
시합 13.91 28.406 .205 .120 .337

[표 17] 1차 검사 사실 지각 제거 지수

다. [표 17]은 사실 지각의 제거 지수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지각 전체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각 항목 별 제거 지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위 항목들을 보면 제거 지수가 전반적으로 .5 미만으로 이
루어져 있는데, 이들 각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18]을 통하여 결과 지각의 딜레마 별 통계량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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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평균 표준 편차 인원 수
마지막 한자리 3.17 2.197 112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3.25 2.240 112
중국에서 온 친구 2.06 2.271 112
처음 들어보는 데? 3.51 1.959 112
소중한 쉬는 시간 2.88 2.218 112

축구 시합 2.36 2.332 112
[표 18] 1차 검사 결과 지각 딜레마 별 통계량

딜레마
항목이 

삭제된 경우 
평균 척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마지막 
한자리 14.05 42.105 .222 .062 .526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13.97 42.387 .201 .083 .537

중국에
서 온 
친구

15.16 35.776 .454 .226 .410

처음 13.71 42.638 .265 .098 .506

보자. 

결과 지각의 경우 비교적 고른 평균을 보이고 있었지만, 네 번째 딜레마
의 경우 다른 것들 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결과 지각의 
제거 지수를 확인하면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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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항목이 

삭제된 경우 
평균 척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들어 
보는 
데?

소중한 
쉬는 
시간

14.35 38.409 .361 .151 .460

축구 
시합 14.87 40.910 .232 .077 .524

[표 19] 1차 검사 결과 지각 제거 지수

딜레마 평균 표준 편차 인원 수
마지막 한자리 2.74 2.074 112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3.67 1.938 112
중국에서 온 친구 1.33 2.046 112
처음 들어보는 데? 3.30 2.061 112
소중한 쉬는 시간 2.90 2.105 112

축구 시합 3.19 2.073 112
[표 20] 1차 검사 책임 지각 딜레마 별 통계량

위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딜레마에 해당하는 결
과 지각 문항을 제외하고 비교적 높은 제거 지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항들을 검토하는 것이 결과 지각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 지각의 딜레마 별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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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항목이 

삭제된 경우 
평균 척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마지막 
한자리 14.39 42.709 .448 .255 .638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13.46 44.287 .430 .227 .644

중국에
서 온 
친구

15.80 43.817 .411 .202 .650

처음 
들어 
보는 
데?

13.83 43.331 .426 .204 .645

소중한 
쉬는 
시간

14.23 41.747 .477 .255 .627

축구 
시합 13.95 45.907 .318 .105 .680

[표 21] 1차 검사 책임 지각 제거 지수

위의 점수에서 볼 때, 세 번째의 딜레마 평균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른 
평균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책임 지각의 제거 지수
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책임 지각의 제거 지수를 보면 모두 .6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거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여섯 번째 딜레마의 문항이었다. 따
라서 이 문항을 검토하여 보는 것이 책임 지각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를 높
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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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검사를 경험적으로 타당화하기 
위한 1차 과정을 살펴보았다. 2차 검사는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을 수정하여 보완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문제점들의 수정은 주
로 사실 지각과 결과 지각에서 드러났던 낮은 신뢰도를 해결함과 동시에 
각 딜레마 별 상관관계와 하위 요인 별 통계량 및 제거 지수를 참고하여 
문항 별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2차 검사는 1차 검사 때와 같이 가 교육청 소속의 동일한 학교를 대상
으로 하였지만 측정 도구의 반복 사용에 따른 익숙함의 문제로 인해, 전혀 
다른 집단을 편의 표집 하여 진행하였다. 1차 검사를 경험한 6학년 4개 
반은 2차 검사에서 모두 제외되었으며 다른 4개 반이 선택되었다. 이때 이
들 반 사이에서는 검사와 관련한 정보 공유는 차단되었다. 

2차 검사도 1차와 마찬가지로 6개의 딜레마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 
별로 2개씩 딜레마가 배정되었다. 도움의 종류의 경우 딜레마 별로 1개씩 
구성되었다. 그러나 2차 검사는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개발되었다. 즉, 외형적 형식에서는 1차 검사와 동일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총 123명의 학생들이 2차 검사에 응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0명의 검사지를 제외시켰다. 불성실한 응답은 1차 검사 때와 같이 문항
을 끝까지 풀지 않거나 중간에 건너뛰는 등의 경우였다. 따라서 이들이 제
외된 103명의 학생들이 응답한 검사지만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 
표본 특성은 [표 22]와 같다.

집단 참여 인원
성실 응답 불성실 응답 전체

초등학교 
6학년 4개 학급 103 20 123

[표 22] 2차 검사 연구 대상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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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각

결과
지각

책임
지각 총합

사실
지각

Pearson 
Correlation 1 .565** .511** .831**

Sig. (2-tailed)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결과
지각

Pearson 
Correlation .565** 1 .461** .806**

Sig. (2-tailed)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책임
지각

Pearson 
Correlation .511** .461** 1 .807**

Sig. (2-tailed)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총합
Pearson 
Correlation .831** .806** .807** 1
Sig. (2-tailed)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표 23] 2차 검사 하위 요인 점수 간 상관계수

2차 검사에서 나타난 타당도(구인 타당도)를 살펴보자. 다음의 [표 23]
은 각 하위 요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
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주제 및 도움 별(딜레마 
별) 상관관계는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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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적극

준법
소극

다문화
적극

다문화
소극

공정
적극

공정
소극 총합

준법
적극

Pearson 
Correlation 1 .398** .412** .253** .383** .038 .611

**

Sig. (2-tailed) .000 .000 .010 .000 .699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준법
소극

Pearson 
Correlation .398** 1 .372** .376** .168 .243* .668

**

Sig. (2-tailed) .000 .000 .000 .090 .013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다문화
적극

Pearson 
Correlation .412** .372** 1 .454** .312** .113 .705

**

Sig. (2-tailed) .000 .000 .000 .001 .255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다문화
소극

Pearson 
Correlation .253** .376** .454** 1 .305** .120 .669

**

Sig. (2-tailed) .010 .000 .000 .002 .226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공정
적극

Pearson 
Correlation .383** .168 .312** .305** 1 .088 .589

**

Sig. (2-tailed) .000 .090 .001 .002 .377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공정
소극

Pearson 
Correlation .038 .243* .113 .120 .088 1 .495

**

Sig. (2-tailed) .699 .013 .255 .226 .377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총합
Pearson 
Correlation .611** .668** .705** .669** .589** .495** 1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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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준법 적극: 마지막 한자리, 준법 소극: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다문화 적극: 중국
에서 온 친구, 다문화 소극: 처음 들어보는 데?, 공정 적극: 소중한 쉬는 시간, 공정 소
극: 축구 시합

[표 24] 2차 검사 주제 및 도움 별 상관계수 

1차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수정한 결과, 많은 경우 각 딜레마들의 상호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공정 소극, 즉 여섯 번째 딜레마가 다른 딜
레마들에 비하여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의존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각 하위 요인 별 신뢰도(문항 내적 일치도)는 다음 [표 25]와 같다.

하위 요인 Cronbach's 
Alpha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사실 지각 .410 .462 6
결과 지각 .514 .527 6
책임 지각 .627 .635 6

[표 25] 2차 검사 하위 요인 별 신뢰도 (Cronbach's Alpha)

각 하위 요인 별 신뢰도를 보았을 때, 1차 검사 후 수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 지각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한 번 사실 지각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
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하위 요인 별 신뢰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 26]을 보며 사실 지각의 통계 자료를 확인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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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평균 표준 편차 인원 수
마지막 한자리 4.41 1.200 103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4.32 1.542 103
중국에서 온 친구 2.43 2.320 103
처음 들어보는 데? 3.73 1.756 103
소중한 쉬는 시간 3.29 2.117 103

축구 시합 2.31 2.271 103
[표 26] 2차 검사 사실 지각 딜레마 별 통계량

딜레마
항목이 

삭제된 경우 
평균 척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마지막 
한자리 16.08 28.268 .281 .133 .344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16.17 24.590 .414 .203 .256

중국에
서 온 
친구

18.06 21.055 .322 .162 .268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항 수정 및 보완 결과 1차 검사 때와 
비교하여 볼 때, 첫 번째와 세 번째 딜레마의 낮았던 평균 점수가 상대적
으로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차 검사의 사실 지각 제거 지수를 확인하여 낮은 신뢰도 값을 
보이고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27]을 살
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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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항목이 

삭제된 경우 
평균 척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처음 
들어 
보는 
데?

16.76 25.617 .258 .098 .331

소중한 
쉬는 
시간

17.19 30.374 -.067 .039 .532

축구 
시합 18.17 25.185 .129 .082 .418

[표 27] 2차 검사 사실 지각 제거 지수

사실 지각의 제거 지수가 가장 높은 문항이 다섯 번째 딜레마에 해당하
는 것이었는데, 이 문항을 재검토 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28]를 통하여 결과 지각의 딜레마 별 통계량을 확인하여 
보자.

딜레마 평균 표준 편차 인원 수
마지막 한자리 3.97 1.660 103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4.08 1.736 103
중국에서 온 친구 3.29 2.122 103
처음 들어보는 데? 4.06 1.552 103
소중한 쉬는 시간 3.38 1.956 103

축구 시합 2.18 2.296 103
[표 28] 2차 검사 결과 지각 딜레마 별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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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항목이 

삭제된 경우 
평균 척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마지막 
한자리 16.99 29.304 .335 .165 .439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16.88 30.457 .240 .086 .480

중국에
서 온 
친구

17.67 25.164 .395 .175 .392

처음 
들어 
보는 
데?

16.90 31.461 .242 .102 .481

소중한 
쉬는 
시간

17.58 27.775 .314 .136 .442

축구 
시합 18.78 29.920 .115 .034 .560

[표 29] 2차 검사 결과 지각 제거 지수

결과 지각의 경우 평균의 분포가 2점대에서 4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와 네 번째 딜레마의 평균이 다른 것들보다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결과 지각의 제거 지수를 확인하여 보면 다음의 [표 29]와 같다. 

위 결과를 살펴볼 때, 여섯 번째 딜레마에 해당하는 결과 지각 문항의 
제거 지수가 높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 지각의 딜레마 별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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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평균 표준 편차 인원 수
마지막 한자리 3.98 1.482 103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3.90 1.763 103
중국에서 온 친구 3.52 1.841 103
처음 들어보는 데? 3.27 1.991 103
소중한 쉬는 시간 3.31 2.000 103

축구 시합 2.75 2.248 103
[표 30] 2차 검사 책임 지각 딜레마 별 통계량

딜레마
항목이 

삭제된 경우 
평균 척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마지막 
한자리 16.76 38.146 .280 .137 .610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16.83 34.080 .402 .203 .568

중국에
서 온 
친구

17.21 33.503 .402 .210 .566

처음 
들어 
보는 
데?

17.47 31.996 .422 .227 .557

위 평균들을 볼 때,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차 검사 때 얻은 결과를 부분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책임 지각의 제거 지수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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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항목이 

삭제된 경우 
평균 척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소중한 
쉬는 
시간

17.43 31.012 .469 .231 .536

축구 
시합 17.99 34.853 .210 .093 .653

[표 31] 2차 검사 책임 지각 제거 지수

1차 검사의 수정 및 보완 결과, 첫 번째와 여섯 번째 딜레마의 문항들만 
제거 지수가 .6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이들의 문항들을 재검토 하
는 것이 책임 지각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검사를 경험적으로 타당화하기 
위한 2차 과정을 살펴보았다. 2차 검사 때는 1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들을 수정하여 보완한 결과, 1차 검사 때의 결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실 지각과 결과 지각의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와 관련한 문제점들은 크게 보완이 되지 않았고, 
동시에 여섯 번째 딜레마가 다른 딜레마에 대하여 가지는 낮은 의존성도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다. 

3차 검사 때는 전문적인 자문을 얻어 전체 문항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하였다. 1차와 2차 검사 때 드러난 문제점들의 원인이 상당 부분 적은 문
항 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3차 검사 때의 
딜레마는 6개에서 12개로 증대되었다. 3차 검사는 동일 교육청 소속이지
만, 1차와 2차 검사를 진행한 학교와는 전혀 다른 학교 6학년 4개 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여 진행되었다. 

3차 검사는 1차와 2차 검사와는 다르게 각 주제 별로 4개씩의 딜레마가 
배정되었다. 도움의 종류의 경우, 한 주제에서 각각 2개씩 제작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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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각

결과
지각

책임
지각 총합

사실
지각

Pearson 
Correlation 1 .796** .826** .938**

Sig. (2-tailed)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결과 Pearson .796** 1 .747** .916**

한 2차 검사에서 딜레마 별 그리고 문항 별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수정하
고 보완하였다. 즉, 3차 검사는 외형적으로도 1차와 2차 검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도 부분적으로 개선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 112명의 학생들이 3차 검사에 응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9
명의 검사지를 제외시켰다. 불성실한 응답은 1차와 2차 검사 때와 같이 문
항을 끝까지 풀지 않거나 중간에 건너뛰는 등의 경우였다. 따라서 이들이 
제외된 103명의 학생들이 응답한 검사지만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 
표본 특성은 [표 32]와 같다.

집단 참여 인원
성실 응답 불성실 응답 전체

초등학교 
6학년 4개 학급 103 9 112

[표 32] 3차 검사 연구 대상 표본

3차 검사에서 나타난 타당도(구인 타당도)를 살펴보자. [표 33]은 각 
하위 요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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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각

결과
지각

책임
지각 총합

지각
Correlation
Sig. (2-tailed)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책임
지각

Pearson 
Correlation .826** .747** 1 .922**

Sig. (2-tailed)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총합
Pearson 
Correlation .938** .916** .922** 1
Sig. (2-tailed)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표 33] 3차 검사 하위 요인 점수 간 상관계수

준법
적극

준법
소극

다문화
적극

다문화
소극

공정
적극

공정
소극 총합

준법
적극

Pearson 
Correlation 1 .673** .537** .358** .394** .350** .713

**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준법
소극

Pearson 
Correlation .673** 1 .531** .435** .529** .470** .784

**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00 .000

각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주제 및 도움 별 상관관계는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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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적극

준법
소극

다문화
적극

다문화
소극

공정
적극

공정
소극 총합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다문화
적극

Pearson 
Correlation .537** .531** 1 .645** .711** .495** .848

**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다문화
소극

Pearson 
Correlation .358** .435** .645** 1 .585** .309** .717

**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02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공정
적극

Pearson 
Correlation .394** .529** .711** .585** 1 .589** .826

**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공정
소극

Pearson 
Correlation .350** .470** .495** .309** .589** 1 .717

**

Sig. (2-tailed) .000 .000 .000 .002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총합
Pearson 
Correlation .713** .784** .848** .717** .826** .717** 1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준법 적극: 마지막 한자리, 이번 한 번 타자고 꼭 사야 되나?; 준법 소극: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문화 적극: 중국에서 온 친구, 영어도 사용 안 
하잖아; 다문화 소극: 처음 들어보는 데?, 북한에서 왔다고?; 공정 적극: 소중한 쉬는 시
간, 저 아이는 정말 싫은데…; 공정 소극: 축구 시합, 짝피구 해야 되는데…

[표 34] 3차 검사 주제 및 도움 별 상관계수 

3차 검사의 주제 및 도움 별 상관관계를 보면, 1차와 2차 검사 때와는 
달리 모든 주제 및 도움 영역이 통계적으로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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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D12 총합

D1

Pearson 
Correlation 1 .462

**
.434
**

.557
**

.533
**

.202
*

.368
**

.400
**

.407
**

.289
**

.236
*

.360
**

.658
**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41 .000 .000 .000 .003 .016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D2

Pearson 
Correlation

.462
** 1 .366

**
.446
**

.460
**

.260
**

.235
*

.420
**

.397
**

.344
**

.459
**

.479
**

.676
**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08 .017 .000 .000 .000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D3

Pearson 
Correlation

.434
**

.366
** 1 .568

**
.512
** .134 .172 .306

**
.322
**

.204
* .138 .220

*
.567
**

Sig. 
(2-tailed) .000 .000 .000 .000 .178 .083 .002 .001 .039 .166 .026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D4

Pearson 
Correlation

.557
**

.446
**

.568
** 1 .561

**
.203
*

.279
**

.351
**

.349
**

.246
*

.282
**

.342
**

.658
**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40 .004 .000 .000 .012 .004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D5

Pearson 
Correlation

.533
**

.460
**

.512
**

.561
** 1 .296

**
.544
**

.589
**

.589
**

.328
**

.453
**

.390
**

.796
**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02 .000 .000 .000 .001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D6 Pearson 
Correlation

.202
*

.260
** .134 .203

*
.296
** 1 .450

**
.343
**

.310
** .167 .361

** .185 .500
**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딜레마 별 상관관계를 살펴본다면 다음의 [표 35]

와 같다.196) 

196) 1차와 2차 검사의 경우 주제 및 도움 별 상관관계가 딜레마 별 상관관계와 동일하지
만, 3차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주제 및 도움에 따라 각각 2개씩의 딜레마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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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D12 총합

Sig. 
(2-tailed) .041 .008 .178 .040 .002 .000 .000 .001 .092 .000 .062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D7

Pearson 
Correlation

.368
**

.235
* .172 .279

**
.544
**

.450
** 1 .565

**
.484
**

.398
**

.532
**

.415
**

.684
**

Sig. 
(2-tailed) .000 .017 .083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D8

Pearson 
Correlation

.400
**

.420
**

.306
**

.351
**

.589
**

.343
**

.565
** 1 .482

**
.196
*

.448
**

.358
**

.686
**

Sig. 
(2-tailed) .000 .000 .002 .000 .000 .000 .000 .000 .047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D9

Pearson 
Correlation

.407
**

.397
**

.322
**

.349
**

.589
**

.310
**

.484
**

.482
** 1 .301

**
.360
**

.344
**

.684
**

Sig. 
(2-tailed) .000 .000 .001 .000 .000 .001 .000 .000 .002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D10

Pearson 
Correlation

.289
**

.344
**

.204
*

.246
*

.328
** .167 .398

**
.196
*

.301
** 1 .493

**
.513
**

.588
**

Sig. 
(2-tailed) .003 .000 .039 .012 .001 .092 .000 .047 .002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D11

Pearson 
Correlation

.236
*

.459
** .138 .282

**
.453
**

.361
**

.532
**

.448
**

.360
**

.493
** 1 .606

**
.680
**

Sig. 
(2-tailed) .016 .000 .166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D12

Pearson 
Correlation

.360
**

.479
**

.220
*

.342
**

.390
** .185 .415

**
.358
**

.344
**

.513
**

.606
** 1 .667

**
Sig. 
(2-tailed) .000 .000 .026 .000 .000 .062 .000 .000 .000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총합 Pearson 
Correlation

.658
**

.676
**

.567
**

.658
**

.796
**

.500
**

.684
**

.686
**

.684
**

.588
**

.680
**

.66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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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D12 총합

Sig. 
(2-tailed)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103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D1: 마지막 한 자리, D2: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D3: 이번 한 번 타자고 꼭 사야 되나?, D4: 자리가 없는
데 어떻게?, D5: 중국에서 온 친구, D6: 처음 들어보는 데?, D7: 영어도 사용 안 하잖아, D8: 북한에서 왔다고?, 
D9: 소중한 쉬는 시간, D10: 축구 시합, D11: 저 아이는 정말 싫은데…, D12: 짝피구 해야 되는데…

[표 35] 3차 검사 딜레마 별 상관관계

위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차와 2차 검사 때처럼 한 딜레
마가 다른 딜레마들과 많은 경우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없었으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개수는 
딜레마 별로 3개 이하였다. 대부분의 딜레마들은 서로 다른 딜레마들과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각 하위 요인 별 신뢰도(문항 내적 일치도)는 [표 36]과 같다.

하위 요인 Cronbach's 
Alpha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사실 지각 .814 .820 12
결과 지각 .812 .813 12
책임 지각 .802 .816 12

[표 36] 3차 검사 하위 요인 별 신뢰도 (Cronbach's Alpha)

각 하위 요인 별 신뢰도를 검토하였을 때, 1차와 2차 검사 때와 비교하
여 모든 요인들에서 월등히 그 수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8 이상의 수치를 보였을 때 해당 도구의 신뢰성이 좋다(good)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요인들이 모두 .8 이상의 수치를 보였으므로, 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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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평균 표준 편차 인원 수
마지막 한자리 3.5825 1.72368 103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4.0583 1.73106 103
이번 한 번 타자고 꼭 사야 되나? 2.8544 2.18016 103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3.9515 1.54906 103
중국에서 온 친구 3.2524 2.18605 103
처음 들어보는 데? 3.2039 2.03576 103

영어도 사용 안 하잖아 3.9515 1.51061 103
북한에서 왔다고? 3.9029 1.65396 103

소중한 시간 3.2718 2.04457 103
축구 시합 2.6019 2.19777 103

저 아이는 정말 싫은데… 3.8738 1.43950 103
짝피구 해야 되는데… 3.7961 1.76768 103

[표 37] 3차 검사 사실 지각 딜레마 별 통계량

도구에서는 신뢰도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딜레마 및 문항 수정 작업이 필
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각 하위 요인 별 신뢰도를 자세하게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37]은 사실 지각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열 번째 딜레마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들이 3점 이상
의 평균을 보였고, 그 중 두 번째 문항이 평균 4점 이상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표 38]을 보며 3차 검사의 사실 지각 제거 지수를 확인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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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항목이 

삭제된 경우 
평균 척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마지막 
한자리 38.7184 140.969 .456 .326 .801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38.2427 140.205 .474 .248 .800

이번 한 번 
타자고 꼭 
사야 되나?

39.4466 140.093 .344 .206 .813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38.3495 142.641 .475 .345 .800

중국에서 
온 친구 39.0485 129.341 .573 .378 .790
처음들어 
보는 데? 39.0971 139.579 .393 .249 .807
영어도 
사용 안 
하잖아

38.3495 143.583 .463 .322 .801

북한에서 
왔다고? 38.3981 138.399 .552 .391 .794
소중한 

쉬는 시간 39.0291 132.950 .541 .337 .793
축구 시합 39.6990 135.977 .426 .232 .805
저 아이는 

정말 
싫은데…

38.4272 145.345 .438 .240 .803

짝피구 
해야 

되는데
38.5049 138.429 .507 .300 .797

[표 38] 3차 검사 사실 지각 제거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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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평균 표준 편차 인원 수
마지막 한자리 4.0485 1.69416 103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3.7573 1.91212 103
이번 한 번 타자고 꼭 사야 되나? 3.7087 1.83982 103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3.0388 2.24011 103
중국에서 온 친구 3.1942 2.24070 103
처음 들어보는 데? 3.4660 2.02831 103

영어도 사용 안 하잖아 3.8252 1.87568 103
북한에서 왔다고? 3.7767 1.91451 103

소중한 시간 3.0000 2.13284 103
축구 시합 2.2524 2.25666 103

저 아이는 정말 싫은데… 2.6505 2.22159 103
짝피구 해야 되는데… 2.5146 2.28749 103

[표 39] 3차 검사 결과 지각 딜레마 별 통계량

3차 검사의 높은 사실 지각 신뢰도와 위 문항들의 제거 지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어떠한 문항도 수정하거나 제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39]를 통하여 결과 지각의 딜레마 별 통계량을 확인하여 
보자.

결과 지각의 문항 별 평균은 모두 2점 이상이었으며, 첫 번째 문항은 4
점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이 결과 지각의 제거 지수는 다음의 [표 4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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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항목이 

삭제된 경우 
평균 척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마지막 
한자리 35.1845 175.270 .480 .272 .798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35.4757 172.232 .474 .299 .797

이번 한 번 
타자고 꼭 
사야 되나?

35.5243 177.781 .378 .361 .805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36.1942 166.687 .484 .360 .796

중국에서 
온 친구 36.0388 164.449 .526 .363 .792
처음들어 
보는 데? 35.7670 177.984 .325 .158 .810

영어도 
사용 안 
하잖아

35.4078 172.048 .490 .359 .796

북한에서 
왔다고? 35.4563 170.074 .520 .367 .793
소중한 

쉬는 시간 36.2330 169.082 .470 .276 .797
축구 시합 36.9806 167.431 .465 .338 .798
저 아이는 

정말 
싫은데…

36.5825 170.383 .420 .318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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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평균 표준 편차 인원 수
마지막 한자리 4.2136 1.27303 103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3.9320 1.75601 103
이번 한 번 타자고 꼭 사야 되나? 2.7476 2.17706 103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3.6602 1.82871 103
중국에서 온 친구 3.5049 1.95475 103
처음 들어보는 데? 3.1068 1.98974 103

영어도 사용 안 하잖아 4.1845 1.46694 103
북한에서 왔다고? 3.7282 1.84813 103

소중한 시간 3.3010 2.04285 103
축구 시합 2.3786 2.16531 103

저 아이는 정말 싫은데… 3.9417 1.59549 103
짝피구 해야 되는데… 3.1165 2.19760 103

[표 41] 3차 검사 책임 지각 딜레마 별 통계량

딜레마
항목이 

삭제된 경우 
평균 척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짝피구 
해야 

되는데
36.7184 164.538 .510 .380 .794

[표 40] 3차 검사 결과 지각 제거 지수

3차 검사에서 나타난 결과 지각의 신뢰도와 각 문항 별 제거 지수를 비
교하여 보았을 때, 사실 지각의 경우처럼 그 어떠한 문항도 수정 및 제거
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 지각의 딜레마 별 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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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항목이 

삭제된 경우 
평균 척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마지막 
한자리 37.6019 141.477 .550 .443 .783

우리 같이 
이름을 
새기자

37.8835 137.967 .454 .361 .787

이번 한 번 
타자고 꼭 
사야 되나?

39.0680 137.397 .345 .346 .799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38.1553 136.054 .477 .326 .784

중국에서 
온 친구 38.3107 125.883 .685 .625 .763
처음들어 
보는 데? 38.7087 142.228 .286 .203 .803
영어도 
사용 안 
하잖아

37.6311 138.843 .543 .399 .781

북한에서 
왔다고? 38.0874 132.943 .549 .373 .778
소중한 

쉬는 시간 38.5146 133.507 .468 .415 .785
축구 시합 39.4369 140.895 .276 .218 .806
저 아이는 

정말 
싫은데…

37.8738 135.915 .573 .595 .778

책임 지각의 각 문항들은 평균 2점에서 4점대 사이에 분포하여 있다. 4
점 이상의 평균을 보인 문항들은 첫 번째와 일곱 번째 문항이었다. 이러한 
책임 지각의 제거 지수는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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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항목이 

삭제된 경우 
평균 척도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제곱 
다중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짝피구 
해야 

되는데
38.6990 136.860 .351 .422 .798

[표 42] 3차 검사 책임 지각 제거 지수

3차 검사의 책임 지각에서 드러난 신뢰도와 각 문항 별 제거 지수를 비
교하여 보았을 때, 전자에 비하여 제거 지수 값이 높은 것이 있었지만 그 
값은 .9 미만의 수치였다. 따라서 제거 지수 역시 책임 지각 전체의 신뢰
도와 같은 .8 수준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정 및 보완은 필요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검사를 경험적으로 타당화하기 
위한 3차에 걸친 과정들을 살펴보았다. 3차 검사 때는 우선적으로 딜레마
의 수를 늘려 문항의 총 개수를 증가시켰고, 2차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도 수정 및 보완하여 반영하였다. 그 결과 각 하위 요인들과 딜레마들이 
가지고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는 충분한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효과를 측정할 도구에 있어서는, 그 타당도와 신
뢰도가 검증된 3차 검사의 틀과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여 사전 및 사후 검
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3. 연구 결과

본 절에서는 3차 검사를 주 측정 도구로 하여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 
따른 수업의 사전과 사후 상태를 살펴보며 비교하여 보고, 모형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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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명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실험 집단 28 105.93 38.320

비교 집단 1 28 109.39 32.668
비교 집단 2 28 106.25 33.680

총합 84 107.19 34.588
[표 44] 사전 검사 총합에 대한 세 집단의 통계량

(1) 사전 검사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투입과 관련하여 각 집단의 처치 특성을 살펴보
면 [표 43]과 같다.

집단 구분 인원 실험 설계 처치 내용

실험 집단 28 O1  X  O2

O1: 사전 검사
O2: 사후 검사
X: 도덕 교과서-도덕적 공감 수  
   업 모형의 적용, 연구자에 의  
   한 수업

비교 집단 1 28 O3  C  O4

O3: 사전 검사
O4: 사후 검사
C: 도덕 교과서, 연구자에 의한  
   수업

비교 집단 2 28 O5  X  O6
O5: 사전 검사
O6: 사후 검사

[표 43] 각 집단의 처치 특성

또한 3차 검사를 기준으로 다음의 6학년 세 집단 학생들의 총합에 대한 
통계량을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표 44]와 같이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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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 Statistic 자유도 1 자유도 2 Sig.
.381 2 81 .684

p<0.05
[표 45] 사전 검사 총합에 대한 세 집단 간 분산의 동질성

제곱 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Sig.
집단-간 205.167 2 102.583 .084 .920

집단-내 99089.786 81 1223.331

합계 99294.952 83
p<0.05

[표 46] 사전 검사 총합에 대한 세 집단 간 평균의 동질성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참여 인원은 각 집단 별로 28명씩이었으
며, 사전 검사 총합에 대하여 실험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가장 낮
은 점수를 받았다. 사전 검사 총합이 가장 높은 반은 비교 집단 1이었다. 

이들 집단 간의 총합에 대한 분산의 동질성 확인을 하기 위하여 일원분
산분석을 사용한 결과 다음 [표 45]와 같은 자료를 얻게 되었다.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Levene's F 통계량에서(Levene's F 
statistic) 유의도(Sig.)는 .05보다 크기 때문에, 총합에 대하여 세 집단이 
가지는 분산의 동질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세 집단이 총합에 대하여 그 평균이 가지는 동질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에서 F 값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일원분산분석 결과에 따르면(F=.084, P<.05), 유의도(Sig.)가 .05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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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때문에 세 집단 간 사전 검사의 평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세 집단 간 사전 검사의 분산과 평균은 
동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결과로부터 사실상 세 집단이 도
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에 대하여 동일한 선상(equal basis)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들 집단이 가지는 총합에 대한 도수 분포(frequency 
distributions)가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s)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히스토그램(histogram)으로 확인하면 다음의 
[그림 1], [그림 2], 그리고 [그림 3]과 같다. 

[그림 1] 실험 집단의 사전 검사 총합에 대한 도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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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교 집단 1의 
사전 검사 총합에 대한 도수 분포

[그림 3] 비교 집단 2의 
사전 검사 총합에 대한 도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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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집단 명 평균 표준 편차 인원

사실 지각
실험 집단 36.0357 13.23151 28

비교 집단 1 38.0357 9.86007 28
비교 집단 2 35.8214 12.00017 28

총합 36.6310 11.68026 84

결과 지각
실험 집단 35.0000 13.33056 28

비교 집단 1 34.9286 12.51644 28
비교 집단 2 33.9286 12.12566 28

총합 34.6190 12.52362 84

책임 지각
실험 집단 34.8929 15.10786 28

비교 집단 1 36.4286 13.88159 28
비교 집단 2 36.5000 12.76424 28

총합 35.9405 13.80183 84
[표 47] 사전 검사 각 하위 요인 별 점수에 대한 세 집단의 통계량

이들 히스토그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 집단은 사전 검사 총합
에 있어서 정규 분포를 형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세 집단이 사전 검사 점수에서 보이고 있는 각 하위 요인 별, 
즉 사실 지각, 결과 지각, 그리고 책임 지각의 통계 처리 결과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측정 도구의 각 하위 요인들이 전체 검사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
으므로, 다변량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그 값들을 확인하기로 한다. 먼저 세 
집단이 사전 검사에 대하여 가지는 각 하위 요인 별 통계량은 [표 47]과 
같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각 하위 요인 별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 지각에서는 비교 집단 1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2 순이었다. 결과 지각에서는 실험 집단이 가장 높은 점
수를 보였고, 비교 집단 1과 비교 집단 2가 그 뒤를 이었다. 책임 지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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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s M 5.898
F .465

자유도 1 12
자유도 2 31795.615

Sig. .936
p<0.05

[표 48] 사전 검사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에 대한 
세 집단 간 공분산 행렬의 동질성

서는 비교 집단 2가 그 점수에서 가장 높았고, 비교 집단 1과 실험 집단이 
그 다음이었다. 

이들 집단 간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에 대한 공분산 행렬의 동질성을 
확인해 본다면 다음 [표 48]과 같다.

Box's M 검사(Box's Test of Equality of Covariance Matrices) 결
과(F=.465, p<.05), 유의도(Sig.)는 .05보다 높기 때문에 세 집단이 보여
주는 공분산의 행렬은 동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 하위 요인별 점수에
서 나타나는 세 집단 간 차이 여부는 [표 49]의 다변량 검정 결과의 
Wilks' λ 값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효과 
분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Sig.

Wilks' 
Lambda 집단

사실 지각
.973 .368 6.000 158.000 .898결과 지각

책임 지각
p<0.05

[표 49] 사전 검사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에 대한 
세 집단 간 동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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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량 검정 결과(Wilks' λ=.973, F=.368), 유의도(Sig.)는 .05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전 검사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에 대하여 
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개
체-간 효과 검정(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을 이용하여 각각
의 종속 변수가 집단들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50]과 같다.

효과 
분석 소스 종속 

변수
제 III 유형 

제곱 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Sig.

개체-간 
효과 
검정

집단

사실 
지각 83.524 2 41.762 .301 .741
결과 
지각 20.095 2 10.048 .063 .939
책임 
지각 46.167 2 23.083 .119 .888

p<0.05
[표 50] 사전 검사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에 대한 

개체-간 효과 검정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종속 변수, 즉 하위 요인들이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모든 종속 변수는 집단에 따라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각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유의도(Sig.)는 모두 .05
보다 높았다; 사실 지각(F=.301, p<.05)은 .741, 결과 지각(F=.063, 
p<.05)은 .939, 그리고 책임 지각(F=.119, p<.05)은 .888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전 검사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에 있어서 세 집단의 도수 
분포를 살펴보면 이어지는 [그림]들과 같다. 먼저 실험 집단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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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 집단의 사실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그림 5] 실험 집단의 결과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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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험 집단의 책임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비교 집단 1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의 도수 분포는 아래와 같다. 

[그림 7] 비교 집단 1의 사실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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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비교 집단 1의 결과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그림 9] 비교 집단 1의 책임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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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비교 집단 2의 도수 분포를 살펴보자.

[그림 10] 비교 집단 2의 사실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그림 11] 비교 집단 2의 결과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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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비교 집단 2의 책임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 검사에 있어서 각 하위 요인 별 점수에 

대한 세 집단이 보여주는 도수 분포는 총합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원분산분석 및 다변량 분산분석으로 사전 검사 후 세 집단을 검정한 
결과 분산과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경우의 도수 분포 역시 정규 분포를 형성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투입된 후 각 집단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차이는 유의미한 것인지를 사후 검사를 통하여 알아보
자.

 
(2) 사후 검사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적용한 후에 실시된 6학년 세 집단의 사후 검
사 점수 총합에서 사전 검사 점수 총합을 제외한 결과를 일원분산분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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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명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실험 집단 28 36.4286 38.03452

비교 집단 1 28 -3.2143 41.60605
비교 집단 2 28 -3.3571 23.55013

총합 84 9.9524 39.60860
[표 51] 사전-사후 검사 점수 총합 차이에 대한 세 집단의 통계량 

Levene Statistic 자유도 1 자유도 2 Sig.
3.626 2 81 .031

p<0.05
[표 52] 사전-사후 검사 점수 총합 차이에 대한 

세 집단 간 분산의 동질성 

나타내면 [표 51]과 같다.

우선 사후 검사에 참여한 인원도 각 28명씩이었다. 또한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험 집단의 평균이 무려 36점 이상 올라간 것에 비하여 비
교 집단들의 평균은 모두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계량에
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도덕 교과서의 내용 및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수업의 경우 오히려 평균 
점수가 떨어졌다. 이는 시민성 교육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집단과 유사한 결과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사전 검사
의 복수 시행으로 인한 효과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사이에 존재하는 기
간 동안 학생들의 성숙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비교 집단 2
의 점수가 떨어진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이들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 총합의 차이에서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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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 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Sig.
집단-간 29441.810 2 14720.905 11.833 .000
집단-내 100772.000 81 1244.099

합계 130213.810 83
p<0.05

[표 53] 사전-사후 검사 점수 총합 차이에 대한 
세 집단 간 평균의 동질성 

(I)
집단 (J) 집단 평균 차

(I-J) 표준 오차 Sig.

A B 39.78571* 9.42678 .000
C 39.64286* 9.42678 .000

Levene's F 통계량에서 유의도(Sig.)가 .05보다 작기 때문에 사전-사
후 검사 점수 총합 차이에 대한 세 집단이 가지는 분산은 동질적이지 않다
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평균의 경우는 어떠한가? 역시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F 값
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3]과 같다. 

결과에 따르면(F=11.833, p<.05), 유의도(Sig.)가 .05보다 작기 때문에 
세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점수 총합의 차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들은 두 점수 간 평균 차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비록, 앞서 사전-사후 검사 점수 총합 차이의 평균에서 실험 집단이 다
른 두 비교 집단들에 비하여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보다 구체적으
로 이들이 상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쉐페 검
증을 이용, 확인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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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단 (J) 집단 평균 차

(I-J) 표준 오차 Sig.

B A -39.78571* 9.42678 .000
C -.14286 9.42678 1.000

C A -39.64286* 9.42678 .000
B .14286 9.42678 1.000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 A=실험 집단, B=비교 집단 2, C=비교 집단1

[표 54] 사전-사후 검사 점수 총합 차이에 대한 다중 비교 

Scheffea 
집단 명 N 유의 수준=.05에 대한 부집단

1 2
비교 집단 1 28 -3.2143
비교 집단 2 28 -3.3571
실험 집단 28 36.4286

Sig. 1.000 1.000
a. Uses Harmonic Mean Sample Size = 28.000.

[표 55] 사전-사후 검사 점수 총합 차이의 부집단(sub-group)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 집단은 나머지 두 비교 집단들과 평균 
차에서 유의미하였다. 그에 반하여 두 비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전-사후 검사 점수 총합 차이에 
따른 부집단 형성을 보면 [표 55]와 같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전-사후 검사 점수 총합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세 집단은 다시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실험 
집단을 제외하고 비교 집단 1과 2가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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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집단 명 평균 표준 편차 인원

사실 지각
(사전-사후)

실험 집단 13.2857 13.19612 28
비교 집단 1 .1429 13.04327 28
비교 집단 2 -.3929 10.93530 28

총합 4.3452 13.83421 84

결과 지각
(사전-사후)

실험 집단 10.7143 15.46288 28
비교 집단 1 -3.2857 13.28005 28
비교 집단 2 -1.6429 11.35362 28

총합 1.9286 14.71724 84

책임 지각
(사전-사후)

실험 집단 12.4286 14.03812 28
비교 집단 1 -.0714 17.22171 28
비교 집단 2 -1.3214 7.99098 28

총합 3.6786 14.84471 84
[표 56] 사전-사후 검사 각 하위 요인 별 점수 차이에 대한 

세 집단의 통계량

것이다. 
이번에는 측정 도구의 각 하위 요인들, 즉 사실 지각, 결과 지각, 그리고 

책임 지각에서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 차이를 각 집단 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본 도구가 세 가지 하위 요인들로 구
성되어 있고, 따라서 총합 차 이외에 각 요인 별 점수 차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야지만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변량 분산분석에서의 터키 검증을 이용하여 확
인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이들 점수의 통계량은 [표 56]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사전-사후 검사의 총합에 대한 차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하위 요인 별 
점수 평균의 차이에 대해서도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들과 비교하여 볼 때 
모두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수 변화는 사실 지각에서 가장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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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s M 32.254
F 2.543

자유도 1 12
자유도 2 31795.615

Sig. .002
p<0.05

[표 57] 사전-사후 검사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 차이에 대한 
세 집단 간 공분산 행렬의 동질성

드러졌으며, 책임 지각과 결과 지각이 그 다음을 이었다. 그러나 교과서의 
형식대로 진행된 수업을 받은 집단, 즉 비교 집단 1은 사실 지각에서만 미
묘한 점수 상승이 있었을 뿐, 결과 지각과 책임 지각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성 교육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치를 하
지 않은 비교 집단 2에서는 사실 지각과 결과 지각 그리고 책임 지각 모
두에서 점수가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들 각 하위 요인 별로 집단들이 보이
는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분산 행렬의 동질성에 대하여, 이들 집단 간 각 하위 요인 별 점
수 차이가 가지는 의미를 보자.

Box's M 검사 결과(F=2.543, p<.05), 유의도(Sig.)는 .05보다 낮기 때
문에 세 집단이 보여주는 공분산의 행렬은 동질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집단 간 차이를 Wilks' λ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의 [표 58]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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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분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Sig.
부분 
에타 
제곱

Wilks' 
Lambda 집단

사실 지각
.760 3.871 6.000 158.000 .001 .128결과 지각

책임 지각
p<0.05

[표 58] 사전-사후 검사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 차이에 대한 
세 집단 간 동질성 

다변량 검정 결과(Wilks' λ=.760, F=3.871), 유의도(Sig.)는 .05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전-사후 검사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 
차이에 대하여 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
다. 또한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 에타 제곱의 값을 살펴볼 때 통계적 
검증력 역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개체-간 효과 검
정을 이용하여 각각의 종속 변수가 집단들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효과 
분석 소스 종속 

변수
제 III 
유형 

제곱 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Sig.

부분 
에타 
제곱

개체-
간 효과 

검정
집단

사실 
지각

3361.
167 2 1680.583 10.869 .000 .212

결과 
지각

3279.
714 2 1639.857 9.037 .000 .182

책임 
지각

3237.
500 2 1618.750 8.711 .000 .177

p<0.05
[표 59] 사전-사후 검사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 차이에 대한 

개체-간 효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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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I) 집단 (J) 집단 평균 차 (I-J) 표준 오차 Sig.

사실 지각
(사전-사후)

A B 13.6786* 3.32324 .000
C 13.1429* 3.32324 .000

B A -13.6786* 3.32324 .000
C -.5357 3.32324 .986

C A -13.1429* 3.32324 .000
B .5357 3.32324 .986

결과 지각
(사전-사후)

A B 12.3571* 3.60015 .003
C 14.0000* 3.60015 .001

B A -12.3571* 3.60015 .003
C 1.6429 3.60015 .892

C A -14.0000* 3.60015 .001
B -1.6429 3.60015 .892

책임 지각
(사전-사후)

A B 13.7500* 3.64336 .001
C 12.5000* 3.64336 .003

B
A -13.7500* 3.64336 .001
C -1.2500 3.64336 .937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사후 검사 점수에서 각 종속 변수 별 점
수 차이, 즉 하위 요인들의 사전-사후 점수 차가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모든 종속 변수는 집단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각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유의도(Sig.)는 모두 .05보다 낮았다; 사
실 지각(F=10.869, p<.05)은 .000, 결과 지각(F=9.037, p<.05)은 
.000, 그리고 책임 지각(F=8.711 p<.05)은 .000. 또한 효과 크기를 나타
내는 부분 에타 제곱의 값을 살펴볼 때 통계적 검증력 역시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각 하위 요인 별 점수 차이가 집단 상호 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표 60]을 통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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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12.5000* 3.64336 .003
B 1.2500 3.64336 .937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 A=실험 집단, B=비교 집단 2, C=비교 집단1
[표 60] 사전-사후 검사 점수 차이에 대한 각 하위 요인 별 다중 비교 

Tukey HSDa : 사실 지각(사전-사후)
집단 명 N 유의 수준=.05에 대한 부집단

1 2
비교 집단 1 28 .1429
비교 집단 2 28 -.3929
실험 집단 28 13.2857

Sig. .986 1.000
a. Uses Harmonic Mean Sample Size = 28.000.

[표 61] 사전-사후 검사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 차이에 따른 
부집단(sub-group): 사실 지각 

위의 표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실험 집단의 각 하위 요인들은 다른 두 집
단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평균의 차이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
다. 그러나 두 비교 집단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사후 검사에서 각 하위 요인 별 점
수 차이에 따른 부집단 형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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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key HSDa: 결과 지각(사전-사후)
집단 명 N 유의 수준=.05에 대한 부집단

1 2
비교 집단 1 28 -1.6429
비교 집단 2 28 -3.2857
실험 집단 28 10.7143

Sig. .892 1.000
a. Uses Harmonic Mean Sample Size = 28.000.

[표 62] 사전-사후 검사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 차이에 따른 
부집단(sub-group): 결과 지각 

Tukey HSDa: 책임 지각(사전-사후)
집단 명 N 유의 수준=.05에 대한 부집단

1 2
비교 집단 1 28 -.0714
비교 집단 2 28 -1.3214
실험 집단 28 12.4286

Sig. .937 1.000
a. Uses Harmonic Mean Sample Size = 28.000.

[표 63] 사전-사후 검사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 차이에 따른 
부집단(sub-group): 책임 지각 

각 하위 요인 별로 사전-사후 검사 점수 차이에 따라 세 집단이 다시 
두 개의 집단으로 재형성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하위 요인에서 
실험 집단을 제외하고 비교 집단 1과 2가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사후 검사 점수에서 사전 검사 점수
를 제외한 통계적 결과는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들에 비하여 유의미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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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검사 점수의 총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도구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 요인들, 즉 사실 지각, 결과 지
각, 그리고 책임 지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적용을 받은 실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도덕
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총합과 각 하위 요인들의 점수를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
다. 다음의 [그림]들은 실험 집단, 비교 집단 1, 그리고 비교 집단 2의 순
으로 진행되며, 각각은 검사 점수 총합의 변화, 사실 지각 점수의 변화, 결
과 지각 점수의 변화, 그리고 책임 지각 점수의 변화를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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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실험 집단의 검사 총합에 대한 도수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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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실험 집단의 사실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변화



- 271 -

[그림 15] 실험 집단의 결과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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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실험 집단의 책임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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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비교 집단 1의 검사 총합에 대한 도수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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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비교 집단 1의 사실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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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비교 집단 1의 결과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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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비교 집단 1의 책임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변화 



- 277 -

[그림 21] 비교 집단 2의 검사 총합에 대한 도수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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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비교 집단 2의 사실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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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비교 집단 2의 결과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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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비교 집단 2의 책임 지각 점수에 대한
도수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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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 [그림]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후 검사로부터 각 집단의 점
수에 따른 도수 분포가 사전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형성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실험 집단의 도수 분포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후 검사 총합이나 도구를 구성하는 각 하위 요인들의 점수는 모
두 오른쪽, 즉 높은 점수 쪽의 방향으로 분명히 이동하여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전 검사에 비하여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적용을 받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검사에서 향상된 점수를 받았
다는 하나의 시각적 증거가 된다. 반면, 비교 집단 1이나 비교 집단 2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즉, 교과서의 내용 및 구조를 충
실히 반영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나 도덕 교과서에서 시민성 관련 단원을 
전혀 배우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한 것이다.

 
4. 효과 분석

본 절에서는 사전 검사 및 사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적 공감에 기
초한 시민의식을 이루는 각 하위 요인들의 변화와 그 총합이 어떻게 해석
되는지를 분석하고 설명하기로 한다. 아울러 참여자 인터뷰를 통한 수업 
모형에 대한 만족도 등의 분석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1)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의 변화

사후 검사 결과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드러
난 실험 집단과 두 비교 집단들 간의 차이는 분명하였다. 이들 차이를 집
단에 따라 살펴보자.

첫째,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1의 차이는 사전-사후 검사 점수 차이에
서 볼 때, 각 하위 요인 별 그리고 총합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과 관련하여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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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해석이 가지는 효과가 교과서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볼 때 분명히 존재
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선 그 효과는 주어진 딜레마를 윤리적인 사안으
로 받아들이는 능력에서 드러났다. 본 측정 도구의 첫 번째 하위 요인인 
사실 지각을 보면 실험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 차이 결과는 비교 집
단 1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으로 인하여 주어진 딜레마를 보다 도덕적인 사
안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교과서 구조의 충실한 해석보다는 도덕적 시민과 관련된 사안에 대
하여 도덕적인 이해를 보다 더 유의미하게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과 지각에서도 실험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 차이 결과는 
비교 집단 1의 그것하고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딜레마 속에서 도덕적 공감의 핵심 구조 
중 하나인 ‘고통’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구조 및 그것의 충실한 해석 방식을 따르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
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일반적인 교과서의 진행에 비하여 도덕적 시민의 측면에서 피해자
의 고통을 보다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책임 지각 역시 실험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 차이 결과는 비교 집
단 1의 그것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도움에 대한 방법
을 찾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련한 책임 지각에 있어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효과가 교과서의 진행보다 유의미하다는 것은, 본 모형
이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도덕적 시민행위를 보다 더 긍
정적으로 동기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총합의 비교에서도 나타났다.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적용을 받은 집단은 교과서 식 구조와 해석에 기초한 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도
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전통적인 교과서 방식의 수업에 비해 학생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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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문제 상황을 보다 도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인지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그 고통을 완하 시키기 위한 혹은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실천적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의 향상에 유
의미한 기여를 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둘째,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2의 차이는 사전-사후 검사 점수 차이에
서 볼 때, 각 하위 요인 별 그리고 총합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도
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적용을 받은 집단은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관
련 내용을 아예 배우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각 하위 요인 별 그리고 총합
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시민성 관련 단원을 학습한 집단은, 시민성과 관련
하여 아무런 처치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
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교 집단 1에서처럼 비교 집단 2에
서도, 문제 상황을 도덕적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파
악하며 이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적 동기화라는 학습 구조를 생
각하여 볼 때, 실험 집단이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분명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을 향상시
켰다. 따라서 서론에서 언급된 연구 문제, 즉 ‘사전 검사에 비하여 수업 모
형을 적용한 수업 후 실험 집단이 2개의 비교 집단보다 도덕적 공감에 기
초한 시민의식 점수가 더 많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가설은 성공적으로 검
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로부터 본 연구자는,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자기 자신의 이
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피해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서론에서 요즘 학생들의 문제로 지적된
-더불어 사는 능력의 결핍을 해결 할 하나의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수업 모형의 적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의 변화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다른 사람이 처한 고통의 상황을 목적론적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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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덕적으로 노력하였음을 말하는데, 이러한 과
정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파악하는 사
고의 진행을 자연스럽게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모형은 학생들로 하
여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도덕적인 맥락에서 고려하게 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기르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2) 참여자 반응 분석

실험 집단의 28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총 
21명의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이들이 수업 모형의 적용을 
받으면서 느낀 점, 소감, 그리고 바라는 점 등을 세분화하여 정리 및 제시
하기로 한다.197)

첫 번째, 인터뷰를 하였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 전반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으로 ‘피해자(victim)’와 관련된 사항들을 언급하였다. 대표
적으로 다음의 답변들이 나열될 수 있다.

피해자를 찾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인터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배우고 피해자를 찾는 것입니다(인터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고 같이 찾아본 것입니다(인

197) 인터뷰 질문은 총 9개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수업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수업을 하면서 어려웠거나 불만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셋째, 고통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도덕 수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넷째, 도덕 수업을 할 때 
내가 고통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사람의 입장에서 생
각해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섯째, 부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 
혹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
니까? 여섯째, 내가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사
람을 직접 도와준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일곱째,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덟째, 남과 같
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도덕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아홉째, 이외에 하
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실제로 행해졌던 세부적인 인터뷰 질문은 부록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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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

피해자를 어떻게 하면 안만들 수 있는지 배운 것입니다(인터뷰).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법입니다(인터뷰). 

‘공정한 생활’에서 진경이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인터뷰).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인
터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인터뷰).

물론 수업 내용 자체보다도 수업 외적인 측면, 예를 들어 연구자의 외모
나 몸짓 등을 언급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21명의 인터뷰 참가자 중 15명
이 위와 같이 응답하였거나 유사하게 반응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학생들에
게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주요한 핵심 구조가 비교적 잘 이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수업을 하면서 어려웠거나 불만스러웠던 점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다음 3명의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고
충을 토로하였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찾는 것이 살짝 어려웠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예상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졌습니다(인터뷰).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약간 어려웠습
니다. 어떻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지 조금 어려웠습니다(인터뷰).

수업이 조금 딱딱하였습니다. 너무 교과서만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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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마지막 학생의 답변은 변인 통제의 측면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것이라
고 할지라도, 나머지 두 명 학생의 답변들은-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본 
수업 모형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교사의 개입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말
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도덕적 공
감 수업 모형이 적용된 수업을 받으면서 별다른 어려움을 언급하지 않았다
는 것이다. 

세 번째, 학생들은 고통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사람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도덕 수업(공부)
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즉, 모든 인터뷰 참여자가 그러한 
수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답변들을 살펴볼 수 
있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자세히 배운 것이 좋았습니다(인터
뷰).

수업하고 나서 조금 더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정말 (다른 사람이 고통 받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실제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인터뷰).

어렵게 나온 글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인터뷰).

피해를 입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피해자를 더 생각하는 것 같
아서 좋았습니다(인터뷰).

(수업을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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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렇게 풀어서 공부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좋았습니다(인터뷰).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인터뷰).

이들의 답변들을 보면,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서 의도하는 바가 비교
적 정확히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
하고 그에 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음을 표
현하였다. 오히려 많은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쉬웠다고 언급하
였다. 특히 교과서의 글은 어려운데 수업 모형으로 인하여 쉽게 풀어서 이
해하였다고 말한 어느 학생의 인터뷰 내용은, 본 모형이 시민성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한다. 또한 도덕적 공
감 수업 모형은-물론 통계적 수치에서도 드러나는 바이지만-행위에 대한 
동기화에서도 장점을 가지는데, 이는 실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한 학생의 응답에서 드러난다. 

네 번째, 학생들은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서 고통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보는 것, 
즉 ‘공감’의 역할에 대해서도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다음의 답변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고 도움을 줄 수 있
기 때문입니다(인터뷰).

그 사람의 상황에서 보고 그 사람을 잘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인터뷰).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인터뷰).

고통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
고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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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바꾸어 생각해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인터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폭력도 
막을 수 있고 왕따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인터뷰).

입장을 바꾸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인터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습
니다(인터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생각이 더 잘됩니다(인터뷰).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인터뷰).

도덕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화를 잘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인터뷰).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이 실감나고 편합니다(인터뷰).

피해자를 배우니까 도덕을 알 것 같습니다(인터뷰).

위의 답변들과 같이 수업 모형에 있어서 ‘공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
고, 이 효과는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다.198) 이와 같은 방식의 도덕 수업
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생각해 내는 것이 가능하였다. 특히, ‘공감’으로 
인하여 학교의 왕따 문제 해결을 언급하였던 학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의 변화(화를 잘 내지 않게 되었음)를 이야기하였던 학생의 사례는, 
그것이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198) 참고로 오직 한 명의 학생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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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199) 
다섯 번째, 학생들에게 도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는 공적에 대한 담론 및 

정의적 구조와 관계된 질문을 하였는데, 이는 부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 혹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응
답으로부터 대부분의 학생들은 행위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의도한 바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음도 
함께 볼 수 있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인터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행복해집니다(인터뷰).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인터뷰).

친구가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터뷰).

도와줍니다. 내가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했을 때, 친구가 도와주면 좋
기 때문입니다(인터뷰).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인터뷰).

199) 실제로 현장 교사들도 공감이 가져다주는 도덕교육적 효과를 긍정하였다. 설문 결과
에 따르면, ‘교실 안에서’ 도덕적 공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과 관련이 있는 
상황극을 직접 해 보는 것이 도덕과 교육을 통한 시민성 교육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32%, 70명). 참고로 미디어 활용 교육이라고 응답한 교사들
이 26%(57명)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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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줍니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인터뷰).

도와줍니다. 억울한 것을 푸는 것은 그 사람에게 중요합니다(인터뷰). 

도와야 합니다. 당연히 억울한 사람은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을 공평하게 해 주어야 하
기 때문입니다(인터뷰).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면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부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
와야 합니다(인터뷰).

당연히 돕습니다. 부당한 피해는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인터뷰).

도움을 줍니다. 정말로 부당하다면 그 사람의 피해를 줄여야 하기 때문
입니다(인터뷰).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움 그 자체를 당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그
러한 체계를 행복 및 도덕적 삶과 연관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모두 
도덕적 공감의 개념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이 그 가치를 충실히 표현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할 학생들의 답변이 있는데, 이들의 답변은 도덕적 공감 수업 모
형이 가지고 있는 도덕교육적 그리고 시민성 교육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나타내고 있다.

도움을 줍니다. 부당하거나 억울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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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줄이는 것은 우리 사회에 좋
습니다(인터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의롭기 때문입니다(인터뷰).

당연히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내가 방관자가 되기 때문입
니다(인터뷰).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움의 행위를 사회와 
정의의 맥락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상 도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는 타
인 본위적 혹은 사회적 기능을 긍정하는 것이며,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이 시민성 영역에서 하나의 가능성 있는 제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자신이 방관자가 
되어 버린다고 말한 한 학생의 답변으로부터, 도움의 행위가 선택의 문제
가 아니라 일종의 죄책감 및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당위적인 
원리로도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은 도덕과 교육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시민성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학생들은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그러한 상황
에 처해 있을 사람을 직접 도와줄 때 느낄 수 있는 기분을 묻는 질문에 대
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답변들을 하였다. 이것은 ‘적극적 도움’에 관한 것이
었으며, 학생들은 주로 ‘좋음’ 및 ‘뿌듯함’과 연관 지어 응답하였다. 

뿌듯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
니다(인터뷰).

상대방을 도와준다는 생각에 뿌듯할 것입니다(인터뷰).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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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도와주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터뷰).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기쁜 일이
기 때문입니다(인터뷰).

내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터뷰).

좋습니다. 그 사람이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좋기 때문
입니다(인터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인터뷰).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을 살린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인터뷰).

정말 뿌듯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기분이 뿌듯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인
터뷰).

당연히 뿌듯합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자랑스럽기 때
문입니다(인터뷰).

기분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행복하
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인터뷰).

위의 응답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연구자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 때문이라고 생각되
는데-남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것이 행위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즉,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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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행복에 직접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다음 학생의 응답은 
남을 이와 같이 도와줌으로써 상호 이익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도
움의 사회적 기능에 다시 한 번 주목을 하게 한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도 나에게 고마워하고 서로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인터뷰).

이처럼 고통이나 피해와 관련된 혹은 관련될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는 것은, 앞서 도덕적 공감의 도움과 관련한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200)

일곱 번째, 학생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도와줄 때도 긍정
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모든 학생들에서 이와 같은 응답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적극적 도움’과 관계가 있는 여섯 번째 질문에서
의 핵심과는 다르게 ‘소극적 도움’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응답들
은 대표적으로 다음 학생들의 답변들로 요약될 수 있다.

나쁜 짓은 당연히 안하는 것인데, 이게 도움이 된다면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피해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인터뷰).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내 힘으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기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나쁜 짓도 안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인

200) 안타깝게도 한 명의 학생은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불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돕는 것이라면 나의 시간을 그만큼 뺏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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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

어쨌든 남을 도우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터뷰).

뿌듯합니다. 남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인터뷰).

남을 돕는 것이므로 뿌듯하고 내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인터뷰).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인터뷰).

내가 나쁜 짓을 안 해서 피해자가 줄어드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나쁜 짓을 하면 죄책감이 드는데 안 하니까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인
터뷰).

착하게 사는 마음도 가져서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인터뷰).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좋습니다(인터뷰).

도덕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인터뷰).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고 좋을 것 같
습니다(인터뷰).

좋고 기쁠 것입니다. 법을 지켰다는 것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인터뷰).

기분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움 받은 사람이 나에게 고마운 
마음과 행복한 기분을 주기 때문입니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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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학생들은 소극적 도움,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유발하
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였다. 소극적 도움은 적극적 도움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긍정적
인 정서적 반응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소극적 
도움은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죄책감 및 수치심의 형성을 막을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움
에 있어서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음의 학
생은 이러한 형태의 소극적 도움이 그저 수동적인 정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모습의 자존감과도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존경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
고 남을 살리기 때문입니다(인터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극적 도움이든 혹은 적극적 도움이든, 이들이 학
생들에게 긍정적인 정서적 보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보상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심을 높일 
수 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201)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학
생들이 이와 같은 정서적 반응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화된 활
동들을 제공한다. 

마지막 질문은 공동체에서 도덕적인 사람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인터뷰 
에 응한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였지만 연구자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훌륭하게 응답되었다. 답변들을 보면, 그들은 남과 같이 함
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도덕적인 사람의 특징, 즉 도덕적인 맥락에서의 시
민성을 비교적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많은 경우, 도덕적 시민의 모습
은 ‘피해를 주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201) 잘츠버그의 말처럼 사람들은 분명 좀 더 덕스러운 삶을 사는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

낀다(김선희 역, Goleman, Eds., op. cit.,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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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었다. 이는 앞서 도덕적 시민의 이론적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
던 ‘행위적 시민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
는 사람입니다(인터뷰).

남을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여 피해를 주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사람입
니다(인터뷰).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
다(인터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인터뷰).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인터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인터뷰).

바르게 생활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인터뷰).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착한 사람입니다(인터뷰).

남을 배려하여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인터뷰).

규칙을 잘 지키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인터뷰).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피해주지 않으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인터뷰). 

남을 잘 도와주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또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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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도와주고 공공시설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인터뷰).

학생들이 이해한 도덕적 시민의 모습은 공동체 속에서 도덕적 개인의 모
습을 상정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202)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면서,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고 도와주는 모습의 개인을 도덕적 시민의 상으로 정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움을 준다는 행위적 결단은 이와 같이 타
인을 향한 도덕적 정서들이 선행되었을 때 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 참여하였던 실험 집단 28명의 학생
들 중, 21명의 인터뷰 지원자들이 생각하는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203) 인터뷰 내용에서 드러난 것처럼,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도덕적 
공감의 개념적 구조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
었고, 그 결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개인)과 타인과의 관계(공동체) 
모두에서 도덕적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도덕적 시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행위’에 대한 동기부여를 적극적으로 하게 한다는 데서 그 
의미가 심장하였다. 

따라서 통계상 드러난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드러난 학생
들의 반응을 분석해 보아도, 본 수업 모형은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
202) 물론 조금 엉뚱한 응답도 있었다. 한 학생은 ‘예의가 있는 사람’이 남과 함께 살아가

는 세상에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외에는 모두 ‘피해’나 ‘도움’ 혹은 그 
둘을 함께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203) 이외에 하고 싶은 말에서 많은 학생들은 연구자에게 개인적인 감사함을 표현하였지
만 이와는 무관하게 그들의 다짐 및 총평을 하였던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응답
은 연구자로 하여금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도덕 공부를 할 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이렇
게 도덕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공부하고 싶습니다./부당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도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도덕적인 생활을 하면 
나쁜 짓을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을 배워서 정
말 좋았습니다./‘도덕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도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규칙만 잘 지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옳지 않은 일을 할 때 나를 다시 
한 번 돌아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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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04) 

204) 사실 인터뷰를 할 때 처음에 의도하였던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본 수업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본 수
업 모형이 적용된 수업에 대하여 별다른 불만이나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터뷰 자료는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다 더 돋보이게 하는 자
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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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의 의미 및 개선 방향
본 장에서는 양적 그리고 질적 연구를 통하여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그 

안에서 보다 도덕교육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도덕성 전반이 아닌 그 안에서의 시민성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사실상 새로운 논의가 아닌 이미 제시된 그러나 비교적 간단히 제
시된 담론들을 보다 깊게 다루고자 하는, 즉 몇 개의 ‘토의’(discussion) 
과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향에서는 앞서 진행된 연구들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었기 때
문에, 수업 모형 자체의 수정이나 보완보다는 본 연구가 시도한 접근 자체
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다.

1. 연구 결과의 도덕교육적 함의

여기서는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안에 내재된 몇 가지 원리들과 연구 결
과에서 드러난 여러 함의들을 종합하여 본 모형 자체에서 어떠한 도덕교육
적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관계 중심의 도덕성이 가지는 함의

다른 많은 도덕적 정서들이 그러한 것처럼 도덕적 공감 역시 개인적 삶
에 중점이 있기 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파
악될 수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그 
상황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켈렌버거(J. Kellenberger)의 주장처럼, 도덕적 공감은 그 도덕
성을 철저하게-의무론적 담론과 공리주의적 담론 모두에서 전통적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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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는 바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관계 중심’(person to person 
relationship)에서 찾을 수 있다(Jung, 1997, p. 383).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식의 기본 바탕에는 이와 같은 관계 중심의 도덕성
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공감은 그 핵심을 관계 
중심의 도덕성과 함께 하고 있다.

도덕적 공감이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물론 그것의 개념적 
구조에서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후의 인터뷰 결과에서 쉽게 인지될 수 있다. 인터뷰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
은 도덕적 공감의 실천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정신적 수련이나 훈련의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서 파악하였고,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의 행복이나 사회ㆍ정의적 문제에까지 
확장시키면서 이해하였다. 즉, 도덕적 공감이 수업 모형을 통해서 이해되
고 적용되는 하나의 인지 그리고 정의적 과정으로부터, 그것이 지닌 관계 
중심적 도덕성의 측면이 실제적 수준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도덕적 공감이 지니는 관계 중심적인 측면은, 우리나라의 어린 세대들이 
결여한 바인 ‘더불어 사는 능력’의 함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업과 친구 관계 속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
로 인하여 점점 개인적이고 심지어 이기적인 모습들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
고 있노라면, 그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의 결핍은 어쩌면 하나의 당연한 결
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연구자는 어떠한 종류의 교육이 
그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 함양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는지 질문해 보고 싶
다. 특히 이러한 능력 형성에 앞장을 서야 하는 일선 학교의 도덕과 교육
조차도 과정 및 결과론적 측면에서 볼 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교과서의 내용 및 구조대로 
수업을 받았던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점
수가 소폭 하락한 것을 보면 알 수 있기도 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205) 
205) 본 인터뷰는 각 집단들의 사후 검사 후에,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들이 있는 해당 학

교의 한 교사를 편의 표집 하여, 그 교사가 속해 있는 학년 연구실에서 약 15분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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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의 도덕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도
덕적으로 얼마나 변할까요? 물론 교사로서 큰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지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도덕교과에 관심이 많지만, 학기 초와 
학기 말의 6학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학기 초가 훨씬 더 도덕
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덕을 많이 배우기 이전의 모습이 오히려 낫다
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상급 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나 또래 집
단의 압력 혹은 사춘기의 시작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만 적어도 아이들이 도덕에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
다. 특히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힘이 듭니
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배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안 좋게 이용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인터뷰).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도덕과 교육의 의미가 이처럼 부정적이라면, 그 내
용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자는 이 문제의 해결에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관계 중심의 
도덕성을 지닌 도덕적 공감이 의미가 있음을 주장하고 싶다. 특히 이것을 
공동체 생활을 그 핵심으로 여기는 시민성 교육에서 다룰 것을 강력히 주
장하고 싶다. 도덕적 공감이야말로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안, 즉 한 인간의 소중함에 대하여 일깨워줄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본 모형의 적용을 받은 집단의 한 학생이 도덕적 공감으로 
인하여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인터뷰에서는 ‘왕따’라는 단어가 사용
됨)에 대한 해결도 언급한 것을 상기해 본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서 파악되는 도덕적 공감이 얼마나 강력한 교육적 힘을 지니고 있는지 쉽
게 알 수 있다. 

관계 중심의 도덕적 공감이 지니는 특성은 점차 세계화되고 다문화 되고 

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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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지금까지 
주류였던 정의 윤리(ethics of justice)를 지향하는 다문화 교육의 접근법
은, 도덕적 정서를 간과하였고 특수성과 관계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도
덕 원리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판단만을 강조한다는 이유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나딩스(N. Noddings)는 실제로 세계화와 관련된 
어떤 사태와 문제들을 세계적이며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볼 수 있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궁구하기 위해서는 정의 윤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뛰어 
넘어 학생들을 현실 개선을 위한 헌신과 실제적 참여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파도처럼 쇄도하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과업을 향
해서 흘러가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oddings, 추병완, 박병춘, 황인표 역, 2002, p. 195: 정창우, 2004b, 
p. 333 재인용). 이에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필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도
덕적 공감은,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포함하면서도 강한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정서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
다.206) 

시민성 교육에서 ‘관계’가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다. 특히 그것은 도덕과 
교육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관계가 가지는 의
미를 잘 살리면서도 그 가치를 도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준
다. 이러한 점은 통계 처리 결과와 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공적
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따라서 본 모형의 적용 결과가 관계 중심의 도덕성
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도덕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렵지 않
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207)

206) 이 이외에 도덕적 공감과 세계 시민성(global citizenship)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도덕과 지도서에서 언
급되는 시민성 교육에서는 그것이 국가 시민성의 측면인지 혹은 세계 시민성의 측면인
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세계 시민성을 함께 언급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나, 세계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상당한 논쟁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가능
한가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의 문제까지, 세계 
시민성은 결코 간단한 논의 사항이 아니다. 도덕적 공감과 세계 시민성과의 관계는 먼
저 세계 시민성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는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를 필
요로 하는 과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207) 수업 모형의 적용과는 별도로, 본 연구자가 실험을 계획하며 추진하고 결과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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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적 공감 개념의 포괄적 이해

고통과 도움은 도덕적 공감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적 구조이며, 도
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서도 중심을 담당하고 있다. 사실 도덕적 공감이라
는 개념에 있어서 고통과 도움은 수업 모형에서의 그것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전자의 그것들은 후자보다는 그 범위가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고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나 현재의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
된다. 물론 앞서 보았듯이, 블럼과 같은 학자는 그것을 미래에까지 적용하
여 폭넓게 해석하고 있지만 다른 학자들이 이해하는 혹은 실제 삶에서 사
용되는 도덕적 공감에서의 고통의 문제는 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거의 흔적이나 현재의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서는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보다 폭 넓게 받아들이고 있
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도덕적 공감의 개념에서 그 비중이 덜하고 비
교적 수면 아래에 위치하여 있는 미래의 고통 문제를 수업 모형의 구조에
서는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 모형에서는 성숙한 도덕적 시민의 상으로, 자신의 특정 행위로부터 
파생될 현재의 고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고통 문제 역시 중점적으로 다룬
다. 그것은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력의 결과적인 측면을 가
늠해 보는 것으로써, 행위 주체자인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의미에서
든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연결 고리를 도덕적인 맥락에서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 즉, 나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복지 혹은 행복이 도
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고통의 이해에 
있어서 시제의 적극적인 확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있어 보다 

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매일의 일상에서, 매일의 수업에서 관계 중심
의 도덕성이 강조된다면 어떠할까?”였다. 사실 주 1회 수업은 관계 중심의 도덕성을 배
우기에 매우 제한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담임교사가 매일의 삶과 교과들에서 지
도한다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그러한 분위기를 지지하
는 학교 및 학년의 분위기 역시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자 변수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적용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교사들 
자체가 관계 중심의 따뜻한 도덕성을 학생들에게 몸소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교재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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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움직임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
임의 효과는 앞서 본 모형의 통계적 결과 처리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
었던 내용이다. 

이처럼 도덕적 공감에서 다루는 고통의 문제는 본 모형을 통하여 확장될 
수 있으며,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인식하거나 앞으로 경험할 고통
을 예상하여 행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덕적 시민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포괄적 형태의 도덕적 공감 개념은 도덕교육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움의 문제 역시 본 모형을 통하여, 도덕적 공감에서 제시되
는 도움의 사안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그리고 실제 용례들을 검토하여 볼 때, 
도덕적 공감이라는 개념에서 사용되는 도움은 주로 ‘적극적 도움’, 즉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거나 해소시켜주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본 모형의 구조로부터 이해되는 도움은 그
러한 적극적 도움의 측면을 넘어서서, ‘소극적 도움’, 즉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거나 해소시켜주는 행위에도 그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적극적 도움이나 소극적 도움 모두 고통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시제를 미래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피해 및 고통을 
줄이거나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처럼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행위는 주로 법을 준
수하는 것에서 드러나는데, 준법에 대한 의지를 도덕적인 의미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억누르게 인도할 뿐만 아니
라 공동체의 정신 역시 따르게 하기 때문이다. 비록 일반적으로 적극적 도
움에 비하여 소극적 도움은 그 도덕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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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으나, 사실상 소극적 도움이야말로 하나의 공동체 혹은 사회를 지
탱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도움을 소극적 형태로 확장하는 것은 도덕교육적으로 중요한 함
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본 모형의 투입 이후 학생들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소극적 도움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서
적 반응, 예컨대 선행 후의 ‘뿌듯함’ 혹은 ‘좋음’의 맥락에서 그것을 이해하
며 받아들이고 있었다. 학생들은 단지 그것이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을 하
지 않는 것을 떠나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함으로써, 소극적 도움에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
이다. 또한 인터뷰 결과에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소극적 도움은 학
생들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원천도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자존감의 형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소극적 도움은 유연한 도덕적 시민성을 길러줄 수 있다는 데에서
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는 다
음과 같은 일화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숙된 형태의 소극적 도움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어느 일요일 아침 뉴욕의 지하철 안에서 코비가 경험한 이야기
이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거나 혹은 눈을 감고 쉬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매우 조용하고 평
화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한 중년 남자와 그의 아이
들이 탔는데 아이들은 매우 큰 소리로 떠들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팽개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읽고 있는 신문을 움켜잡
기까지 하는 등 정말 정신이 없었다. 아이들과 함께 탄 남자는 바로 그의 
옆에 앉았는데 두 눈을 감고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그는 이 남자가 자기 아이들이 저렇게 날뛰
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은 무감각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아무런 책
임도 지지 않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러한 상황이 참을 수 없도록 



- 306 -

화가 났다. 거의 모든 다른 승객들 역시 짜증을 냈고 화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
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때서야 이 남자는 마치 상
황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처럼 눈을 약간 뜨면서 다음과 같이 힘없이 말
했다. “당신 말이 맞군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한 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
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후 2, 30분
을 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더 이상은 그 아이들의 소동이 시끄럽거나 
불쾌하게 들리지도 않았고 그렇게 방해된다고 느끼지도 않았다는 이야기
이다. 아마 짐작컨대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홍이화, 2011, pp. 
252-253).

아이들의 어머니를 잃은 그 남자를 돕는 방법은 그저 더 이상의 불만을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그 남자의 고통을 인식하고 도와주려는 도덕
적 공감에서 나온 행위로, 소극적 도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소
극적 도움은-적극적 도움 역시 당연히 그러하지만-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법의 근본이 되는 ‘인간’을 먼저 바라보며 성숙한 도덕적 시민
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데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적극적 
도움뿐만 아니라 소극적 도움 역시 단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도움’의 형
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혹은 경험할 ‘인
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움’ 개념을 가지고 있는 
포괄적 형태의 도덕적 공감이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도덕교육에서 의
미를 가진다는 것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3) 고통/피해 중심의 시민성 교육과정 구성 가능성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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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잘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인간의 뇌는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인 정보를 서로 다른 반구(hemispheres)에서 처리한다. 나스(C. Nass)에 
의하면, 부정적인 정서들은 긍정적인 정서들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사고를 포함하고 그러한 정보는 좀 더 철저하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건들 보다는 불쾌한 사건들(unpleasant events)에 대하
여 보다 심사숙고하고 그러한 것들을 묘사할 때 보다 강한 단어들을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 바우마이스터(R. Baumeister) 역시 나쁜 것은 좋은 것
보다 강력하다고 하며, 이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듯이 심리학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적이고 널리 퍼져있는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와 
같은 특성이 인간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쥐 실험을 예로 들면서 이
것이 다른 동물들에서도 발견된다고 말한다(The New York Times, 
2012. 03. 23). 

나쁜 정서들, 나쁜 부모들, 그리고 나쁜 피드백은 좋은 것들보다 더욱 영
향력이 있다. 그리고 나쁜 인상과 나쁜 고정 관념은 좋은 것들보다 훨씬 
빨리 형성되고 쉽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거의 모든 인간이 부정적
인 것들을 보다 강력하고 세부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심
리학적 특성은 진화론적인 기초를 가지고 이해될 수 있다. 나쁜 것들에 대
하여 보다 잘 반응하는 사람들은 위험 상황에 있어서 보다 잘 생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확률(probability)을 
증가시키게 된다. 생존은 나쁜 결과들(bad outcomes)에 대하여 긴급한 
주의를 필요로 하지만, 좋은 결과들에 대해서는 덜 긴급하다(Ibid., 2012. 
03. 23).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 사건에 대하여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
이며, 이를 분명하게 기억하고자 한다. 도덕교육은 바로 이 점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즉, 도덕교육은 고통이나 피해와 같이 부정적인 사건들을 보
다 숙고하고자 하며 기억하고자 하는 우리의 내재된 성향을 중시해야 한다
는 것이다. 연구자가 보기에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이와 같은 측면을 
훌륭히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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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공감은 과거나 현재의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의) 고통이나 곤란
함 혹은 위험과 같은 피해의 상황에서 발생하며, 블럼은 이를 부정적인 조
건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술한다.

부정적인 조건(a negative condition)은 반드시 한 사람의 인생과 복
지에 비교적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아픔, 곤란, 어려
움, 고통, 괴로움,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로 기술될 수 있다. 비록 도덕적 
공감의 대상은 그저 부정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지
만, 여전히 도덕적 공감의 초점은 부정적인 조건들에 맞추어져 있다
(Blum, 1980, p. 511: Walsh-Frank, op. cit., “Compassion” by 
Lawrence Blum section, para. 8-9 재인용).

블럼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조건들에 처해있을 경우 
도덕적 공감을 느낀다(Ibid., para. 8-9). 따라서 도덕적 공감은 다른 사
람의 부정적 상태(negative state)에 대하여 파악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서 찾아볼 수 있다(Blum, p. 331, in Kagan & Lamb (eds.), op. cit.). 
즉, 그것은 전적으로 고통과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반응
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정의적 그리고 행위적 과정을 가
지는 것이다.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주지하다시피-이러한 도덕적 공감을 핵심으
로 하고 있다. 그것은 동료 시민, 보다 더 근본적으로 동료 인간이 경험하
고 있는 혹은 경험할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반응이며, 이를 해소할 목적을 
가지고 도움의 맥락에서 여러 전략을 계획 및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
라서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고통이나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들에 집
중하고 이를 보다 잘 기억한다는 심리학적 이론을 상기한다면, 도덕적 공
감 수업 모형은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통계적 자료가 말하는 수치와 인터뷰 결과
로부터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고통도 그렇지만 도덕적 공감을 담당하는 것도 거울 신경 세포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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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8) 여기서 어느 한 사람의 거울 신경 세포계는 고통을 직접 관찰해야
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통을 느끼게 될 상황만으로도 그 사람
은 충분히 고통을 느낄 수 있다(박형빈, op. cit., p. 279).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벗어난 ‘고통’ 그 자체이다. 도덕적 공감은 
바로 이 ‘고통’이라는 부정적 상황에서 출발하며209) 도덕적 공감 수업 모
형은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련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
서 수업 모형에 따라 도덕적 공감을 느끼고 적용해 나간다면, 학생들이 가
질 수 있는 ‘공감적 고통’210) 역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도
와줌으로써 경감되거나 해소될 수 있다(김홍일, op. cit., p. 102).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성을 교육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다. 그것은 고통이나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중
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해석하여 학생들에게 깊고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영향력은 부정적인 상황의 해결, 즉 고통을 경험하
는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도덕적 동기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고통과 피해를 중심으로 하는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학생들로 하여금 
집중적인 사고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정서적 그리고 행위적 동
기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이는 도덕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후 개정 될 도덕과 
교육과정 구성에 반영해야 할 가치 및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은 고통과 피해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적 도움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적 공감과 같은 수업을 하고자 할 때 가
장 중요한 것으로 교육과정의 개정을 언급하였다(49%, 109명). 이는 학
208) 인용을 한 원문에서는 도덕적 공감이 ‘동정심’으로 제시된다. 
209) 물론 부정적 상황 자체가 시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개념은 도덕적 

공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도덕적 공감은 시간적 제약
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고통 여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닌, 고통 그 자체의 발생 여부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해당되는 시간적 제약이 반드시 뒤따르지는 않는다. 

210) 김홍일에 따르면 공감적 고통이란 사람들이 실제적인 고통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목
격할 때 느끼게 되는 고통을 말한다. 그는 이를 친사회적 동기로 해석한다(김홍일, op. 
cit., p. 101). 물론 본 수업 모형에서는 고통을 목격하고 공감하는 범위를 과거나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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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육에서 교육과정이 지니는 위치와 힘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211) 따라서 그것은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도덕과 교육에서 
가지는 가치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시민성 교육과 관련하여 도덕과 교육과정 및 그에 따른 교과서 
구성에 고통이나 피해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정식으로 도입한다면, 기존
의 시민성 교육 접근 방법에 비하여 도덕적 시민성 함양의 측면에서 보다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도덕적 공감에서의 죄책감 및 수치심의 가치

도덕적 공감과 그 수업 모형에 대한 연구에서 죄책감(guilt)이나 수치심
(shame)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 연구자가 처음에 의도하였던 가설이나 주
제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업 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몇몇 학생
들이 이 정서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들
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들이 가지는 의미를 도덕적 
공감의 개념과 수업 모형에 비추어서 고찰을 해 보았고, 그로부터 도덕교
육적으로 유의미한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여기서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개론을 설명하고자 함이 아니
다. 이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독립적인 과제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본 연
구의 주제 및 범위를 벗어난 논제이다. 실제로 죄책감의 발달론적 형성과, 
그것이 다른 도덕적 정서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측
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많은 불일치가 존재한다(Baker, Baibazarova, 
Ktistaki, Shelton, & Van Goozen, 2012, p. 835). 수치심의 경우도 유사
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죄책감과의 구분이나 개념 정의에서 서로 
다른 접근 및 해석 때문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갈등을 보이고 있다

211) 참고로 학부모 교육(26%, 58명)에 대한 요청이 그 뒤를 이었다. 적지 않은 현장 교
사들은 효과적인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 단순히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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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서들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Behrendt 
& Ben-Ari, 2012, p. 118. 그리고 두 정서들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Gausel & Brown, 2012, p. 547). 그러므로 이들
의 분석적 정의 및 복잡한 구조들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연구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 

다만,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라는 정서들이 
어떻게 도덕적 공감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수업 모형에서 어떠한 방식으
로 ‘간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학생들에서 
이와 관련된 반응이 도출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불가
피하지만-죄책감과 수치심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
해야 한다.

우선 죄책감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핵심적인 도덕적 정서로 이해되고 있
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규준들의 위반과 직접적으로 관
계가 있기 때문이다(Kugler & Jones, 1992; Wallbott & Scherer, 1995; 
Teroni & Deonna, 2008: Wagner, N'Diaye, Ethofer, & Vuilleumier, 
2011, p. 2461 재인용). 따라서 죄책감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Ibid., p. 2461). 

우선 개인에게 있어서 죄책감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동반된다
(Hunt & Vitell, 1986; Lewicki, 1983; Lewicki, Litterer, Minton, & 
Saunders, 1994; Marks & Mayo, 1991: Polman & Ruttan, 2012, p. 
131 재인용). 그리고 죄책감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낀 후에 도덕적인 행위
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르게 말한다면, 도덕적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은 
죄책감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Ibid., p. 131). 이처럼 죄책감은 분명히 도덕적 행위를 증가시
키는 역할을 한다. 

도덕적 공감과 죄책감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
기 쉽지 않지만212), 본 수업 모형에 참가하였던 학생들의 인터뷰 결과를 

212) 반면에 죄책감과 공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큰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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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에 대하여 행위적 측면에서의 도움을 
생각해 낸다는 것은, 이것이 죄책감과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관계를 가지
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덕적 공감의 대상, 
즉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 혹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사
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모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거나 경험할 수 있음을 본
능적으로 알았고, 이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를 당위적인 수준에
서 강렬하게 희망하였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그러한 결정을 다른 사람
의 행복, 정의, 혹은 도덕적 삶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수준 
높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의 응답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도
움의 행위가 전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거절한다는 것은 결국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을 그저 그 고
통 속에 버려둔다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 즉 죄
책감의 형성 원인인 비윤리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것과 같음을 의미한다. 
앞서 제시되었듯이, 한 학생의 답변, “당연히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내가 방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는 이러한 일련의 사고 및 정서의 
흐름을 분명하게 해 주고 있다. 그 학생에게 있어서 방관의 행위가 일종
의 죄책감을 형성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것은 논리적으
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연구자가 보기에, 다른 학생들도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도덕적 공감이 주어질 만한 상황
에 있어서 도움의 행위를 하나의 당연한 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
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볼 때, 도덕적 공감은 죄책감과 상호 관계가 있음
을 추론할 수 있다.

죄책감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죄책감이 사회적 유대(social bonds)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죄책감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적응행동(socially adaptive behavior)도 동기화시킨다(Fourie, Rauch, 
Morgan, Ellis, Jordaan, & Thomas, 2010, p.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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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죄책감이 개인적으로는 불쾌한 정서적 감정(unpleasant emotional 
feeling)일지라도, 그것은 공동체의 타인들에게 매우 좋은 역할을 하고 있
다. 예를 들어, 분명 한 개인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사나 연인, 
룸메이트, 혹은 경제적 동반자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Hare, 
1998: Xu, Be' gue, & Bushman, 2012, p. 1183 재인용). 죄책감이 자신
과는 달리 타인들에게도 좋다는 것은, 그것이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기 때
문이다(Tangney, Stuewig, & Mashek, 2007: Ibid., p. 1183 재인용).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낄 때, 그들은 그 죄책감을 지우
기 위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하려 한다(Xu, Be' gue, 
& Bushman, 2011: Ibid., p. 1183 재인용). 심지어 죄책감을 느끼는 사
람들은 그것을 줄이기 위하여 낯선 사람들을 돕기도 한다(Carlsmith & 
Gross, 1969: Ibid., p. 1183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즉 공동
체적(혹은 타인 본위적)인 수준에서 살펴볼 때도 도덕적 공감은 죄책감과 
일정 부분 상통하는 면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
식하여 그것을 줄여주거나 혹은 미리 차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드러나는 
행위는 친사회적이며, 이는 죄책감을 가짐으로써 드러나는 행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뷰에 참가하였던 한 학생은 도덕적 공감
에서 나오는 소극적 도움을 죄책감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나쁜 짓을 하면 죄책감이 드는데 안 하니까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 
학생이 말하는 바의 핵심은 바로 도덕적 공감의 맥락에서 죄책감을 가질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도덕적 공감이 형성될 때의 과정과 죄
책감이 형성될 때의 과정이 전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의 
논의로 미루어 볼 때, 도덕적 공감이 형성될 때 죄책감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이처럼 죄책감을 형성하지 않을 행위는,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 혹은 경
험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형태의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는 개인과 공동체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규준을 위반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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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도움이라는 행위는 하나의 도덕적 규칙이며 더 나아가 사
회적 질서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죄책감
은-심리학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때-이러한 도덕적 규칙과 사회적 질서를 
어겼다고 믿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Martinez-Pilkington, 2007, p. 205). 
논의를 종합해 보며 이를 도덕적 공감의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몇몇 학생
들의 인터뷰 응답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도움은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혹은 피하기 위한 일종의 개인적 방어 기제로 볼 수 있다. 다른 사람
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라는 정서를 도덕적 공감이 
부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죄책감은 도덕적 공감
을 다룰 때 도덕적 행위를 야기하는 훌륭한 추가적인 동기가 될 수 있으
며, 도덕적 시민성의 함양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수치심의 경우도 죄책감과 같이 유사한 맥락에서 파악되며 개인에게 작
용한다. 그러나 수치심은 죄책감보다는 좀 더 내향성(introvert)이 강하다. 
이는 수치심이 행위가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와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
향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존재
(being) 자체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Harsta"de, Roxberg, Andershed, 
& Brunt, 2012, pp. 787-788).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보다 위협의 감정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부정적인 평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진다. 그만큼 수치
심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나 피해(injury)에 관한 공적 노출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Behrendt & Ben-Ari, op. cit., p. 1118). 
이렇게 될 때 수치심은 화, 불신, 그리고 분노를 불러일으키며(Tangney 
et al., 1992: Ibid., p. 1119 재인용), 그 결과 자기 자신, 다른 사람, 그
리고 환경에 대하여 적대감이나 공격성을 표출하기도 한다(Tangney et 
al., 1992; Tangney, 1995; Tangeny et al, 1996; Lutwak et al, 
2001; Lutwak, Panish, & Ferrari, 2003: Ibid., p. 11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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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치심이라는 정서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 자신이며,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노출이라는 의미에서 파악된다. 따라서 수치심은 특정 행위
의 회피나 철회와 같은 비건설적인 행위들을 장려하게 된다(Leith & 
Baumeisrer, 1998: Ibid., p. 1119 재인용). 그리고 바로 여기서 수치심
이 도덕교육적 맥락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죄책감처럼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여
금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위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Harsta"de, Roxberg, Andershed, & Brunt, op. cit., 
p. 787). 

예를 들어,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들이는 당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정서를 살펴보자. 그 사람
은 그러한 당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죄책감을 느끼겠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만 당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받
게 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하였던 학생들의 응답을 보면, 많은 경우 고통과 피해를 경험
하는 대상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것과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나
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해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도덕적 
공감에 기초하여 남을 돕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하나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피해를 경험하
는 대상을 그냥 지나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고통과 피해를 유발시킨
다면-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부정적 평가를 염두에 두
었을 때-이는 하나의 부끄러운 정서 즉 수치심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수치심은 당연한 행위이지만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가질 수 있
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강조하고 있기 때문
에, 개인으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이를 제거하고 싶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동기화시키는 것이 논리적
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과 마찬가지로 수치심 역시 하
나의 중요한 도덕적 정서로 이해될 수 있다(Ibid., p. 787; McCull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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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p. 253).
비록 수치심이 죄책감과는 달리 비건설적인데다가 비협조적인 행위들을 

이끈다고 하여도(Behrendt & Ben-Ari, op. cit., p. 1119), 그것이 개인
적인 차원을 넘어서 타인과 공동체에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소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데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치심은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형태의-
도덕적 규칙인-도움을 행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
았을 때, 이러한 행위들은 죄책감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도덕적이
며 사회적인 규준을 위반하지 않고 그것들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게 
된다. 따라서 도덕적 공감이 부여하는 수치심이라는 도덕적 정서 역시, 개
인에게 있어 일종의 방어 기제로 해석되면서 도덕적 행위를 고무시키는 훌
륭한 요인이 되며,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결과가 가
지는 의미는, 도덕과 교육을 통한 시민성 교육에 있어 다음과 같이 목표, 
내용, 그리고 방법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 그것은 시
민성 교육의 목표 설정에 있어 표면적인 시민성 관련 지식의 습득 차원을 
넘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대 관계를 강조하는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결핍한 ‘더불어 사는 능력’을 직접적
으로 제고시킬 수 있게 되고, 도덕과 교육 본연의 정체성이 드러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된다. 둘째, 내용 선정 및 조직에 있어서도 도덕적 공감 수
업 모형의 결과는 유의미하다. 시민성과 관련하여 현재 도덕과 교육과정에
서 명시된 주요 가치 덕목들, 예를 들어 준법이나 정의 등을 인간이 겪는 
혹은 겪을 수 있는 고통과 피해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 및 조직한다면 학생
들은 수업 내용의 내면화나 실천을 위한 동기화의 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법적인 측면의 경우 포괄적인 도덕적 
공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주고 죄책감과 수치심 등의 강력한 도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미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본 모
형을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요청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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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여기서는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 각각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닌, 그 전 과정을 되돌아보며 향후 관련된 연구를 할 경
우 어떠한 보완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지를 반성적인 측면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절에서는 서론에서 밝힌 여러 연구의 제한점들을 현
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 제언을 결과에
서 언급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향후 도덕교육을 위한 
이와 같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
함이다.

(1)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들의 적용

본 연구에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가지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된 방법들은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도덕적 공
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도덕 심리학적이고 정치철학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요구됨
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양적 
연구만을 선호하였다면, 학생들이 느꼈던 ‘죄책감’ 혹은 ‘수치심’과 같은 또 
다른 정서들은 결코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보다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들의 사용이다. 양적 접근의 경우, 관련
된 측정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본 수업 모형의 효과를 입증하기에 큰 어려
움은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업 후에 각 학생들에게 내면화된 가치
의 확인이다. 이는 양적 연구를 시행해서 파악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
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부터의 지원을 자연스럽게 필요로 한다. 본 연
구에서도 인터뷰와 같은 질적 접근들이 사용되었지만, 사실 이와 같은 자
료 수집 방법이 학생들의 가치 내면화 상태나 그 발현을 표현하기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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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준 정도에서의 추
가적인 질적 연구 방법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참여 관찰이다. 사실상 개개 학생들을 따라 다니며 
그들의 행위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보다 가
까이서 관찰하되, 장기간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변화를 충분히 인
지하는 것이다. 단기간에 걸친 관찰은 학생들에게 제 3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지만, 그 기간이 장기화 된다면 학생들은 그러한 존재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익숙함으로 인하여-망각하게 된다. 그
렇다면 학생들은 그 행위에 있어서 숨겨진 동기 혹은 가려진 동기보다는, 
원래 의도하였던 동기에서 비롯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그리고 이를 파악하는 것은 연구의 결과를 분명히 하는 데 있
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
의식의 변화와 관련한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투입된 처치에 대한 효과를 
양적으로 검증하는 것 이외에, 학생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면서 그 행위를 
관찰하는 것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trustworthiness) 확보 측면에 있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심층 인터뷰의 시행이다. 주어진 주제, 여기서는 도덕적 시민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
으로 심층 인터뷰의 목적은 참여자의 내면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욕구나 
태도 혹은 정서를 파악하고 묘사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공감에 대한 느낌이나 이해 그리고 그것의 표현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주제로 접근하는 심층 인터뷰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것은 일반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터뷰보다는, 학생들의 내면적 동
기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사고 과정 그리고 행위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
고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에
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학생들에게 사용된 
인터뷰 기법은 심층 인터뷰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후 인터뷰(follow up 



- 319 -

interview)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이러한 사후 인터뷰에서는 심층 인
터뷰와 같이 깊이 있는 답변을 얻기가 쉽지 않다. 

참여 관찰이나 심층 인터뷰는 결코 쉽지 않은 질적 연구의 기법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연구자의 역량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기본적
으로 질적 연구 방법들은 연구자의 능력에 따라 그 결과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계획 역
시 요청된다. 특히 심층 인터뷰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관련된 주제의 
선정이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하지만 이들을 시행할 수 있다면, 따라서 학생들의 내면적 상태를 보
다 자세히 묘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도덕교육의 질적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단지 특정 처치가 가
지는 효과의 판단을 넘어서서, 개인이 가치를 내면화하고 다시 그것을 표
현하는 과정을 알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들을 추가하여, 연구 결과를 좀 더 다각도로 이해하고 또한 신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향후 관계된 여러 연구에 있어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213)

(2) 연구 대상의 다양화

본 연구의 초점은 초등학교 6학년에게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수업 모형
의 적용 역시 학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6학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도덕을 다루는 모든 학년에 걸쳐 시민
성 관련 단원에서 도덕적 공감 수업을 시행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함께 측정 도구 역시 새롭게 개발되어야 하겠다.
213) 양적 연구의 측면에서도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방법을 하나 더 생각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교육 시간 누적에 따른 시민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측정 도구를 
여러 번 반복 사용할 경우, 그 도구 자체에 대하여 익숙해질 가능성이 있어 결과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도구의 형태는 일종의 ‘문제 은행’ 
방식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따라서 도구 자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현행 공인 영어 시험들은 대부분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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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초등학교 수준에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적용은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주어진 지문에 따라 수업 모형에서 의도하는 구조대로 수
업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일인데, 이것
이 사실 어려운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학년에 따라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따른다면, 각 학년에 맞게 학생들의 지문 이해 능력 및 사고력 등의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딜레마를 제작하고 그에 적합한 문항들을 개발해야 
한다.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에서는 각 학년에서 다루고 있는 시민성 단원
들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측정 도구가 가지는 타당성
의 제고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둘째, 각 학년으로 
구분되는 형태를 따르지 않고 전 학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성
격의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각 학년에서 다루어지는 시민성 
요소를 추출하여 하나의 큰 도구를 만드는 것과 같다. 비록 학생들의 검사 
시간은 전자와 비교하여 볼 때 다소 늘어날 수 있겠지만, 각 학년에 걸쳐 
측정 도구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위 두 가지 방법들은 반드시 타당도와 신뢰도 면에서 검사를 거쳐
야 한다. 그것은 본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바와 같이 복수의 과정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정확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반
드시 필요한 것이며 결코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전자의 경우 각 학년에 
따라, 즉 6학년을 제외한 3개 학년에 대하여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
며, 후자의 경우는 단지 하나의 도구에 대하여 정합성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방법을 보다 추천하는 바이다. 각 학년에 
부합하는 측정 도구를 모두 개발하는 것은 다소 번거로우며 학년 간 비교
에 있어서도 그것은 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도덕
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초등용’ 검사 도구를 만드는 
것은 전자보다는 그 작업 면에서 훨씬 수월하며 학년 간 비교도 비교적 간
단할 수 있다. 단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발달 수



- 321 -

준에 따른 고려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3학
년과 6학년의 지적 수준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연구자는 이에 
중학년에 보다 초점을 두는 딜레마 제작이나 문항의 가독성 조절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딜레마나 문항이 
간단히 읽힐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점수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검사에서 도출되는 점수의 차는 딜레마에서 제시되는 
도덕적 갈등 혹은 유혹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이나 문항의 읽기 난이도가 쉽다고 해서 그것이 곧 6학년 학생들의 높은 
점수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214). 

아울러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다른 학교급, 즉 중등 수준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본 모형은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교과서 지문의 구조나 형태가 초등학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어진 자료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거나 
새롭게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교과서 이외의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에 실려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적용시키기에 더 없이 좋은 경우들이 많다. 그러
한 사건들은 대부분 소극적 도움과 관련이 있지만, 적극적 도움의 이야기 
역시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중등의 경우에는 수업 모형 적
용을 위한 내용을 굳이 교과서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교과서 이
외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있어 보다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접근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논의가 이러하다면, 중등을 위한 측정 도구 역시 새롭게 개발되어야 한
다. 여기서는 초등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하여 개
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인지 발달론적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
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맥락에 적절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딜레마를 개발하고 문항 조정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14)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다. 즉, 지문 및 문항의 가독

성과 점수와의 상관관계 여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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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도
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 분명히 유의미한 논의를 제공하여 
주었다. 추후에 이러한 논의 혹은 이와 유사한 논의는 초등학교의 다른 학
년과 학교급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다양화해야 하며, 그에 따른 효과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러한 노력이 단지 향후 연구를 위한 과
제의 수준을 넘어서, ‘더불어 사는 능력’을 결핍하고 있는 우리의 학생들에
게 중요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유효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215)  

(3) 도덕성의 다른 영역들과의 상관관계 연구

본 수업 모형은 도덕성의 다양한 영역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는 레스트의 도덕적 민감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도덕적 공감 수업 모
형은 도덕적 민감성의 구조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 그리고 도덕적 실행력과 같은 다른 
영역들과의 상호작용도 일정 수준에서는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을 구성하는 다른 영역들과의 ‘직접적’인 관
계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도덕적 판단 능력과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접근되거나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 능력이 높은 학생이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도 
역시 높을 것이라는 명제 등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연구자는 향후 과제로 본 연구가 도덕성의 다른 영역들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도덕성은 단일한 구조로 파악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도덕
적 사안이라도 여러 영역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
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도 바로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215) 앞서 강조하였듯이, 도덕적 공감에 기반을 둔 시민성 수업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업 모형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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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시민의식이 레스트와 볼커가 이해한 도덕적 민감성의 구조와 일치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의 다른 영역들도 어
느 정도 다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그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도덕적 판
단 능력이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수업에서 딜레마 토
론 등의 다른 도덕교육적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후자의 경우
라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부터 얻어지므로, 관계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어떠한 도덕교육적 접근이 가장 유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
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업 모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현장
의 학생들로부터 최대의 교육적 효과가 증명될 때 달성된다. 그렇다면 그
것은 목적인 최대의 교육적 효과를 기준으로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되어
야 한다. 즉,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아무리 그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었
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추가될 수 있다면 그
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모형의 틀을 생존시키기 위
해서 학생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언제나, 특히 교육적 맥락에서 본다
면, 목적은 수단에 우선해야 한다. 

도덕성을 구성하는 다른 영역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상호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면, 이로부터 도덕교육적으로 대단히 유의미한 함의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성의 구성 요소 상호 간의 관계를 규명하
는 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본 수업 모형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성숙한 도덕적 시민의
식, 즉 인간 중심의 도덕적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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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향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이론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았다. 물론 이들 이외에도 기술적인 제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설
문지 형태의 딜레마 혹은 문항 제시가 아닌, 짧은 애니메이션 형태의 딜레
마가 담긴 플래시(FlashTM)를 측정 도구로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설문지 
형태와 플래시 형태에 있어서 두 도구 간 차이를 비교 및 분석하여 추후 
측정 도구의 보급 형태로 무엇을 사용할지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시도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제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다. 아마도 이와 같은 부분은 개
인 수준을 넘어서 별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질
적 그리고 양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연구자가 볼 때, 위의 세 가지 제
언들은 이러한 추가적 요구를 비교적 훌륭히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고 확신한다. 향후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위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
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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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공감(compassion)에 기초한 시민성

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나의 수업 모형을 초등도덕과 교육 수준에 맞추어
서 개발하고 그 효과를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시도이다. 이
와 같은 시도는 학생들이 결핍하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즉 더불어 
사는 능력을 함양시켜 주고자 하는 도덕교육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여러 자료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시민성
의 수준과 관련하여 지식 위주의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그
들은 시민적 지식의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은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곧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은 매우 낮은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가 지나친 지식 중심 교육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더불어 사는 능력과 관계가 있는 정서를 함양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중요한 역할을 도덕과 교
육, 특히 도덕적 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서부
터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도덕적 공감은 이와 같은 논의의 중심에 있다. 그것은 하나의 구분되는 
도덕적 정서로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완
화시키고자 하는 실천적인 도움 행위로 이루어져있다. 고통과 도움이라는 
도덕적 공감이 가지고 있는 간단하지만 분명한 개념적 구조는, 그것과 유
사하다고 생각되는 공감, 연민, 그리고 동정심과 같은 정서들과도 그 특성
을 분명히 구분시킨다. 전자와는 달리 후자들은 도덕적 의미나 실천적 도
움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관련 정서에 관한 이론적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 이들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용례에서도 알 수 있
는 사실이다. 

도덕적 정서로서 도덕적 공감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수준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도덕적 공감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있어 고통



- 326 -

과 관련한 중요한 직관으로서 그리고 자유, 권리 혹은 순수성 등과 같이 
정의와 관련된 인간 문제들을 고려하는 도덕적 원리로서 작용을 하고, 그
와 동시에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하며 부정의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한 직접적인 실천적 동기를 제공해 주어 도덕적 행위 역시 이끌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공감은 분명히 자기 본위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도덕적 공감은 공동체의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
록 해 주어 복지를 증진시키고, 정서 특유의 작용으로 친사회적 행동이나 
이타적 행동을 유발시켜 온정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며, 혈연관
계를 떠나 다른 사람들과도 협동을 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켜 준다. 그
러므로 도덕적 공감은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 의미가 심장
하여 타인 본위로서의 가치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도덕적 공감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도 도덕적 의
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의 모습을 두루 요구하는 도
덕적 시민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다. 연구자는 이 도덕적 공감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보다 성숙한 시민성을 함양시
키며, 관련 수업 모형을 연구 및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도덕적 공감의 개념 구조를 설명하는 평가 모
델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도덕적 공감은 기본적으로 고통에 대
한 도움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세부적인 단계는 좀 더 복
잡하다. 도덕적 공감이 발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첫째,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혹은 발생한 상황이 필요하다. 둘째, 
이에 피해자는 다른 사람(타인)이어야한다. 셋째, 그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이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초래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넷째, 고통이
나 피해를 경험하는 대상이 도움을 받을만해야 한다. 다섯째, 상대가 경험
하는 고통에 대해서 행위자인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
어야 한다. 마지막 여섯째,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즉 무엇인가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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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면 비로소 도덕적 공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공감의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총 6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째, 문제 사태의 제시이다. 문제 사태라는 것
은 학급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지키고 고려하여야 할 법, 
규칙, 규범, 문화, 습속, 그리고 예절 등과 관련하여 피해 상황이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하며, 이 상황에는 가치 갈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피해 상황 속에 있는 고통의 문제가 단순히 과거나 현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확장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순수하게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상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피해 대상 탐색이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 상황으로부터 드러난 피
해자를 탐색하는 것이 주 활동인데, 이때 피해자는 단순히 과거나 현재의 
피해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피해자도 포함한다. 실제로 
미래에 존재할 피해자를 상정하는 것은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
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체의 기본 원리들을 이루는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과 규칙과 같은 공동체의 원리는 결국 개인의 피
해를 줄이고자 함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피해자를 예상하여 보는 과정은 
바로 공동체의 원리를 숙고하는 것과 동일하다.

셋째, 피해 대상 상황 탐색이다. 이 단계에서는 고통을 경험하는 혹은 경
험할 대상을 자신의 행복 및 복지와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 따라서 피해 
상황으로부터의 대상을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생각해 보는 행복주의
적 판단이 요청된다. 여기서는 보다 효과적인 사고 과정을 위하여 공감이
나 감정이입 혹은 유사한 가능성의 판단을 작동시킬 수 있다. 이들은 학생
들로 하여금 상황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하여, 고통 속에 있는 대상의 삶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한다. 비록 도덕적 공감 개념 자체의 구조에서는 이와 
같은 상상력의 작용이 제외되어 있지만,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서는 상
상력의 힘이 모형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되었다. 

넷째, 도움의 타당성 탐색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무과오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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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동되어 도덕적 공감 개념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담론을 활용하게 된
다. 도덕적 공감은 행위자가 스스로 초래한 고통에 대해 관대하지 않으며, 
행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또한 여기서는 도움 행위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 행복
주의적 판단이 작동해서 도덕적 시민성의 근본적인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고통 혹은 피해와 나의 행위 사이에 본질적인 질문
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도움의 방법 탐색 및 정당화이다. 이 단계는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가지고 있는 이타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본 수업 모형의 핵심이라
고 할 수 있다. 도움의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적극적 도움
(positive help)과 소극적 도움(negative help)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도덕적 공감 개념에서 사용되는 이타적 도움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
써 남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반면 후자는 연구자가 새롭게 구분하고 도
입한 개념으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도와주는 것을 가리킨
다. 이 소극적 도움은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상 법
과 규칙이 바로 소극적 도움의 개념에 입각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한 소극적 도움의 도입은 도움을 이해하는 지평을 넓힘으로써, 개인에게 
도덕적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적
극적 도움과 소극적 도움은 도덕과 교육과정 상의 주요 가치 및 덕목들과 
관련지어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다.

여섯째, 정리 및 실천 의지 강화이다. 마지막 단계로서, 여기서는 학생들
이 해당 차시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도덕적 공감이라는 정서를 확고히 
하고 그 실천 의지를 강화하게 된다. 정리의 일환으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구조에 따라, 즉 문제 상황부터 도움의 방법 선택 및 정당화에 이
르기까지 배운 내용을 차례대로 도식화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제시하
는 다양한 도움의 방법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
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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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도덕적 공감의 평가 모델에 토대를 
두며, 이타적 정서로서의 도덕적 공감이 가지는 개념적 구조를 충실히 반
영하였다. 더 나아가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 공감의 평가 모델이 제시하는 
개념적 구조에서 벗어나,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 특징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도덕적 시민성의 개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모델이 가지는 의
미를 확대 및 발전시켰다. 결론적으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도덕적 공
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
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본 모형은 도덕성의 인지, 정의, 그리고 행동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여 차시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
도 가지고 있다.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적용될 대상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6학년이 선정되었고, 단원은 6학년 도덕과 교과서의 3단원 ‘우리 함께 지
켜요’, 7단원 ‘다양한 문화 행복한 세상’, 그리고 8단원 ‘공정한 생활’이 초
등학교 도덕과 지도서에서 표현되는 시민성 교육의 이상인 공동체 의식과 
민주주의 이념 실천을 잘 표현한다고 판단되어 선정되었다. 수업은 1개 단
원이 3차시로 구성되어 있어 총 3개 단원 9차시로 조직 및 개발되었고, 
변인 통제의 측면을 고려하여 전적으로 교과서 지문에 의존하되 도덕적 공
감 수업 모형을 투입하는 경우 그 구조에 의해 수업 내용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레스트와 
볼커의 도덕적 민감성에 관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다. 레스트에 
따르면 도덕적 민감성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이 함께 
느끼는 능력과 연관되며, 자신의 가능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볼커는 이러한 도덕적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 개념을 보다 세분화시켰는데, 그 것이 바로 
사실 지각, 결과 지각, 그리고 책임 지각이다. 사실 지각은 주어진 상황을 
윤리적 딜레마를 지닌 중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결과 지각은 자신 
및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결과들을 인식함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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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마지막으로 책임 지각은 주어진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영향
을 줄 수 있는 행위에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레스트와 볼커에 의해 제시된 도덕적 민감성의 개념적 구조는 연구자가 
분석한 도덕적 공감의 그것과 상당부분 일치하며, 따라서 레스트와 볼커의 
도덕적 민감성에 관한 이론 및 측정 도구 틀을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측정 도구의 이론과 틀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으로 차별화되며 그 하위 요인
으로는, 첫째 시민성 관련 상황에 대한 사실 지각, 둘째 주인공의 행위가 
관련된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 지각, 셋째 역할 채택을 통한 책임 지각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형식에 기반을 두어 도구에 사용되는 딜레마와 문항들
을 도덕적 공감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성 교육 맥락에 적합하게 제작하고, 
이를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의 제작은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와 2차를 통해서 밝
혀진 딜레마 및 문항의 문제점들을 수정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3
차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지 수준과 발달 정도
를 고려하여 쉽고 친근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으며, 검사 대상인 6학년 학생
들이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에서 학습하는 주제들을 모두 포함하
였다. 또한 각 주제별로 도움의 종류를 두 가지, 즉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남을 돕는 적극적 도움과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돕는 소극적 
도움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완성된 측정 도구는 편의 표집으로 이루어진 3개 집단에 대하여 사전 검
사와 사후 검사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3개 집단은 수업 모형을 적용할 실
험 집단과 교육적 효과를 비교할 비교 집단 1 및 비교 집단 2였다.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는 시민성 관련 단원 3개 9차시 분량의 수업을 도덕적 공
감 수업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주 1회씩 직접 9주간에 걸쳐 가르쳤다. 
비교 집단 1을 대상으로는 시민성 관련 단원 3개 9차시 분량의 수업을 교
과서의 내용 및 구조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주 1회씩 직접 9주간에 걸쳐 
가르쳤다. 비교 집단 2는 시민성과 관련 없는 다른 단원들을 연구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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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해당 집단의 담임교사가 주 1회씩 9주간에 걸쳐 가르쳤다. 
사전 검사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실은 각 집단들의 분산과 평균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일원분산분석
과 다변량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검사 총합 
및 그 검사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 
집단은 모두 통계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일 수 있었으며, 도덕적 공
감 수업 모형의 투입 및 적용이 유일한 독립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얻어진 결과는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효과를 
알 수 있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실험 집단의 경우 도덕적 공감에 기
초한 시민의식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총합 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전-사후 검사의 각 하위 요인 별 점수 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면 교과서의 내용 및 구조대로 
수업을 진행한 비교 집단 1의 경우 검사 점수 총합 및 각 하위 요인 별 
점수 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시민성과 관련 없는 다른 
단원들을 학습한 비교 집단 2의 경우도 검사 점수 총합 및 각 하위 요인 
별 점수 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결과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실험 집단의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이 긍정
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학생들
로 하여금 문제 상황을 보다 도덕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인지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혹은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실천적 동기를 적극적으로 갖
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서론에서 언급된 연구 문제, 즉 
‘사전 검사에 비하여 수업 모형을 적용한 수업 후 실험 집단이 2개의 비교 
집단보다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점수가 더 많이 향상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성공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
른 사람의 고통과 피해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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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도록 한다면 면에서 학생들이 결핍한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즉 
더불어 사는 능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하나의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업 모형의 적용으로 인하여 실험 집단의 학생들
이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의 변화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목적론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말하며, 이와 같은 과정은 궁극적으로 학생
들로 하여금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파
악하는 성숙한 도덕적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을 말하고 있다.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효과는 비단 양적인 측면에서만 측정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실험 집단에 속한 학
생들 중 일부를 수업 후에 인터뷰를 하고 반응을 분석한 결과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적 공감의 의미를 파악
하고 개념적 구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덕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특히 무엇보다도 행위적 측면에서 동기가 유발된 모습을 볼 수 있어
서, 실천을 중시하는 도덕적 시민성으로서 필요한 덕목을 언급함에 있어도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요컨대,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양
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던 도덕교육적 함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 중심의 도덕성이 가지는 함의를 찾을 수 있었
다. 도덕적 공감이라는 정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파악된다. 그것은 처음부터 자신의 수양이나 훈련을 통한 
인격 완성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구
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을 그러한 상황에서 해방시
켜주는 것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도덕적 공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잘 발견될 수 있으며 그 관계를 중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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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정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더불어 사는 능력을 상실
해가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향후 도덕교육이 반드시 반
영해야 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도덕적 공감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도덕적 공감은 
두 가지 핵심적인 구조들, 즉 고통과 그에 대한 도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에서는 이 도덕적 공감이 가지
고 있는 개념을 보다 확장시켰다. 우선 고통에 대해서, 그것은 과거나 현
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시제를 확장시켰다. 이러한 작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미래에 고통을 경험하거나 피해
를 입을 사람들을 미리 상정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움직임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도움의 경우, 연구
자는 이를 고통과 같이 그 시제를 확장시키고 적극적 도움과 소극적 도움
으로 구분하여 원 개념에는 없었던 의미를 새롭게 만들었다. 특히 소극적 
도움은 공동체와 사회를 지탱하게 해 주는 하나의 원리이며, 학생들의 긍
정적인 도덕적 반응을 이끌 수 있어 자존감 형성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평
가된다.

셋째, 고통/피해 중심의 시민성 교육과정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
간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 사건에 대하여 매우 예민하
게 받아들이며 이를 분명하게 기억하고자 한다. 도덕적 공감은 바로 과거
나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통이나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 혹은 상황에
서 발생하며, 따라서 이를 도덕교육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도덕적 시민성 함양 교육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의 내재된 성향과 
관련이 있는 이 도덕적 공감은, 추후 개정될 도덕과 교육과정 구성에 반영
되어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져야 할 가치와 이유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도덕적 공감에 있어서 죄책감과 수치심이 지니는 가치이다. 사실 
이 두 정서는 도덕적 공감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천
착하게 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수업 후 실험 집단의 학생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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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언급된 바에 의하여 그 
중요성과 의미가 밝혀지게 되었다. 우선 죄책감은 개인에게 있어서 비윤리
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동반되는 하나의 도덕적 정서이다. 이 정서는 사람
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킨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죄책감을 행위로써 제거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학
생들은 도덕적 공감에서 비롯되는 도움을 당연한 행위로 인식하였고, 이를 
방관하는 자세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방관의 행위는 곧 죄책감을 
형성하고, 죄책감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움을 준다는 설명은 충분히 가능하
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라는 정서를 도덕
적 공감이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수치심의 경우 죄책감보다는 내향성
이 강한 도덕적 정서이지만, 역시 죄책감과 유사한 맥락에서 작용을 하며 
도덕적 행위인 도움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 수치심은 도움이라는 당연한 
행위를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이를 제거하
고 싶게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도움을 주거나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
게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죄책감과 수치심은 모두 공동체
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규준을 위반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 및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의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도덕과 
교육을 통한 시민성 교육에 있어 목표, 내용, 그리고 방법의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 그것은 시민성 교육의 목표 설정에 있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대 관계를 강조하는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
게 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결핍한 ‘더불어 사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게 되고, 도덕과 교육 본연의 정체성이 드러난 목표를 세
울 수 있다. 둘째, 시민성과 관련하여 현재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명시된 
주요 가치 덕목들, 예를 들어 준법이나 정의 등을 인간이 겪는 혹은 겪을 
수 있는 고통과 피해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 및 조직한다면 학생들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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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내면화나 실천을 위한 동기화의 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법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인 도덕적 공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주고 죄책감과 수치심 등의 강력한 도덕적 정서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본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또한 적극 요청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이 가지는 장점을 그 이론적 배경부터 
시작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실험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사실 도덕과 교육에서의 시민성 교육과 관련하여 처음 시행
되는 것이므로, 여건 부족 등의 제한점을 안고 시작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향후에 이루어질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는 바이다. 첫째,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들을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후 인터
뷰의 수준을 넘어 장기간에 걸친 참여 관찰이나 심층 인터뷰 등을 시행하
여 학생들의 가치 내면화 상태나 그것의 발현을 보다 심도 깊게 연구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을 다양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을 
초등 전체 및 중등에서도 시행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처럼 수업 모형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해야 하는 노력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셋째, 
도덕성의 다른 영역들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야 한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본 연구에서 착안한 도덕적 민감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닌, 도덕
적 판단, 도덕적 동기, 그리고 도덕적 실행력과 같은 다른 영역들을 포함
하고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도덕적 민감
성이 도덕성의 다른 영역, 예를 들어 도덕적 판단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만일 다른 영역과의 정적 관계가 밝혀진다
면, 수업 모형은 그에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용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봐야 하겠지
만,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측정 도구를 종이로 만드는 것이 아닌 애
니메이션이나 플래시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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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학생들의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성을 함양
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연구자의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도덕과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보다 도덕적인 
맥락에서의 시민성 교육을 할 수 있게 인도하고, 도덕과 교육만의 정체성
을 확립시켜 차별화된 시민성 교육 방안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도
덕적 공감 수업 모형은 도덕과 교육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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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도덕과 시민성 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본 설문은 초등학교 도덕과에서의 시민성 교육 발전 방안을 위한 연
구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의 현장감 있는 목
소리와 의식을 조사하고 그것을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설문은 전적으로 자율적이며,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
다. 아울러, 본 설문은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그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의 내용과 결과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될 것이
며, 연구 결과의 도출 후에는 영구 폐기됨을 알립니다. 선생님의 응답 
하나 하나가 초등도덕과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휴대폰: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본 부록에서는 삭제함
이메일: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본 부록에서는 삭제함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사과정 신호재 

-질문 전에 제시된 설명을 꼭 읽어주세요.
-각 질문 마지막의 빨간 * 표시는 반드시 응답해야하는 필수 문항을 

가리킵니다. * Required
  -각 질문에 대하여 응답할 때는, 선생님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부록 1: 현장 교사 설문

※ 본 설문은 Google DocsTM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종이가 아닌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문이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아래
는 웹사이트에서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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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등도덕과 시민성 교육 전반에 대한 견해

초등도덕과에서는 사회과와 마찬가지로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성 교육은 한 국가 혹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
고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일컫습니다.

2007 도덕과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초등도덕과
에서의 시민성 교육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또한 초등도덕과 설정의 배경과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초등도덕과
에서의 시민성 교육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타자의 이익과 복지를 배려하며 더불어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정신의 함양 등을 추구함으로써 건전한 인성을 지닌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에 핵심이 되는 도덕적 자질과 품성의 형성에 직접 기여하고자 한
다는 점에서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 초등도덕과에서 시민성 교육의 목표는 도덕적 시민의 양성에 있습니
다. 현재 교과서의 내용이 이 목표를 훌륭히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십니
까? *
 〇매우 그렇지 않다.
 〇약간 그렇지 않다.
 〇약간 그렇다.
 〇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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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번에서 ‘약간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other)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런지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〇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시민성 교육의 내용이 지식 중심이다.
 〇도덕적 시민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 활동들이 많지 않다.
 〇교육부나 지역 교육청, 학교로부터의 지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〇과다한 학급인원 수가 문제이다.
 〇도덕과에 대한 선생님의 열정 부족이 원인이다.
 〇Other: 

2. ‘도덕적 시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타(other)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런지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〇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한 시민
 〇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도울 줄 아는 시민
 〇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킬 줄 아는 시민
 〇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한 시민
 〇정직하며 일을 열심히 하는 시민
 〇Other: 

3. 도덕과의 시민성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사회과와 비교할 때 어떠합
니까? 실제 수업 후에 느끼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
 〇두 교과의 목표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〇두 교과의 목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내용이 다르다.
 〇두 교과의 목표는 다르지만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〇두 교과의 목표와 내용이 다르다.

4. 교과서에만 의지했을 때 도덕과에서의 시민성 교육은 사회과의 시민
성 교육과 비교할 때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수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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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느끼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
 〇매우 그렇지 않다.
 〇약간 그렇지 않다.
 〇약간 그렇다.
 〇매우 그렇다.

4-1. 4번에서 ‘약간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수업 후에 느끼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기타(other)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런지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〇도덕과만의 특색 있는 활동이 없다.
 〇교과서가 지나치게 이야기 위주로 되어 있다.
 〇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활동이 없다.
 〇교과서를 비롯한 교육과정의 형식 자체가 사회과와 유사하다.
 〇선생님들의 열정이 부족하다.
 〇사회과와 마찬가지로 지식 중심적이다.
 〇Other: 

나. ‘동정심’ 혹은 ‘연민’에 대한 견해

여기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정심’ 혹은 ‘연민’에 대
한 선생님들의 견해를 얻고자 합니다. 현실에서의 용례를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세요.

5. 동정심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의
미가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동정심’의 의미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〇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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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아니오

5-1. 다음 중 ‘동정심’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고 생각되는 답을 
골라주세요. 실제 선생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주세요. 
*
기타(other)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런지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〇남의 어려운 처지를 동등한 위치에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〇남의 어려운 처지를 우월한 입장으로부터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〇Other: 

6. 연민은 사전적 의미로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입니다. 이 정의가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연민의 의미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
 〇예
 〇아니오

6-1. 다음 중 ‘연민’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고 생각되는 답을 골
라주세요. 실제 선생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주세요. *
기타(other)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런지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〇동등한 위치에서 상대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〇우월한 입장으로부터 상대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〇Other: 

7. 선생님은 실제 생활에서 ‘동정심’과 ‘연민’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십니
까? *
 〇예
 〇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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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번에서 ‘아니오’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런지 아래에 간단히 적어
주세요.

다. Compassion의 의미 및 특성에 대한 견해 (아래 설명을 반드시 읽
어주세요)

‘Compassion’이라는 말은 상대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돕고자 하
는 행위적 요소가 수반된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 어떠한 우월한 
감정 및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상황이나 처
지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고 평등한 인간
으로서 돕고자 한다면 이것이 compassion입니다. 

아울러, 흔하지는 않지만 compassion은 종종 내가 상대의 고통을 미
리 예상함으로써 도울 수 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모금 운동을 벌이는 것도 이러한 예에 해당합니다.

요컨대, compassion이라는 말은 고통(suffering)에 대한 도움(help)
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8. ‘Compassion’은 우리말로 ‘동정심’, ‘연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동정심’, ‘연민’이 compassion의 원래 뜻을 훌륭히 반영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동정심’, ‘연민’의 의미를 생각하며 답
을 골라주세요.
 〇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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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약간 그렇지 않다.
 〇약간 그렇다.
 〇매우 그렇다.

8-1. 8번에서 ‘약간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동정심’, ‘연민’의 의미를 생각하며 답
을 골라주세요. 기타(other)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런지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〇우리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은 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
 〇우리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은 compassion과는 다르게 평등한 입
장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〇우리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은 남을 돕는다(help)라는 개념을 가지
고 있지 못하다.
 〇우리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은 다른 사람의 불편이나 고통을 예상하
지는 않는다.
 〇Other: 

9. 도덕과를 위하여 compassion이라는 덕목에 대응하는 우리말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〇예
 〇아니오

9-1. 9번에서 ‘예’를 선택하신 분은 다음 중 compassion의 원래 의미
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답을 골라주세요.
기타(other)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런지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〇도덕적 공감
 〇실천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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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도덕적 동정
 〇도덕적 연민
 〇Other: 

9-2. 9번에서 ‘아니오’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생각에 가장 근접한 답을 선택해 주세요.
기타(other)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런지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〇새 우리말을 만드는 것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
다.
 〇현재 사용되는 번역어인 ‘동정심’, ‘연민’에 대해 원래 compassion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함께 가르칠 수 있다.
 〇현재 사용되는 번역어인 ‘동정심’, ‘연민’이 이미 원래 compassion의 
뜻을 가지고 있다.
 〇Other: 

라. 초등도덕과의 시민성 교육에서 compassion의 의미에 대한 견해

10. 초등도덕과의 시민성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즉 도덕적 시
민을 만들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compassion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〇매우 그렇지 않다.
 〇약간 그렇지 않다.
 〇약간 그렇다.
 〇매우 그렇다.

10-1. 10번에서 ‘약간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
신 분은 왜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other)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런지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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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도덕적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준법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〇도덕적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투철한 국가 정체성 교육이 가장 중요
하다.
 〇도덕적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〇도덕적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대화를 조화롭게 이끌 의
사소통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〇도덕적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덕목이 더욱 중요하다.
 〇Other: 

10-2. 위 10-1에서 ‘도덕적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덕목이 더
욱 중요하다’를 선택하신 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덕목을 생각하고 계
신지 아래에 적어주세요.

11. 초등도덕과의 시민성 교육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compassion
을 가장 강조한다면, 이는 사회과에서의 시민성 교육과 차별화될 수 있
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〇예
 〇아니오

12. 초등학교 교실에서 compassion의 결핍으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
라고 생각합니까? *
기타(other)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런지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〇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
 〇남의 곤란한 처지를 방관만 하는 모습
 〇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모습
 〇나와는 다른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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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Other: 

13. 초등도덕과에서 compassion에 기반을 둔 시민성 교육이 가장 필
요한 학년은 무엇입니까? *
 〇3학년
 〇4학년
 〇5학년
 〇6학년

14. 초등도덕과의 시민성 교육에서 compassion을 ‘교실 안에서’ 효과
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타(other)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런지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〇영상 및 음악을 활용한 자료 제시(미디어 활용 교육)
 〇역할 놀이
 〇문학 작품 사용
 〇상상을 통한 명상
 〇상황극(예를 들어, 장애 체험)
 〇NIE
 〇인물학습
 〇이미지 활용 교육
 〇Other: 

15. 초등도덕과에서 compassion에 기반을 둔 시민성 교육을 할 때 가
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
기타(other)를 선택하신 분은 왜 그런지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〇교육과정 개정
 〇학교와 지역 공동체 간의 유대 관계
 〇교육부, 지역 교육청, 그리고 학교장 등 관리 및 행정 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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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
 〇학부모 교육
 〇교사 자신의 열정
 〇Other: 

마. 종합 견해

16. 초등도덕과에서 시민성 교육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바를 자유
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만일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

17. ‘Compassion’, ‘동정심’ 혹은 ‘연민’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바
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만일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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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도덕적 공감 및 유사 정서 용례 파악 인터뷰 질문

1. In what ways do you define ‘compassion?’

2. How do you describe ‘a compassionate person?’

3. How do you interpret and express ‘compassion’ in your daily 
life?

4.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understanding compassion? 

5. What is the differences among compassion, sympathy, empathy, 
and pity? Using examples of your personal experience would be 
great.

6. When do you use ‘compassion,’ ‘sympathy,’ ‘empathy,’ and ‘pity?’ 
(ex) I use the word sympathy in negative contexts such as “I 
need no sympathy!” Using examples of your personal experience 
would be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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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검사지-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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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검사지-2차



- 383 -



- 384 -



- 385 -



- 386 -



- 387 -



- 388 -



- 389 -



- 390 -

부록 5: 도덕적 공감에 기초한 시민의식 검사지-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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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단계 교과서 교수ㆍ학습 활동

도입 128

◆ 전시 학습 확인
◎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잠깐 떠올
려 봅시다.
◆ 동기 유발
◎ ‘마음 열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 그림들
을 살펴봅시다. 무엇에 대한 그림들입니까?
- 세계 여러 나라의 서로 다른 인사법을 보
여주고 있습니다.
- 다양한 문화에 따른 인사법이 서로 다름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학습 목표 확인
◎ 세상에는 이처럼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
다. 오늘은 문화의 의미와 관용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에 대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문화의 의미와 관용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
다.

부록 6: 도덕적 공감 모형 활용 수업 지도안-7, 8단원

단원명 7. 다양한 문화 
행복한 세상 차시 1차시

주제 다문화 학습
모형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지도
대상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쪽수 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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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단계 교과서 교수ㆍ학습 활동

전
개

문제 사태의 
제시

129-
131

◆ ‘다민이의 고민’ 이야기 읽기

피해 대상 
탐색

◆ 피해자 분석하기
◎ 이야기에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다민이에게 민박을 제공하여 준 인도 사
람들입니다. 다민이가 인도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무시된다고 생각하여 마음속에 상처
를 받을 것 같습니다.

피해 대상 
상황 탐색

◆ 피해자의 입장 분석하기
◎ 인도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
였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 자신들의 문화가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 자신들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다민이
가 민박까지 하는데, 그것을 잘 따르지 않는
다면 속상해 할 것 같습니다. 
◆ 피해자 공감하기
◎ 여러분이 인도 사람들이었다면 어떠한 기
분이 들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고 한 단어
로 느낌을 표현하여 봅시다.
- 소중한 문화가 존중받지 않았으므로 ‘화’
가 날 것 같습니다.
- 문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민박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민이가 문화를 받아들이
지 않는다면 ‘한심’하게 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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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의 
타당성 탐색

◆ 피해자 상황 평가하기
◎ 인도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
였는데, 이를 당연하다고 혹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봅시다.
- 자신들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
들에 의하여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억울
할 것 같습니다. 
◆ 평가 근거 기술하기
◎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그 문화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
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나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
는 것은 잘못입니다.
- 문화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이기 때문
에 중요하고 따라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도움의 방법 
탐색 및 
정당화

◆ 도움의 방법 및 종류 선택하기
◎ 여러분 말대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
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
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떻게 하면 인도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 다민이 역시 인도 사람처럼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합니다.
- 다민이가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없는 경우, 
인도 사람들에게 정중히 말하고 수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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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이 꼭 그 문화
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도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잘 이야기하고 다민이 
식대로 밥을 먹습니다. 
◆ 도움의 도덕적 의미 찾기
◎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요?
-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그 문화의 사
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 문화 사람들
에게 ‘예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다른 문화에 대하여 ‘관용’적인 자세를 가
질 수 있습니다. 
◆ 타 문화에 대한 관용에서 도덕의 의미 확
인하기
◎ 결국 다른 문화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그 문화의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다른 문화를 함부로 판단하여 피해를 입
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다른 문화로의 여행’을 읽고 문화의 의미
와 관용의 중요성 파악하기
◎ 문화가 무엇이고 왜 서로 다른 문화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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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것일까요?
-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서로 달라서 문화
도 다릅니다. 문화는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사
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 낸 생활 방
식이나 관습 등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피해
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관
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정
리

정리 및 
실천 의지 

강화

132-
133

◆ 배운 내용 정리하기
◎ 배운 내용을 상기하여 봅시다. 인도 사람
들이 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
니까?
- 다민이가 그들의 문화를 무시할 수 있었
기 때문입니다.
◎ 인도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당연
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다민이는 무
엇을 하여야 하나요?
- 인도 사람들의 문화가 존중되지 않는 것
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민이가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손으로 먹는 것이 좋고, 그
렇지 않다면 정중히 인도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여야 합니다. 
◎ 여러분이 다민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 것
인가요?
- 이왕 문화 체험에 나선 것이니까,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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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습니다.
- 인도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면서 
서로 문화가 다름을 이해시키고, 먹던 방식
으로 밥을 먹습니다. 
◎ 교과서 132쪽을 보면서 (  )안에 들어갈 
말들을 함께 찾아봅시다. 
◆ 반성하고 다짐하기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를 보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을 다져 봅
시다.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지니는 방법에 대
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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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34

◆ 전시 학습 확인
◎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잠깐 떠올
려 봅시다.
◆ 동기 유발
◎ ‘마음 열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림들을 
살펴봅시다. 무엇에 대한 그림들입니까?
- 정착민에게는 소가 중요하고, 유목민에게
는 말이 중요합니다.
-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문화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 학습 목표 확인
◎ 오늘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
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공
부할 것입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전
개

문제 사태의 
제시 135-

137

◆ ‘도현이의 세상 들여다보기’ 이야기 읽기

피해 대상 
탐색

◆ 피해자 분석하기
◎ 이야기에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단원명 7. 다양한 문화 
행복한 세상 차시 2차시

주제 다문화 학습
모형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지도
대상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쪽수 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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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도현이는 그 나
라들의 문화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때 도현이의 섣부른 판단에서 나오는 생각
을 접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 대상 
상황 탐색

◆ 피해자의 입장 분석하기
◎ 도현이의 섣부른 판단을 접하는 각 나라
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
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할까요?
- 자신들의 문화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 피해자 공감하기
◎ 여러분이 각 나라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떠
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고 한 
단어로 느낌을 표현하여 봅시다.
- 소중한 문화가 존중받지 않았으므로 ‘짜
증’이 날 것 같습니다.
- 문화를 이해하지도 않고 섣불리 판단한다
면, 당연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도움의 
타당성 탐색

◆ 피해자 상황 평가하기
◎ 각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당연하다고 혹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
서 생각하여 봅시다.
- 네팔: 씻지 않는 것은 고산병에 걸리지 않
기 위함인데, 이것을 더럽다고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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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할 것 같습니다.
- 인도: 힌두교 때문에 소를 먹지 않는 것인
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억울할 것 같
습니다. 
- 스페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워 낮
잠을 자는 문화가 생긴 것인데, 이를 게으르
다고 하면 억울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 평가 근거 기술하기
◎ 다른 문화를 섣불리 판단하고 편견을 가
지면, 이처럼 그 문화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다른 문화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잘못
입니다.
- 우리 문화에 비추어 다른 문화에 대한 편
견을 가지는 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 나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
는 것은 잘못입니다.

도움의 방법 
탐색 및 
정당화

◆ 도움의 방법 및 종류 선택하기
◎ 여러분 말대로 다른 문화를 섣불리 판단
하고 편견을 가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
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도현이가 접하는 
각 나라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 네팔: 씻지 않는 습관을 더럽다고 생각해
서는 안 되고, 그들의 생활을 이해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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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인도: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인도 사람들
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생활
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 스페인: 낮잠을 자는 것을 게으르다고 생
각하지 말고,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것
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 도움의 도덕적 의미 찾기
◎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
여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요?
- 다른 문화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그 문화의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 다른 문화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은 ‘관용’적인 자세를 지니는 것입니다.
- 다른 문화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이해
하고자 하는 노력은 ‘예절’을 보여주는 것입
니다.
◆ 타 문화에 대한 관용에서 도덕의 의미 확
인하기
◎ 결국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자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다른 문화가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자기중심적이고 닫힌 마음을 버리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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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정
리

정리 및 
실천 의지 

강화

138-
139

◆ 배운 내용 정리하기
◎ 배운 내용을 상기하여 봅시다. 도현이와 
접하는 각 나라 사람들이 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까?
- 도현이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 각 나라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당연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도현이
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요?
- 각 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존중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현이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인정하여
야 합니다.
◎ 여러분이 도현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 것
인가요?
- 네팔: 현지 사람들의 습관대로 고산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씻지 않습니다.
- 인도: 인도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여 소
를 먹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
니다.
- 스페인: 더위 때문에 낮잠을 자는 것을 보
고 게으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 반성하고 다짐하기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를 보면서 편견을 
극복하고 관용적인 자세로 생활하려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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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져 보고, 자신의 의지를 담은 속담이나 
격언을 만들어서 발표하여 봅시다. 
◎ ‘지혜의 샘터’를 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
는 세상에서 편견과 관용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
을 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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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40

◆ 전시 학습 확인
◎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잠깐 떠올
려 봅시다.
◆ 동기 유발
◎ ‘마음 열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표를 살
펴봅시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의 수가 점점 많
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 학습 목표 확인
◎ 오늘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에 대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발전하는 사회를 만
들기 위한 방법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실천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전
개

문제 사태의 
제시 141-

143

◆ ‘우리가 가진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 이야
기 읽기

피해 대상 
탐색

◆ 피해자 분석하기
◎ 이야기에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원명 7. 다양한 문화 
행복한 세상 차시 3차시

주제 다문화 학습
모형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지도
대상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쪽수 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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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공항의 문화적 편견이 있는 여행객들과 
접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피해 대상 
상황 탐색

◆ 피해자의 입장 분석하기
◎ 편견이 있는 여행객들을 접하는 각 나라
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
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할까요?
-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문
화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 피해자 공감하기
◎ 여러분이 각 나라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떠
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고 한 
단어로 느낌을 표현하여 봅시다.
- 자신들의 문화를 수준 낮게 본다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 문화가 다르다고 이상하게 바라본다면 ‘불
쾌’할 것입니다.

도움의 
타당성 탐색

◆ 피해자 상황 평가하기
◎ 각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당연하다고 혹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
서 생각하여 봅시다.
-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자신들의 문화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다면 억울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 평가 근거 기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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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문화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면, 이처
럼 그 문화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
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생활 방식이 달라서 문화가 다른 것인데, 
이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문화와 다르다고 다른 문화를 수준 
낮게 보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도움의 방법 
탐색 및 
정당화

◆ 도움의 방법 및 종류 선택하기
◎ 여러분 말대로 다른 문화에 대하여 편견
을 가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
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어떻게 하면 여행객들이 접하는 각 나
라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게 
될까요? 
- 먼저 여행할 나라의 사람들의 환경과 문
화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 문화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 다른 문화에 대하여 배우려는 열린 자세
를 가져야 합니다.
◆ 도움의 도덕적 의미 찾기
◎ 여러분의 말처럼,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
을 함부로 판단하여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서는,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공부하고 받
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도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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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 다른 문화를 적극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용기’있는 것입니다.
- 다른 나라를 가기 전에 미리 공부하는 것
은 그 나라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것입니
다.
- 다른 문화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관용’
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서로 다른 문화의 공존에서 도덕의 의미 
확인하기
◎ 결국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문화는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
하는 것입니다.
- 다른 문화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
니다.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방법’ 이야기 읽
고 서로 다른 문화의 공존 방법 알아보기
◎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서로의 다른 언어와 습관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 ‘다양한 문화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방법’ 
이야기 읽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방
법 찾아보기
◎ 다양한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가 더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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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관용의 태도로 서로 다른 문화를 대합니
다.
- 편견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다른 문화를 
대하지 않습니다.

정
리

정리 및 
실천 의지 

강화

144-
145

◆ 배운 내용 정리하기
◎ 배운 내용을 상기하여 봅시다. 공항의 여
행객들과 접하는 각 나라 사람들이 왜 피해
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까?
- 여행객들이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각 나라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당연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행객
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각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행객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열린 마음을 가져
야 합니다.
◎ 여러분이 여행객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였
을 것인가요?
- 여행하는 나라의 관습과 풍습을 먼저 공
부합니다.
- 여행하는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미리 배
워둡니다.
- 수준 낮은 문화는 없고 그저 차이점만 있
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 반성하고 다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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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를 보며 다른 문화
를 존중하면서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마
음을 다져 봅시다.
◎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에서 나온 것
처럼, 여러 나라의 문화를 조사하여 나중에 
학급 누리집에 써 봅시다.
◎ 교과서 145쪽의 빈 칸을 채워보며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것을 정리하여 봅시다.
◎ ‘마음에 새겨 둡시다’와 ‘더 공부해 봅시
다’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여 보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공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공정하게 생활하려는 자세에 대하여 공
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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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48

◆ 전시 학습 확인
◎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잠깐 떠올
려 봅시다.
◆ 동기 유발
◎ ‘마음 열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림을 살
펴봅시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그리고 어
떠한 생각이 듭니까?
- 검지가 그림의 그것보다 길면 점심시간에 
맛있는 반찬을 반만 주고, 짧으면 두 배로 
준다는 것입니다.
- 검지 길이로 급식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
다고 생각합니다. 검지 길이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 학습 목표 확인
◎ 오늘은 공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공
정하게 생활하려는 자세에 대하여 공부할 것
입니다.
공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 수 있고, 공정하
게 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전
개

문제 사태의 
제시

149-
151 ◆ ‘달리기 대표’ 이야기 읽기

단원명 8. 공정한 생활 차시 1차시
주제 공정 학습

모형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지도
대상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쪽수 14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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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상 
탐색

◆ 피해자 분석하기
◎ 이야기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누
구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진경이입니다. 진경이가 달리기에서 1등
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몇몇 아이들이 영
철이를 반 대표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
다.

피해 대상 
상황 탐색

◆ 피해자의 입장 분석하기
◎ 진경이가 피해자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진경이는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할까요?
- 자신이 열심히 뛰어서 1등으로 들어왔음
에도 불구하고, 몇몇 아이들이 그것을 인정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분 나빠할 것 같습
니다.
◆ 피해자 공감하기
◎ 여러분이 진경이었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
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고 한 단어로 느낌
을 표현하여 봅시다.
- 정정당당히 승부하였는데도 그것을 인정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것 같
습니다.
- 자신의 1등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도움의 
타당성 탐색

◆ 피해자 상황 평가하기
◎ 진경이가 1등을 하였음에도 몇몇 아이들
이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당연하다고 
혹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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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영철이가 평소에 달리기를 더 잘하
기는 했지만, 이번 승부에서는 진경이가 정
정당당하게 이겼으므로, 몇몇 아이들의 행동
은 진경이를 억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 진경이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억울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 평가 근거 기술하기
◎ 몇몇 아이들의 행동이 진경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진경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
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원하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입니다. 
-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제 
몫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
니다.

도움의 방법 
탐색 및 
정당화

◆ 도움의 방법 및 종류 선택하기
◎ 여러분 말대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입니
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반 아이들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진경이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 1등을 한 진경이를 두고 영철이를 대표로 
하자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 영철이가 평소에 잘하였어도 진경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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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기 때문에 영철이를 지지하지 말았어야 합
니다.
◆ 도움의 도덕적 의미 찾기
◎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공정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
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 공정한 결과를 받아들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므로 ‘정의’로운 것입니다.
-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결과에 승복하
는 것이므로 ‘준법’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하는 것이므
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 공정에서 도덕의 의미 확인하기
◎ 결국 공정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
까요?
- 공평하게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입
니다.
-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정한 생활의 중요성 확인하기 
◎ 교과서 150쪽에 나오는 상황 중 한 가지
를 골라서 상황 속 인물들이 공정하지 못하
였을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여 
봅시다.
- 법정에서 심판하는 재판관: 죄가 없는 사



- 426 -

수업단계 교과서 교수ㆍ학습 활동
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아서 피해를 입을 것
입니다.
-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 선수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 경기는 망치게 될 것입니다.
- 게임할 때 역할을 정하는 팀장: 게임을 하
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승부에 불만이 생
길 것입니다.
- 학급의 중요한 문제에 관한 학급회의를 
이끄는 학급 회장: 학급 친구들이 피해를 입
고 학급 운영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 공정한 생활을 하기 위한 행동 방법 알기
◎ 교과서 151쪽에서 나타는 공정한 생활을 
하기 위한 실천 원리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여 봅시다.216)
◎ 교과서 152쪽에 나타난 사례들을 위의 
실천 원리에 맞게 생각하면서 그 실천 방법
을 생각하여 봅시다.

정
리

정리 및 
실천 의지 

강화

152-
153

◆ 배운 내용 정리하기
◎ 배운 내용을 상기하여 봅시다. 누가 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까?
- 진경이가 1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몇 아이들이 공정하지 않게 영철이를 대표로 
지지하였습니다.
◎ 진경이는 이러한 피해를 입어도 되는 상
황이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반 아이들은 어
떠한 행동을 하였어야 하나요?
- 노력으로 1등한 진경이는 억울한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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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다. 반 아이들은 진경이를 인정하기 
위하여 영철이를 지지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 여러분이 반 아이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였
을 것인가요?
- 진경이가 상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철
이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영철이를 지지하여 심지어 재 시합을 생
각하고 있더라도, 우선 진경이의 의견을 들
어보고 그 결정을 따랐을 것입니다. 
◆ 반성하고 다짐하기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를 보면서 공정하
게 생활하려는 마음을 다져 봅시다.
◎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에서 나온 것
처럼, 가정과 학교에서 공정한 생활을 한 후, 
활동 내용과 소감을 서로 이야기하여 봅시
다.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공정한 생활을 할 때 무엇
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공부하는 시간
을 가질 것입니다.

216) 6학년 도덕 교과서에서 제시된 실천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주
의를 탈피하고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역지사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황금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당연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나 약자, 소수자들을 보호한
다. 판단하기 전에 열린 자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p. 151). 이러한 원리들은 모두 도덕적 공감에서 의도하는 바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피해 그리고 유약함의 문제를 완
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공정의 원리들은 도덕적 공감의 원리와 일
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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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54

◆ 전시 학습 확인
◎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잠깐 떠올
려 봅시다.
◆ 동기 유발
◎ ‘마음 열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림들을 
살펴봅시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 친하다고 급식을 더 많이 주고 있는데, 이
것은 불공정합니다.
- 나이가 많다고 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 학습 목표 확인
◎ 오늘은 공정한 생활을 할 때 고려할 사항
에 대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공정한 생활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알 수 있고, 이를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전
개

문제 사태의 
제시 155-

157
◆ ‘지혜의 일기’ 이야기 읽기

피해 대상 
탐색

◆ 피해자 분석하기
◎ 이야기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누

단원명 8. 공정한 생활 차시 2차시
주제 공정 학습

모형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지도
대상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쪽수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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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첫 번째 고민: 찬호네 모둠입니다. 달걀 5
개와 오이 1개를 바꾸면 찬호네 모둠이 손해
만 보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고민: 지혜네 모둠입니다. 모둠원
이 각기 한 일의 양과 질이 다른데 똑같은 
점수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 세 번째 고민: 채영이 입니다. 깁스 때문
에 참여를 못한 것인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
하였기 때문입니다.

피해 대상 
상황 탐색

◆ 피해자의 입장 분석하기
◎ 위의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하였는데, 그
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 찬호네 모둠: 달걀 5개와 오이 1개를 바
꾸는 것에 대하여 찬호네 모둠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 지혜네 모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 똑같은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하여 행복해 할 것 같지 않습니다.
- 채영이: 일부러 깁스한 것도 아닌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하여 억울해 할 것 같습
니다.
◆ 피해자 공감하기
◎ 여러분이 위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떠한 기
분이 들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고 한 단어
로 느낌을 표현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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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호네 모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황당’
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 지혜네 모둠: 똑같은 결과에 대하여 ‘화’
가 날 것 같습니다.
- 채영이: 평소와 다른 상황인데 점수가 낮
게 나와서 역시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도움의 
타당성 탐색

◆ 피해자 상황 평가하기
◎ 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였
는데, 이를 당연하다고 혹은 억울하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 찬호네 모둠: 달걀 5개와 오이 1개를 바
꾸는 것은 찬호의 말대로 불공정합니다. 따
라서 찬호네 모둠은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
다.
- 지혜네 모둠: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
은 사람이 동일한 점수를 받은 것은 불공정
합니다. 따라서 지혜네 모둠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채영이: 평소에 성실하기로 유명한 채영
이가 깁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낮
은 점수를 받은 것은 불공정합니다. 채영이
도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 평가 근거 기술하기
◎ 각 사람들이 불공정한 상황으로 인해 피
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
게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공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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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
니다.
- 불공정한 것은 나쁘고 또한 옳지 않은 것
입니다.

도움의 방법 
탐색 및 
정당화

◆ 도움의 방법 및 종류 선택하기
◎ 여러분 말대로 불공정한 상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입니
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아이들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어
떻게 하면 불공정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 찬호네 모둠: 지혜가 찬호네 모둠에게 달
걀 5개와 오이 1개를 바꾸자는 식의 공정하
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 지혜네 모둠: 지혜가 모둠원들에게 똑같
이 점수를 나누어 주려고 하지 말았어야 하
였습니다.
- 채영이: 지혜는 깁스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채영이에게 일부러 안한 사람과 
같은 가장 낮은 점수를 주지 말았어야 하였
습니다.
◆ 도움의 도덕적 의미 찾기
◎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불공정
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
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 공정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의’로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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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배려’
하는 것입니다.  
◆ 공정한 생활에서 도덕의 의미 확인하기
◎ 결국 공정한 생활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여야 합니다.
- 노력에 어울리는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
니다.

정
리

정리 및 
실천 의지 

강화

158-
159

◆ 배운 내용 정리하기
◎ 배운 내용을 상기하여 봅시다. 누가 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까?
- 지혜가 만든 불공정한 상황으로 인하여 
찬호네 모둠, 지혜네 모둠, 그리고 채영이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 위 사람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어도 되는 
상황이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피해를 줄이
기 위하여 혹은 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했어야 하나요?
- 모두 억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하여, 지혜는 좀 더 깊이 생각
해 보며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행동
이나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였습니다. 
◎ 여러분이 지혜였다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
가요?
- 찬호네 모둠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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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자신의 모둠원들에게 노력의 양과 질을 
무시한 점수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 채영이에게 일부러 안 한 사람과 똑같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 반성하고 다짐하기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를 보면서 공정한 
생활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고 실천하려
는 마음을 다져 봅시다.
◎ ‘지혜의 샘터’에 나오는 ‘공정으로 지킨 
진리’를 읽어보고 공정한 생활의 중요성을 
느껴봅시다.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공정한 생활과 관계있는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
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에 관하
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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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60

◆ 전시 학습 확인
◎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잠깐 떠올
려 봅시다.
◆ 동기 유발
◎ ‘마음 열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림을 살
펴봅시다.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그리고 어
떠한 생각이 듭니까?
- 왼쪽 그림의 남자 아이가 매번 어려운 1
인 1역을 맡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 오른쪽 그림의 여자 아이들은 쉬운 1인 
1역을 맡아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 두 그림들로 보아 1인 1역의 역할 배정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학습 목표 확인
◎ 오늘은 공정한 생활과 관계있는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공정한 생활과 관계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문제 사태의 ◆ ‘탐구주제 1, 2, 그리고 3’ 이야기 읽기

단원명 8. 공정한 생활 차시 3차시
주제 공정 학습

모형 도덕적 공감 수업 모형
지도
대상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쪽수 16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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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

제시

161-
163

피해 대상 
탐색

◆ 피해자 분석하기
◎ 이야기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누
구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탐구 주제1: 재호입니다. 1인 1역을 정하
는 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 탐구 주제 2: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입니
다. 따돌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탐구 주제3: 코코아 농장의 어린이들입니
다. 너무 힘들게 일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대상 
상황 탐색

◆ 피해자의 입장 분석하기
◎ 위의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하였는데, 그
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 재호: 매번 쉬운 일만 계속하는 친구들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므로 행복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코코아 농장의 어린이들: 일만 하고 제대
로 대우받지 못하여 괴로워할 것 같습니다.
◆ 피해자 공감하기
◎ 여러분이 위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떠한 기
분이 들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고 한 단어
로 느낌을 표현하여 봅시다.
- 재호: 누구는 쉬운 일만 하고, 누구는 어
려운 일만 하는 상황에 ‘짜증’이 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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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화’가 나고 ‘슬플 것’입니다.
- 코코아 농장의 어린이들: 고통스럽게 일
만 하고 대우는 없으므로 ‘허탈’하고 ‘고통’스
러울 것입니다. 

도움의 
타당성 탐색

◆ 피해자 상황 평가하기
◎ 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였
는데, 이를 당연하다고 혹은 억울하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 재호: 그저 손을 들어서 1인 1역을 정한
다면 손을 빨리 드는 사람이 항상 쉬운 역할
을 맡게 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억울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이름이나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따돌림을 받고 놀림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억울한 일입니다.
- 코코아 농장의 어린이들: 하루 10시간 이
상의 일에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을 하
고 있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
니다. 
◆ 평가 근거 기술하기
◎ 각 사람들이 불공정한 상황으로 인해 피
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
게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 공정하지 않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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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 노력에 어울리지 않은 대가를 받지 못하
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이는 곧 나쁜 일입
니다.

도움의 방법 
탐색 및 
정당화

◆ 도움의 방법 및 종류 선택하기
◎ 여러분 말대로 공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입니
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각 사례에서는 무엇이 행해졌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불공정한 상황이 만들
어지지 않게 이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 재호: 1인 1역 정하기 토론에서 역할 정
하기 방식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여야 합니
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번호 순서대로 돌아
가면서 역할을 골고루 맡아 볼 수 있습니다.
-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나와 다르다는 공
정하지 못한 이유만으로 놀리지 말았어야 합
니다.
- 코코아 농장의 어린이들: 강제적이고 부당
한 노동 대신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보상을 해 주었어야 합니다.
◆ 도움의 도덕적 의미 찾기
◎ 공정한 방식과 과정을 가져서 다른 사람
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 공정한 방식과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정의’로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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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
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입니다.
◆ 공정한 생활에서 도덕의 의미 확인하기
◎ 결국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할 때 중요
한 것은 무엇일까요?
- 공정한 방식과 과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 공정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 노력과 일한 만큼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정
리

정리 및 
실천 의지 

강화

164-
165

◆ 배운 내용 정리하기
◎ 배운 내용을 상기하여 봅시다. 누가 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까?
- 재호: 공정하지 않은 1인 1역 선정 방식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공정하지 않은 이
유로 놀림과 따돌림을 받아 피해를 입고 있
습니다.
- 코코아 농장의 어린이들: 가혹한 노동과 
형편없는 대가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위 사람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어도 되는 
상황이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피해를 줄이
기 위하여 혹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했어야 하나요?
- 재호: 1인 1역 정하기 토론에서 역할 정
하기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나와 다르다는 이
유로 따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그만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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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 농장의 어린이들: 어린이를 존중
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 여러분이 각 사례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
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 재호: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1인 1역을 하
자고 제안합니다.
-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나와 다르다고 놀
리거나 따돌리지 않습니다.
- 코코아 농장의 어린이들: 되도록 일을 시
키지 않고, 반드시 시켜야 할 상황이라면 어
린이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 반성하고 다짐하기
◎ ‘마음을 가꾸어 봅시다’를 보면서 공정한 
삶의 마음을 다져 봅시다.
◎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를 보면서 공정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 ‘마음에 새겨 둡시다’와 ‘더 공부해 봅시
다’를 읽으면서 공정한 생활을 위한 마음을 
다져 봅시다.
◆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책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책임을 다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에 관
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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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실험 집단 사후 인터뷰 질문

1. 수업 내용 중 가장 재미있었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2. 수업을 하면서 어려웠거나 불만스러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3. 고통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사람들
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도덕 수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4. 도덕 수업을 할 때 내가 고통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
니까? 즉, 그러한 사람을 공감해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5. 부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
각합니까?

6. 내가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사람을 직접 도와준다고 했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7. 내가 나쁜 짓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짓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8.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학급도, 학교도, 
그리고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도덕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9. 앞에서 대답한 것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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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instructional 
model for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compassion, 

with a specific focus on primary education
 

Shin, Ho Jae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important to discuss virtues that moral citizens should have 
in the citizenship education component of moral education, since 
students today often lack the ability to live together in harmon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ir ability to form 
interpersonal connections with their peers and to live with mature 
civic awareness by fostering citizenship based on compassion. 
Furthermore, with this process, it eventually is expected that 
teachers or moral educators would utilize this unique approach to 
citizenship education.

Compassion is a distinctive moral emotion which is composed of 
two factors: recognizing others’ suffering and offering help to 
alleviate it. This can be found on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levels, and it means compassion can be an important virtue for 
individuals and communities. On an individual level, compassion is 
directly related to moral reasoning and behavior; on a community 
level, it affects the improvement and well-being of the community, 



- 442 -

forms a compassionate society, and raises citizens' cooperative 
consciousness. Thus,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compassion 
is required for being a moral citizen.

The compassion model, an instructional model for teaching 
compassion in citizenship education, was made according to the 
"appraisal model of compassion" theory. It was also developed by 
considering and reflecting on the South Korean moral educational 
context and teachers' needs. After that, experimental research with 
this compassion model was conducted on 6th grade students in an 
elementary school.

The research results can be explained in two categori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On a quantitative level, the 
experimental group who took the compassion model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two comparison groups in 
pre-post test score differences. The assessment tool used in the 
both tests was created according to the theory of Rest and Volker, 
and was designed to measure civic awareness based on 
compassion. On a qualitative leve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volunte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Students who agreed to be 
interviewed expressed a mature civic awareness and high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d power of compassion. Thus, it is 
appropriate to conclude that the compassion model is effective for 
enhancing civic awareness and helps students to have the ability to 
live together in harmony. 

In the moral educational context, the result has four implications. 
First, it stresses the importance of morality based on the idea of 
"person to person relationship." Second, it focuses on the broader 
and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compassion. Thir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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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zes the possibility of an approach which values negative 
factors such as suffering and harm. Fourth, it observe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mpassion and guilt/shame. In 
conclus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concept of 
compassion should be at the heart of the citizenship education part 
in the next moral education curriculum.

   
Key words : moral education, citizenship education, moral 

citizenship, instructional model, compassion, moral sensitivity, civic 
awareness.

Student Number : 2008-3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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