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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의 역할과 형성 방안 연구

김 혜 진

도덕교육의 최종 목표 지 이 무엇인지는 연구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

겠지만, 체로 ‘도덕  행동의 실천’을 지향한다는 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를 해 그동안 도덕교육에서는 인지ㆍ정서ㆍ통합  에서 학

생들의 도덕  발달을 해 노력하 다. 그러나 이러한 근으로 학생들의 

도덕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 왔다. 이 지 에서 연구자는 

‘도덕교육’과 그것을 통한 ‘도덕  행동의 실천’ 간의 간극을 메우기 해 학

생들로 하여  ‘내가 왜 도덕 으로 행동해야 하는가?’하는 물음에 한 답

인 ‘도덕  동기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도덕  행동의 실

천’을 이끌어 내기 한 결과로서 도덕  행동 자체에 주목하기에 앞서 그러

한 행동을 이끌어 낸 도덕  동기화에 주목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도덕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 이

다. 

이때, ‘도덕  행동의 실천’은 몇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될 수 있다. 를 

들어,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회피하기 한 목 으로(혹은 상을 받기 

한 목 으로) 억지로 ‘도덕 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의 의지 없이 단지 규정에 정해진 덕목을 따르는 경우도 있으며, 도덕  행

동의 요성을 마음 깊이 공감하여 도덕  행동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다. 여

기서 앞의 두 가지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모습을 통해 도덕  행동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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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 성립되었는지를 단하는 입장(결과주의)이며, 마지막의 경우는 도덕

 행동을 실천하는 개인 내부의 동기에 따라 도덕  행동을 단하는 입장

(동기주의)이다. 이처럼 도덕  행동을 한 동기가 립되는 두 가지 입장

으로 나뉠 때, 후자의 입장을 강화시키기 해 필요한 요소가 도덕  책임이

다. 즉, 도덕  동기화를 통해 도덕  행동이 자발 으로 드러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도덕  책임은 그러한 도덕  동기화가 외 인 요인이 아닌, 순

수한 도덕  요인들에 의해서 발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  책임은 도덕  동기화의 원천이 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밝 낸 것은 크게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도덕  행동 

이 의 과정인 ‘도덕  동기화’는 도덕  통찰력의 형성에 기여하며, 도덕  

행 가 더욱 잘 드러나도록 돕는 발자의 역할을 담당함을 밝혔다. 이는 도

덕  동기화가 행 자의 신념 혹은 가치체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도덕  행동을 해 단순히 주어져 있는 다양한 동기들과 구분되어 도덕  

동기화는 ‘내가 왜 그 게 행동하는가?’라는 내면의 인식에서부터 나온 것으

로, 행 자로 하여  상황을 도덕  시각으로 꿰뚫어 보고, 그 안에서 올바

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도덕  통찰력이자 도

덕  행  발자로서 도덕  동기화가 요한 이유는 우리가 도덕 인 것

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한 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게 행동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왜 내가 도덕 으로 행동해야 

하는가’에 한 확신과 ‘도덕 으로 행동 해야겠다’는 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덕  동기화는 도덕  행동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도덕  책임은 행 자가 도덕과 무 한 동기가 아닌, 순수하게 도

덕 인 동기들에 의해 동기화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함을 밝혔다. 왜냐하

면 도덕  책임은 도덕  상황을 해석해내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지  내 앞에 놓은 도덕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도덕  상황에 하여 비겁하게 물러서거나 모른

척하며 지나치는 도덕  실패를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역할

은 꼭 도덕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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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를 들어 자신이 맡은 임무나 역할에 한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제  이익이나 개인  욕구와 무 하게 스스로에게 

부여된 ‘마땅히 할 바’를 행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의식이 부족한 사람은 특

정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 행한 행 에 해서도 무책임한 변명만을 늘어놓기 마련이다. 이와 마찬

가지로 도덕  책임은 도덕  상황에서 개인이 ‘이 상황은 나에게 도덕 으

로 책임 지워진 상황이다.’는 인식을 하게 만듦으로써 어떠한 외  동기와도 

무 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도덕  동기화와 행동을 가능  해 다. 이는 곧 

도덕  책임이 도덕  동기화의 원천이자 도덕  행  실천의 근원이 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을 길러주기 한 

도덕교육  용과 함의를 밝혔다. 이론  내용들을 토 로 도덕교육에의 

용을 해 우선, 도덕  책임과 련된 도덕과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을 

통해 도덕  책임에 기 한 도덕교육의 방향을 탐색하 다. 이를 통해 ‘반성

 책임 일기 작성’, ‘ 래 집단에 한 책임과제 부여’, 그리고 ‘이야기를 활

용한 도덕  책임의 모범 제시’를 구체 인 도덕교육 방법으로 제시하 다. 

한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 으로 용되기 한 환경 구성 방안으로써 학

교가 도덕  책임 공동체가 되어야 함과 도덕  책임감을 지닌 도덕교사로

서의 문성 교육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앞으로 도덕  책

임이 도덕  동기화의 과정에 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밝히는 효과성 검증 

연구가 진행된다면, 본 논문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기 한다. 

한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교육과 련된 보다 구체 인 

교육 방안에 한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주요어 : 도덕  책임, 도덕  동기화, 도덕  행동, 도덕교육

학  번 : 2011-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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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목

인간의 많은 행동 이면에는 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다양한 동기들

(motives)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간 행동의 동기는 의식 으로 일어날 수

도 있고, 무의식 이고 자동 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를 들어 허기진 배

를 채우기 해 음식을 먹는 것은 그 행동의 동기가 의식 으로 드러난 것

이고,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을 때 즉각 손을 떼는 것은 ‘신체의 손상을 

막는다’는 동기가 의식과 무 하게, 자동 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기는 의식 이든, 무의식 이든 인간으로 하여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

드는 ‘행동의 발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동기는 다양한 인간 

행동 유형을 분석하거나 그 빈도수를 증가 혹은 감소시키기 하여, 는 

특정 행동을 한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키기 한 출발 으로서 의미를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의 역할은 도덕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

지로 용된다. 다시 말해 인간이 행하는 도덕  행동 이면에는 그러한 도

덕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동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도덕  행동을 이끄는 동기는 심리학  에서 크게 두 가

지의 근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나는, 고 인 동기 이론으로부터 

연구되어 형성된 것인데, 주로 기  가치 이론(expectancy-value theory), 

속성 이론(attribution theory), 자기 결정 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 

몰입 개념(flow concept), 그리고 흥미 이론들(interests theories)이다.1) 이 

범주의 도덕  동기(moral motives)에 한 연구들은 도덕  동기가 인간

의 다양한 일상 행동을 한 동기들과 같은 범주의 동기일 뿐이라고 주장

1) F. Oser, “Models of moral motivation”, In K. Heinrichs, F. Oser  and  T.                   

Lovat(Eds.), handbook of moral motivation, Sense Publisher, 2013,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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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도덕  동기는 인간이 밥을 먹고 운 을 하며, 운동을 하고 음악

을 듣는 등의 행동을 하기 한 동기와 같은 수 의 동기로서, ‘칭찬을 받

기 해서’, ‘만족감을 느끼기 해서’, ‘좋은 계를 유지하기 해서’ 도덕

 행동을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서 도덕  행동은 다른 인

간의 행동들과 상호 교환 가능하며 체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단순히 만족을 느끼기 해 도덕  행동을 한 경우, 다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도덕과 무 하게 행동하는 것( 는 비도덕 으로 행

동하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경우, 그 사람은 도덕  행동 신에 다

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덕  동기를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다양한 동기들 가

운데 하나가 아닌, 특별한 수 의 동기로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 도덕

 동기는 쾌락이나 만족감 등과 무 하게 인간이 도덕  행동을 하기 

한 동기로서, 이는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일반 인 여러 동기들과 

구분되고 체 불가능한 성질의 동기를 말한다. 이러한 차원의 도덕  동

기는 때로는 도덕  행동 그 자체를 동기의 원천으로 삼기도 하고, 행동에 

따르는 부가 인 가 없이 순수한 형태로 주어지기도 한다. 한 인간이

라면 기본 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들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 인 의무

내지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이

유나 가 없이 그 자체로 도덕  동기가 부여되는 동력원을 제로 하며, 

우리가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연스러운 발로로 이루어지는 도덕  행동이라 

함은 두 번째 차원의 도덕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때, 후자의 도덕  동기가 더 추구할만한 것임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도덕  동기화(moral motivation)에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덕  동기는 도덕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다양한 이유인 반면에 도덕

 동기화는 도덕  동기와 도덕  행동 사이를 좀 더 가깝게 만들어 주

는, 도덕  행동을 한 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도덕

 동기화는 도덕  행동을 한 여러 이유들, 즉 다양한 도덕  동기들이 

행 자 내면에서 작용하여 드러나게 하는 직 이며 순수한 차원의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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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덕  동기는 도덕  행동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이유들을 뜻하는 큰 범주의 형태를 갖지만 

도덕  동기화는 그 과정 속에서 더욱 구체 으로 왜 우리가 도덕 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한 행 자 내면의 평가와 같은 요한 요소로 작용하

는 것이다. 

이는 상황을 도덕 으로 읽어내는 도덕  민감성을 필요로 할 뿐만 아

니라, 상황에 한 도덕  단과 실행을 해 개인이 내리는 평가가 주

요하게 작용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 교육을 통해 도덕  행동

을 이끌어 내기 한 고민과 연구를 한다면, 이를 한 요한 출발   

하나에 도덕  동기화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 다면 도덕  행동을 

한 도덕  동기화의 요소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은 도덕  행동을 이끌어 내기 한 도덕  동기화에 심을 가져왔

고 그것의 요소가 무엇인가에 해 밝히고자 애썼다. 

를 들어, 인지발달심리학자인 피아제(J. Piaget, 1896-1980)와 콜버그

(L. Kohlberg, 1927-1987)2)의 경우, 개인의 인지발달에 따른 올바른 도덕 

단이 선행된다면 그것이 도덕  행동을 한 동기화의 요인이 된다고 보

았다. 다시 말하면, 인지  에서는 정의, 공정성, 이성, 추론과 같은 요

소들이 도덕  동기화의 요인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인지발달심리학자들은 

인지가 올바른 도덕 단을 한 요한 요인이 되며, 올바른 도덕 단이 

도덕  행동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인지  에서 올바

른 도덕 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도덕  행동을 한 

동기화를 보장하지는 못하 다. 왜냐하면 도덕 단을 올바르게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동기화의 과정에서 더 큰 유혹의 장애물이 있을 경

2) J. Piaget, The child’s conception of the world, Savage, MD: Littlefield Adams, 1951. J. Piaget,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Norton, 1965(1997). L. Kohlberg,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Gosl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Rand McNally, 1969, pp. 347-480. L. Kohlberg, 

Essays in moral development, vol. Ⅰ: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1981. L. Kohlberg, Essays in moral development, vol. Ⅱ: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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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서  에서는 공감(empathy), 감정(feeling) 등과 같은 정서

(emotion)에 의해 도덕  동기화가 된다고 믿는다. 타인에 한 공감, 타인

의 고통에 해 함께 느끼는 감정과 같은 정서들이 타인을 우리의 심 안

으로 이끌며, 자발 으로 타인에게 도덕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타인을 향해 느끼는 감정들이 행동을 실천하기 한 동기화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서에 따른 동기화는 자신과의 친소 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거나 일 되게 작용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

다. 통합  에서는 인지와 정서의 두 측면이 모두 작용하여 도덕  동

기화의 요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 안에 도덕성이라는 것이 

잘 자리 잡게 된다면 그것은 도덕  행동을 한 요한 동기화의 단서가 

됨을 주장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학자들이 도덕  행동을 한 도덕  동

기화의 요소가 무엇이며, 이를 확립하기 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

는지에 해 심을 가졌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도덕  동기화의 요소에 해 끊임없이 

연구하 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자들이 강조했던 각각의 요소가 직 으

로, 그리고 필연 으로 도덕  행동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

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간극이 곧 도덕  동기화 요소의 무용성(無用性)

을 의미하거나 도덕  동기화 요소와 행동 사이의 완벽한 단 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 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에서도 

직 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는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도덕  동기화의 원천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연구를 통해서 도덕  책임이 요한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책임은 인간존재의 본질  특징으로,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서 고찰된다.3)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은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

라 그 분야가 다를 뿐 자신의 치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놓이게 

3) 변순용, 『책임의 윤리학』(서울: 철학과 실사, 2007),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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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컨 , 부모는 자식에 한 부모로서의 책임에 놓이며, 자식은 한 

부모에 한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존재로 놓이게 된다. 이와 마찬가

지로 교사와 학생, 친구와 동료 등 사람들은 모두 마다의 처한 환경이나 

상황, 역할 등에 따라 각자의 책임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간이 가

지는 책임은 단지 직책이나 역할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혹은 인간 상호간의 필연 인 계에서 주어지는 도

덕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덕  책임이란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

경에 하여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함을 의미한다. 이는 구체 인 

역할이나 직책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주  사람

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며 그들의 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인

간이 도덕  책임을 진다는 것은 스스로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하나

의 선언이자 실천  발걸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책임은 결국 인간이라면 지녀야 하는 기본 인 인간다움에 

한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다. 그 책임의 상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떠한 유형의 책임을 지느냐

는 그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다. 먼  논의되어야 할 것은 ‘우리는 

책임감을 지닌 존재이며, 그것은 바로 도덕에 기반한 책임이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곧 도덕 으로 행동해야 하는 그 출발 에, 도덕  동기화

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이라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의 역할과 형성 방안’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도덕  책임이

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와 계된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내가 인간으로 존재하기 해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는 한 개인의 덕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덕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도덕  상황을 올바르게 읽어내고 통찰할 수 

있는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힘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를 통해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도덕  책임의 의미와 

역할을 밝힘으로써 도덕  동기화와 도덕  행동사이를 유의미하게 연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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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본 연구는 주

로 아래의 문제의식에 한 답을 찾아가기 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도덕  동기화와 도덕  책임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나.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 도덕  책임의 도덕교육  함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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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방법과 범

본 연구는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의 역할과 형성 방

안’이라는 주제에 한 도덕교육  함의를 탐색하는 것을 목 으로, 문헌 

연구  이론  탐색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주요 연구 자료로는 도덕 심

리학, 도덕 철학, 도덕 교육, 도덕과 교육과정과 련된 문헌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 자료들을 통해 도덕  동기화의 개념을 확인하고, 도덕  책

임의 의미와 역할을 검토한다. 한 도덕  동기화와 도덕  책임에 련

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의 역할과 

형성 방안들을 제안한다.

한편 Ⅴ장 1 에서는 도덕과 교육에서 책임 교육을 어떻게 해 왔는지

를 밝히기 해 부분 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한다. 

내용분석은 인간의 상징  기호로 표시된 의사 달의 기록물에 한 내용

 특징을 체계 으로 기술하여 동기, 원인, 결과, 향을 객 이고 체계

으로 추리하려는 사회과학의 분석기법으로 질  내용을 양  자료로 

환하는 방법이다.4) 따라서 내용분석은 문서조사가 포함된 분석방법을 사용

한다. 내용분석은 분석할 주제와 련하여 신문기사, 고 내지 교과서, 교

재 등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5) 내용분석은 다음과 같은 특징

을 갖는다. 첫째,  문자로 기록된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므로 문헌연구의 

일종이다. 둘째, 메시지의 재 내용뿐 아니라 기록에 내포된 잠재 인 내

용 역시 분석 상에 포함된다. 셋째, 과학  연구 방법의 요건인 객 성, 

체계성, 일반성을 모두 갖춘 조사방법이다. 넷째, 의사 달의 내용인 단어, 

주제, 인물, 문장  단락, 사항, 공간 는 시간 등이 모두 분석 상이 된

다. 다섯째, 질 인 분석방법과 양 인 분석방법을 모두 사용한다.6) 

4) 김구,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서울: 비앤엠북스, 2011), p. 413.

5) J. Zamani & S. Vogel & A. Moore & K. Lucas, “Analysis of exercise content in undergraduate 

osteopathic education - A content analysis of UK curricula”, International Journal of 

Osteopathic Medicine, Vol. 10 No 4, 2007, p. 99.

6) 이종환, 『사회과학 조사방법론』(서울: 공동체, 2011), pp.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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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용분석의 경향 에서 질  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사용

한다. 왜냐하면 주제의 성격이 양 으로 분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이다. 한 내용분석의 기록단 는 단어(word)와 주제(theme)

를 통해 주요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내용분석에서 단어를 이용하는 것은 

특정 단어(words) 혹은 용어(terms)의 빈도분포(frequency distribution)를 

알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방송  기사의 내용  조사 상

의 단어나 용어의 횟수를 기록하는 것이다.7) 여기에서는 도덕과 교육과정 

1차부터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까지 ‘책임’의 기술여부를 빈도분포 내지 

단어의 형태로 분석한다. 한 책임의 단어가 도덕과의 성격, 목표, 내용 

 어디에서 주로 언 되고, 그 내용과 주제는 어떻게 서술되어지고 있는

지에 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내용분석의 범주는 ‘책임’이라는 주제와 

련하여, 그리고 책임 교육에 한 특징은 주로 어떻게 기술되어지고 있

는가에 해 분석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개념 , 도덕  동기화는 도덕 심리학

의 에 기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도덕  동기를 다루는 다양한 학문

분야 , 도덕 심리학의 에 집 하는 것은 본 연구의 논의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실질 인 인간 행동의 변화에 을 맞추기 

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도덕  동기화의 의미와 요소 등은 도덕 

심리학의 입장을 심으로 검토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덕  책임이나 

도덕  행동과의 연계성을 연구한다. 한 도덕  책임에 한 부분은 기

존의 정의나 연구에 한 검토를 통하여 도덕  책임이 가지는 구체 인 

의미와 역할에 한 종합 인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도덕  동기화

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의 개에 있어서 Ⅱ장은 본격 으로 도덕  동기화와 도덕  

책임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론  배경으로 동기의 심리학  의미와 역할, 

그리고 책임의 윤리학  의미와 역할에 해 논의한다. 구체 으로, ‘동기

의 의미와 역할’에서는 인간의 행동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기가 어떻

7) 김구, 앞의 책, pp. 4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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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인간 행동에 향을 미치는가에 해 

심리학  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책임의 의미와 역할’에서는 책임에 

한 정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책임의 유형, 그리고 이것이 인간 행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해 논의한다. 

 Ⅲ장은 앞서 논의된 동기와 책임의 개념을 바탕으로 도덕  동기화의 

특성과 역할에 해 으로 다룬다. 먼 , 도덕  동기화의 의미와 그 

구조에 한 논의로 시작한다. 이는 인간이 도덕  행동으로 나가기 해 

작용하는 도덕  동기화가 구체 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도덕  동기화는 도덕  행동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상을 지니며 도덕  

동기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등에 한 논의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그동안 도덕심리학에서 도덕  행동에 향을 주는 요한 요소로서 다루

어진 이론들을 바탕으로 도덕  동기화의 유형을 검토한다. 도덕  동기화

가 제 로 이루어졌을 때와 결핍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 

유형들을 나 어 살펴본다. 

다음으로 도덕  동기화를 도덕 심리학의 에서는 어떻게 정의내리

고 있는지에 해 살펴본다. 표 인 도덕 심리학의 으로 인지  

, 정서  , 통합  을 심으로 도덕  동기화의 요소들에 해 

구체 으로 논의한다. 인지  에서는 인간의 이성, 추론을 심으로 하

는 도덕  동기화에 해 살펴보고, 정서  에서는 감정, 공감 등 정서

에 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토 로 도덕  동기

화에 해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  에서는 인지와 

정서뿐만 아니라 행 자의 자아와 련지어 도덕  동기화를 설명한다. 이

어 도덕  동기화가 구체 으로 도덕  행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해 다룬다. 도덕  동기화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도덕  통찰력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  행 의 

발자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자는 도덕  동기화를 통해 개인이 맞닥뜨린 

상황을 도덕과 연 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후자는 그러

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 인 도덕  행 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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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Ⅳ장에서는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

덕  책임의 역할에 해 논의한다. 도덕  책임은 도덕  행동을 한 다

양한 동기들 가운데 내  의지와 결단을 통한 도덕  동기화가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도덕성과 책임에 

한 정의가 내려졌는데, 연구자는 그 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의들로 도

덕  책임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도덕  책임은 인간이 본질  

특징으로 가지는 요소이다. 다시 말해 도덕  책임은 인간이라면 구나 

가지는 동시에 가져야만 하는 것으로서, 인간을 다른 종(種)과 구분시켜 주

는 요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 

한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이자, 타인과의 계 속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

간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도덕  책임은 도덕  자아의 요소

이다. 도덕  책임은 자신의 정체성 혹은 자아의 심에 도덕성을 받아들

인 개인에게서 드러나는 특징 인 기술이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자기-결정의 힘으로서의 도덕  책임이다. 우리 스스로는 항상 자기 스스

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즉, 자기-결정의 힘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

라는 속성만이 작용하고 도덕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유발할 뿐이다. 한 자기-결정의 힘이 

된다는 것은 도덕  책임이 인간 스스로가 도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의지를 발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도덕  책임

은 개인 내부의 자기-결정의 힘을 넘어서서 타자와의 계에서 베풀어지

는 하나의 덕(德)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이때 도덕  책임은 타인의 해로

움뿐만 아니라 안녕(well-being)에 해서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책임을 지니는 주체의 역할이 자신을 넘어 외부로까지 확 되어야 함을 의

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  책임의 의미를 바탕으로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의 역할에 해 논의한다. 우선, 도덕  책임은 도덕  상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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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근원으로서 작용한다. 이때 도덕  상황 해석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을 도덕  상황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도덕  책임을 

가진 주체는 그 지 못한 주체에 비해 도덕  상황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

들인다. 그리고 도덕  책임은 도덕  동기화의 발자와 같은 역할을 담

당한다. 즉, 도덕  책임은 도덕  선택과 결정을 하기 한 의지를 심어 

으로서 도덕  동기화가 더욱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도덕  동기화의 원천이 되는 도덕  책임은 자연스럽게 도덕  행

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행  실천의 근원이 된다. 여기에는 행 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도덕  행 뿐만 아니라 각자가 속한 역할에 

따라 해야 하는 행 까지 포함한다. 역할 수행에 따르는 도덕  책임은 우

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힘이 된

다. 한 역할수행으로서의 도덕  책임은 다양한 직업윤리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인간으로 하여  각자의 사회  치에서 올바른 도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상의 도덕  책임의 역할은 각기 구분

된 것은 아니며 유기 으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룬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

 책임은 ‘인간이 능동 으로 도덕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

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요한 제공자가 됨을 의미한다. 

앞선 논의 과정을 통해 Ⅴ장에서는 도덕교육에서 도덕  책임에 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지에 해 

살펴본다. 먼 , 기존 도덕과 교육에서 책임에 한 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왔는가를 밝히기 해 도덕과 교육과정을 심으로 분석한다. 

한 행 교과서에 ‘책임’에 한 내용이 등장한 단원들을 심으로 책임을 

어떠한 내용과 연결하고 있으며, 기술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도덕교육 내용으로서 도덕  책임을 한 교육에 해 논의

한다. 여기에서는 도덕과 교육과정 목표ㆍ내용에 있어서 도덕  책임 교육

의 용가능성을 심으로 논의한다. 이어 도덕  책임감 형성을 한 구

체 인 도덕교육 방안들에 해 살펴본다. 학생 개인 측면에서는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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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일기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도덕  책임

에 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도덕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개인을 넘어서서 계  측면에서는 래 집

단에 한 책임과제 부여를 통해 사회  역할 채택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

색한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  도덕  책임을 가진 역할을 학교 환경 안에

서 미리 수행해 으로써 스스로의 도덕  책임을 구성하는 방법을 연습하

고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활용한 도덕  책임

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도덕  책임감의 모범이 되는 실

제 인물을 제시하고 자신과 연결하여 성찰해 보는 시간을 으로써 도덕  

책임에 해 깊이 생각하고 느껴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도덕  책임감 형성을 한 환경 구성 방안을 두 가지로 

나 어 논의한다. 먼 , 학교 자체가 도덕  책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도덕  책임감을 지닌 사람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둘째, 도덕  책임감을 학생들에게 심어  수 

있는 교육자인 도덕교사가 도덕  책임감을 지닌 문가여야 한다. 따라서 

도덕  책임감을 지닌 도덕교사로서의 문성 교육 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과 

문제들을 도덕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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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기와 책임의 의미와 역할

이 장에서는 동기와 책임의 의미와 역할에 한 기존 이론들을 검토한

다. 1 에서는 동기의 의미를 심리학  을 심으로 살펴보고, 동기의 

유형들을 검토한다. 이를 토 로 인간 행동에 있어서 동기는 어떠한 역할

을 하는지에 해 논의한다. 2 에서는 책임의 의미를 윤리학  을 

심으로 살펴보고, 책임의 유형들을 검토한다. 이를 토 로 인간 행동에 있

어서 책임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해 논의한다. 

  1. 동기의 의미와 역할

       

     1) 동기의 의미

동기에 대한 물음은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든 원인에 대한 질문이다. 동

기는 어떠한 이유로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유지하

게 만들고, 방향을 제공하며, 멈추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8)

동기(motive)는 사람들의 삶과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는 개념이다. 왜

냐하면 동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다양한 행동 이면에 존재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동기란 단어를 풀이해 보면 행동을 유발하는 계기를 의미하는데, 

이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통에서는 없었던 개념으로 어 ‘motive’의 

번역어이다. motive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라틴어 ‘movere’에서 유래했다.9) 

일반 으로 심리학에서 동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되는데, 하나는 유기

8) B. Weiner, Human motivation : metaphor, theories, and research,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92, p. 2.

9) 최 석, 『인간의 모든 동기』( 주: 서해문집, 2014),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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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리  에 지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행동을 

조 하는 힘을 말한다.10) 이 듯 동기는 인간의 행동, 인간이 활동하는 이

유,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인간 내부의 힘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동기는 인간의 행동에 선행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단계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동기의 의미 속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 먼 , 

동기는 인간의 행동을 시발(始發)하는 작용을 한다. 즉, 동기는 인간 행동

을 시작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배가 고 면 허기

를 채우려고 먹을 것을 찾게 된다. 허기를 채우려는 동기가 먹을 것을 찾

게 하는 행동의 시작을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로, 동기는 특정한 행동을 반

복하고 지속시키는 힘의 작용을 한다. 를 들어, 한 사람이 취업을 해 

일정 이상의 어성 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동기에 의해 반복 이고 지

속 인 어학습이 가능한 것이다. 세 번째로, 동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

다. 일상생활에서 궁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하고,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으면 시원한 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한다. 네 번

째로, 동기는 특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선행조건이나 결과가 아닌 개변수

와 같은 것이다. 를 들어, 어떤 학생이 교사의 칭찬에 의해서 열심히 공

부하고 성 을 향상시켰다면, 이 경우 교사의 칭찬이 선행조건이며, 성 의 

향상은 결과이다. 이때 동기는 어떤 선행조건과 결과 사이에 개입되어 있

는 심리상태이다. 이것은 직  으로 찰할 수는 없지만, 선행조건이나 

결과 사이를 고려해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11) 다섯 번째, 동기는 어떠

한 것을 성취하기 해 인내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해 그것을 방해하

는 다른 욕구들을 참아내며 목표를 향해 가고자 한다. 즉, 자신이 향하는 

것으로 가기 해 그 외에 것들을 인내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동기는 과정(process)이다. 과정이기 때문에 동기를 직

10) 김아 , 『학업동기』(서울: 학지사, 2010), p. 20.

11) 정원식, 『인간의 동기』(서울: 교육과학사, 2001), pp. 21-23 참고하여 정리하 다.



- 15 -

으로 찰하지 못하며, 오히려 행동과 언어  표 12)으로부터 유추하게 된

다.13) 

이러한 동기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동기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비롯되었느냐에 차

이가 있을 뿐 한 개인의 행동에 향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주로 동

기는 한 개인의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그것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한 자신을 정의내리는 자아정체성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며, 이와 비슷하게 자신에 한 신념에서 나오기도 한다. 그

리고 삶에서 어떠한 것에 의미를 두고 지내는가에 의해서도 동기가 형성되

기도 한다. 동기는 특정 행동이 즐겁다는 느낌에 의해서도 형성되며, 사람

들 사이에서의 계와 보상, 그리고 권 에 의해서도 형성 될 수 있다.

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동기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한 동기는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

한 요소들의 복합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기는 인간의 행동과 한 

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의 행동을 논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임을 알 수 있다. 

     2) 동기의 유형

앞서 동기는 인간의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며, 

특정 행동을 반복․지속시키며, 인내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정의하 다. 동

기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항에서는 동기의 유형을 크

게 3가지로 나 어 살펴본다. 첫째는 동기의 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12) 개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한 선택이나 노력 끈기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며, 

“내가 이것을 이루기를 정말로 원한다.”라는 언어  표 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13) H. Schunk. Dale & R. Pintrich. Paul &  L. Meece. Judith(신종호 역), 『학습동기(이론, 연구 그

리고 지원)』(서울: 학지사, 2013),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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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본  동기, 사회  동기, 목  지향  동기로 구분되는 설명이다. 둘

째, 심리학의 이론  배경으로 동기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간 행동

이 구체 으로 어떠한 심리학  메커니즘 속에서 유발되는지 구분하는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동기의 원천을 기 으로 인간 동기의 구체

인 요소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인간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다양

한 동기들이 복합 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먼 , 인간 동기의 상에 따른 구분은 기본  동기, 사회  동기, 목  

지향  동기로 나 어 설명된다. 기본  동기는 유기체로서 생물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나 유기체에 주어지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동기의 

형태로 나 어진다. 즉 인간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 생리  

욕구를 해결하기 해 화장실에 가는 것과 같은 인간의 생물 인 균형을 

유지하기 해 이루어지는 행동의 동기와 무언가 인간에게 궁 증을 유발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행동의 동기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  동기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되어진 동기를 의미

한다. 단순하게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한 행동의 동기에서 나아가 사회

에서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해 노력하고자 

하는 행동의 동기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목  지향  동기이다. 여기에

서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를 완성하고자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목  

지향 인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목  지향  동기는 인간이 자신의 자

아실  는 목 을 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것을 향해 행동하도록 만

드는 동기이다.14)

다음으로 심리학에서는 동기의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기 해 

몇 가지로 나 어 설명한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은 아래 <표-1>과 같다. 

14) 정원식, 앞의 책, pp. 24-25 참고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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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동기의 분류15)

<표-1>은 동기의 유형을 크게는 4가지로 나 고 있으며, 각각 다시 2

가지로 나 어 설명한다. 동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첫째로, 의식 인 의도와 

무의식 인 기능으로 나 었을 때, 의식 인 의도에서는 한 개인이 설정한 

뚜렷한 성취의 기 이 존재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해 이루어지는 동기를 

의미한다. 그 로 포부수 이론과 목표설정이론을 들고 있다. 이 두 이론 

모두 개인 스스로 설정한 목표나 기 을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의 동기를 논한다. 즉, 목표가 행동을 발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이론들

에 따르면 행 자는 목표가 생기면 긴장이 유발되고 행 자는 긴장을 감소

시키기 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동

의 방향과 행동의 에 지 모두 목표에서 비롯되며, 행동의 동기 한 여기

15) 김아 , 앞의 책, pp. 22-23 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 다.

구분 분류 이론(심리학)

1

의식 인 의도

(conscious intent)

 포부수 이론

 목표설정이론

무의식 인 기능

(unconscious function)
 정신분석이론

2

생물학  조 기능

(regulatory approach)

 조건반사이론

 추동감소이론

목 인 기능

(purposive approach)

 행동주의이론

 성격이론

 사회심리학 이론

3
내재  (intrinsic)  내재동기이론

외재  (extrinsic)  강화이론

4

근  동기

(proximal motives)
 상황특수 이론

원격 동기

(distal motives)
 일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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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16) 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기업

에 입사하기’ 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그 사람은 입사라는 목표 달성을 

해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고, 하나씩 달성해 가기 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

리고 목표 달성의 과정에 분명 그 사람의 행동의 에 지가 집 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해 행동의 에 지가 만들어 지는 것

을 통해 행동의 동기가 목표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무의식 인 기능에서는 한 개인의 성  욕구, 공격성과 같은 인간욕구

의 무의식 인 부분이 행동을 결정하는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 표 인 

이론으로 정신분석이론을 들고 있다. 로이드(S. Freud)는 인간의 생물학

 측면이 행동의 에 지나 동인(drive)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

서 동인의 원천(source)은 신체  결핍이다. 동인은 힘(impetus)과 신체  

결핍을 해소하려는 목 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신

체  결핍을 해소해  수 있는 상을 탐색하는 행동을 유발한다.17) 를 

들면, 배가 고 다는 동인이 발생하면, 신경계에 긴장을 유발하는 에 지가 

쌓이기 시작하며, 일정 수 을 넘어 섰을 때 불안이 발생하며, 이러한 불안

을 해소하기 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 를 하게 된다. 즉, 정신분석 이론

에서의 동인은 생물학  욕구로부터 나오며, 이는 곧 행동을 일으키는 원

인이 된다.

두 번째로, 동기를 생물학  조 기능과 목 인 기능으로 나 어 설

명한다. 다 (C. R. Darwin)의 진화론이나 블로 (I. P. Pavlov)의 반사

반응 연구와 같이 어떠한 구체 인 힘과 같은, 즉 자극을 통하여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을 동기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동

기가 욕망 혹은 오18)에 기 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

의 동기에 따른 행동은 생물학  구조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거나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본능은 행동을 발할 뿐만 아니라 행동의 방향, 행동

의 지속까지도 설명해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19) 다시 말하면, 인간의 

16) F. E. Robert(강갑원․김정희 역), 『인간의 동기』(서울: 시그마 스, 2009), p. 13.

17) 김언주․민 숙․심재 , 『인간동기의 이해와 용』(서울: 신정, 2010), p. 31.

18) 김아 , 앞의 책,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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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유발하거나 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유 으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

에 이미 유  인자 속에 타고난 행동 경향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 인 기능의 입장에서는 의지(will) 혹은 의지실천(volition)20)을 동

기라고 본다. 데카르트(R. Descartes)는 동기의 원천을 의지로 본다. 의지

를 이해할 수 있다면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의지는 마음의 힘

이며, 의지에 따라 행 를 할 것인지의 여부와 언제 어떤 행 를 할 것인

지가 결정된다.21)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

며,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행하는 것 자체가 동기로 작용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동기를 내재 인 것과 외재 인 것으로 나 어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개인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개인의 내부에서 발생하

는지 외부에 존재하는지를 구분한다. 주로 개인 내부의 흥미, 호기심, 생각

과 같은 것에서 동기를 찾는 것은 내재동기이론이며 상이나 벌과 같은 것

에서 동기를 찾는 것은 외재동기이론을 의미한다. 물론, 인간 행동에 미치

는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를 

들어, 어떠한 행동을 하 을 때 주어질 것으로 상되는 보상으로 인해 개

인 내부에 흥미와 즐거움이 생겼을 경우, 이 행동이 내재  동기에 의한 

것인지, 외재  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명쾌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행동을 이끄는 최 의 동기가 인간 내부에서 발생하 는지, 외부에서 발생

하 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를 구분하는 것은 가

능하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 행동을 이끄는 동기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상황특수 이론과 일반 이론으로 나뉜다. 상황특수 이론이

란 개인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는지에 따라 동기와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를 

19) F. E. Robert(강갑원․김정희 역), 앞의 책, p. 22.

20) 의지(will)는 개인의 바람, 요구, 는 목 을 반 하는 것이고, 의지실천(volition)은 의지를 실천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H. Schunk. Dale & R. Pintrich. Paul &  L. Meece. Judith(신종호 

역), 앞의 책, p. 47.

21) 김언주․민 숙․심재 , 앞의 책,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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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일반 이론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과 계없이 비교  안정 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특정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동기와 다양한 상황에서도 비교  유사하게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구분됨을 의미한다. 비교를 해 사활동을 하는 두 사람의 를 들어보

자. 한 사람은 개인 인 상황이나 여건(이는 경제 , 시간  여건 등 다양

한 변수가 될 수 있다.)에 따라 사활동에 참가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

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개인의 여건과 무 하게 계획된 사활동을 수행

해 낸다. 이 때, 동기의 유형상 자는 상황특수 이론에 따르는 경우라 볼 

수 있고, 후자는 일반 이론에 따르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앞선 논의들에서는 주로 심리학  에서 인간 동기를 정의 내렸다. 

그러나 의 이론들은 인간의 동기가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특히, 

외  사건, 욕구, 사고방식, 정서를 인간 동기의 요한 4  원천으로 본다. 

아래의 표는 인간 동기의 원천을 구분한 표이다.

<표-2> 인간 동기의 원천22)

외  

사건

환경  자극 인센티 , 결과

사회  맥락 풍토, 인간 계, 문화

욕구

생리  욕구 배고픔, 목마름, 성욕

심리  욕구 자기결정감, 유능감, 친 감

사회  욕구 성취욕구, 계욕구, 워욕구

사고방식

(인지)

불일치 목표, 계획

기  효능감 개인  통제신념, 학습된 무력감

귀인 내-외 귀인, 안정-불안정 귀인, 통제가능-불가능 귀인

자아도식 정체성 자아개념, 인지부조화, 정체성

정서

생물학  정서 두려움/분노, 싫어함/기쁨, 흥미/슬픔

인지  정서 정서지식, 정서평가

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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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동기의 원천은 첫째, 외  사건(external events)과 계된다. 외

 사건은 행동을 발생시키며, 행동에 향을 주는 요소로 환경  자극과 

사회  맥락의 측면에서 제시된다. 를 들어, 어떠한 행동에 보상이나 처

벌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보상에 응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피하는 방향으

로 행동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더 넓게는 인간 계에서 요구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행동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욕구(needs)는 삶, 성장, 안녕을 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

의 모든 조건을 가리킨다. 욕구는 생리 , 심리 , 사회  욕구로 나뉘는데,  

생리  욕구는 고통을 회피하거나, 갈증,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과 같이 유

기체 내부의 생물학  조건을 충족시키기 한 것이다. 심리  욕구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기결정성 욕구, 능력의 욕구와 같은 유기

체 욕구와 친애욕구, 성취욕구 등과 같이 욕구와 련된 인센티 가 있을 

때 정서와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개인의 사회화 역사로부터 획득된 심리  

조건이 있다.23) 셋째, 사고방식(thinking style)은 인지(cognition)와 같은 

개념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사고방식, 즉 개인이 생각하는 바인 

인지에 따라 동기가 결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고

방식의 목 에 따라 행동을 유발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넷째, 정

서(emotion)이다. 정서는 개인이 느끼는 감정(feeling)과 같은 것이다. 개인

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정의 행동이 유발되기도 하며, 부정의 

행동이 유발되기도 한다. 를 들면, 개인이 즐거운 감정을 느끼며, 기분이 

좋을 때 더욱 그 행동을 하고 싶어 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 것

도 하지 않게 되어 어떠한 행동도 유발되지 않는 경우들을 말할 수 있다. 

22) 김언주․민 숙․심재 , 앞의 책, p. 60.

23) 의 책,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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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간 행동에서 동기의 역할

인간의 삶에 해 이야기하거나 삶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행동

을 빼놓고 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 삶의 진행 속에는 언제나 행동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인간행동은 문화, 태도, 정서, 가치, 윤리, 유  등에 

향을 받은 인간에 의해 표출된 행 이고 그 행 는 본능, 욕구, 충동, 분

노, 기쁨, 망 등의 내  상태를 포함한다. 버거와 페데리코(R. L. Berger 

& R. C. Federico)는 인간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 ․신체  

특성과 같은 생물학  원인, 개인의 인지․심리․정서  원인, 정치․경

제․종교․교육 등과 같은 사회구조  원인, 그리고 오랫동안 축 된 가

치․생활양식과 같은 문화  원인을 제시하 다.24) 그들이 제시한 인간행

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행동에 향을 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은 다양하고, 복합 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행동

을 유발하는 요인을 단순화하여 한 가지로만 정의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동은 어떠한 하나의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나오는 것

도 아니며, 단순히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인간행동의 찰과 분석을 통해,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 즉 행동이 일어나

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행동을 유발

하는 원인이 그 행동의 방향, 지속성 등을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인간의 행동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만약 한 사람이 이른 아침

에 일어나 원래 계획했던 공부를 하지 않고,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해 

산책을 한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  원래의 계획 신 산책을 하게끔 만든 

조건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공부가 하기 싫어서 인가, 혹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씨가 화창해서 인가. 우리는 이 상황에서 행 자가 왜 공부 신 

산책을 선택했는지를 심사숙고하여 분석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요인이 복

합 으로 작용하 음을 알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 행동의 결정인자를 말할 때에 흔히 빈(K. Lewin)

24) 손병덕 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서울: 학지사, 2014),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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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한 B=f(P․E)라는 수식을 인용한다. “인간 행동(B)은 개인(P)과 환

경(E)의 함수이다.”라는 공식이다. 여기에서 P의 개인은 한 사람의 성격이

나 지 인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구체 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인간의 생물  구조와 심리  구조를 포 으로 타나내는 것이다. 그러므

로 앞서 제시한 행동 공식은 인간행동을 구체 으로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

기보다는 총제 인 요인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25)

이러한 행동 공식 아래에서 인간 행동을 더욱 구체 으로 설명하기 

한 P의 요소, 즉 개인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바로 동기

이다. 그것은 어떠한 것을 향한 목표가 될 수도 있으며, 무엇을 간 히 하

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다. 각각의 요소를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즉, 행동은 

동기에 의해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동기에 의해서 유발된 행동이란, 행동이 

유발된 강도(strength) 혹은 활성화된 수 이 높으며, 일정한 목표를 지향

하여 이 목표에 몰입한 수 이 높고, 외부환경의 요인들로 인해서 이 행동

을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꾸 하게 노력을 유지시키는 행동을 말한

다.26) 이러한 이유로 동기에 의해서 유발된 행동은 한 사람이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더욱 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만들며,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꾸 히 달려 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특정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뚜렷하고 의미 있게 형성되어 있다면,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건들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내하여 목표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데 큰 도움을 다. 

더 나아가 동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첫째로, 동기는 특정 목표

를 세워 두었을 때, 그것을 향해 가도록 하는 행동의 추진력을 제공한다. 

즉, 동기는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 이유

로 만족감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 로를 하며 진한다.27) 특정 

25) 정원식, 앞의 책, p. 40. 

26) 한덕웅, 『인간의 동기심리』(서울: 박 사, 2004), pp. 4-5. 

27) 김 권․박선 ․이 주, 『새로운 교육심리학』(서울: 태 출 사, 2014),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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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하기 해 끊임없이 반복하는 인간의 행동과 외부의 어려운 환

경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같은 힘을 만들어 낸다. 둘째로 

동기는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공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

할을 한다. 인간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요하게 여기고 행동해야하는지와 같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해 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동기

는 한 개인의 자아 형성과 신념 형성에 도움을 다. 를 들면, 도덕  동

기가 반복 이고 지속 으로 행동에 향을 주어 도덕  행동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한 개인의 도덕성이 자아 형성에 향을 주어 도덕  자아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도덕 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해 느끼고 생각해 으로써 한 개인의 신념에 도덕  삶이 자리 잡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책임의 의미와 역할

     1) 책임의 의미

우리는 도덕 으로,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기 한 삶의 주체로서 지녀

야 하는 덕목으로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를 들면, 책임 있는 시민, 책임 있는 사회, 우리 직무의 책임, 나의 삶에 

한 책임, 타인에 한 책임 등을 말할 수 있다.28) 책임에 한 개념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실제 인 삶을 이해하기 해서 매우 요한 치에 

놓여있다. 책임 개념은 우리 시 의 윤리 인 논의의 심에 놓여 있으며, 

28) R. H. Niebuhr(정진홍 역), The Responsible self,『책임  자아』(서울: 이화여자 학교 출 부, 

1983),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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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새로운 미래지향 인 윤리의 지도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29) 

‘책임’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해 우선, 책임의 어원에 해 살펴보고

자 한다. 우선, 국 고  한자어에서의 책임은 ‘책(責)’으로부터 발 하

는데, 이는 주로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책임이 있다, 

책임을 지다”의 ‘부책(負責)’ 혹은 ‘직책(職責)’과 같이 직무로부터 나오는 

것에서의 의미이다. 둘째, “질책하다, 탓하다”와 같은 ‘책문(責問)’ 혹은 ‘책

비(責備)’에서의 의미이다. 셋째, “꾸짖다, 규탄하다”라는 의미에서의 ‘견책

(譴責)’의 의미이며, 넷째, “처벌하다, 징벌하다”의 ‘책벌(責罰)’의 의미, 다

섯째, “요구하다, 독 하다”의 ‘색취(索取)’ 혹은 ‘책구(責求)’의 의미이다.30) 

이처럼 고  의미의 책임은 사람이 속해있는 환경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혹은 자신이 행한 행 의 결과에 해 생길 수 있는 것에 해 해야 

하는 임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권에서는 책임을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obligation’, ‘duty’ 등으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교차 으로 사용하고 있

다.31) 여기에서 주로 우리말에서 책임이라고 쓰는 단어는 ‘responsibility’와 

의미가 가까운데, 이는 라틴어 ‘respondeo’에서 온 단어이다. ‘respondeo’는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32) 이러한 의미에서의 책임은 자신의 행

에 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자 타인과의 계에서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서양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는 15세기 이후부터 여러 언어권에서, 

특히 정치나 법의 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 지만, 그 의미는 자유의 개

념과 더불어 윤리학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33) 책임이라는 말의 사

29) T. Rendtorff, “Vom ethischen Sinn der Verantwortung”, in: Hertz, A.(Hrsg.): Handbuch der 

Christlichen Ethik, Bd. 3, Freiburg i. Br., 1982, p. 117. 변순용,『삶의 실천윤리  물음들』(서울: 

울력, 2014), p. 16 재인용.

30) 谢军, 『责任论』, (上海人民出版社, 2007), p. 24, 郭金鸿, 『道德责任论』, (人民出版社, 2007), p. 

39. 김태훈, “‘책임’ 덕목에 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43호, 2014, p. 3 재인용.

31) 김태훈(2014), 앞의 , 제43호, 2014, p. 4.

32) F. C. Power, R. J. Nuzzi, D. Narvaez, D. K. Lapsley, and T. C. Hunt, Moral  Education: A 

Handbook, Vol. 2, Praeger Publishers, 2008, p. 384.  

33) 김양 ․노 란․변순용․임채 , “책임개념에 한 실천윤리  해명”,『범한철학』, 제39권, 2005,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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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자체가 원래 정치 역과 법의 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법의 

역에서 책임이라는 말은 죄(schuld)의 개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34) 여기에서 책임이 죄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의미는 한 개인이 

죄를 지음에 따른 법 인 책임을 의미한다. 즉 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지

른 행 자의 죄를 묻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이후 행

자의 죄를 묻는 것에 한 책임을 넘어서서 행 자가 자신의 행 에 해 

지녀야 하는 의무(duty)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어졌다. 이는 책임 개념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행 의 잘못된 결과에 한 책임의 의미

에 더하여 개인의 상황이나 역할에 주어지는 책임 개념이 등장했음을 보여

다. 

앞서 논의한 책임 개념은 의 윤리 인 담론들 속에서 특히 베버

(M. Weber), 바이셰델(W. Weischedel), 요나스(H. Jonas), 비나스(E. 

Lévinas), 렝크(H. Lenk)35)등에 의해 직 인 이론  상이 되었다.36)  

이들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하는 요소로 책임을 규정하고, ‘그 책임

을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지와 책임을 져야 하는 상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책임을 어디까지 확장시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해 주로 심을 

가졌다. 이러한 심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죄에 해 응당한 가로 생각

했던 법 인 책임을 넘어서서 일상 인 생활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처해진 

환경에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하는 하나의 덕이자 의무로 책임에 해 심

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어권에서 책임이란 말은 

체 으로 주어진 역할로부터 기 되는 이행의 의무와 련지어 사용되거나 

인간의 성품에 해서 말할 때 사용된다.37)

지 까지의 논의를 통해 ‘책임’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책임은 동양과 서

양을 막론하고, 그 의미가 단순하게 어떠한 죄에 한 가의 개념 혹은 

꾸짖음이나 처벌의 의미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에 와서는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능동성이 요구되는 개념으로 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책임

34) 김양 ․노 란․변순용․임채 , 앞의 , p. 295.

35) 이들이 제시한 책임의 의미와 유형에 한 자세한 논의는 Ⅱ-2-2)에서 다룬다.

36) 변순용(2007), 앞의 책, p. 21.

37) 김태훈(2014), 앞의 ,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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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떠한 행동의 결과에 수반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기에 앞

서 행 자의 주어진 역할에 부여된 의무를 뜻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책임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의무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는 것에

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책임과 의무가 의미상 첩되기는 하지만, 의무

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의 의사에 상 없이 제시되고 수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책임은 수용자의 자발 인 의지가 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

다38)는 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 개인의 성품에 책임

의 요소가 요구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책임에 해 죄

의 개념을 넘어서서 능동성이 수반된 것이어야 한다는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책임이 의미하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것에 한 보상 혹은 법

으로 받는 처벌뿐만 아니라 행 자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행한 행

동 모두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행 자에게 

죄에 한 가를 치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행 자가 자신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행동을 인지하고 행 의 동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2) 책임의 유형

앞에서는 책임의 의미를 단순하게 징벌이나 처벌의 개념을 넘어서서 

행 자의 주어진 역할에서 기 되는 의무, 더 나아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성품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하 다. 여기에서는 앞서 논의한 책임의 의미를 

바탕으로  윤리학에서 책임을 윤리와 연결하여 연구한 표 인 학자

들의 논의를 통해 책임의 의미와 유형에 해 더욱 자세하게 탐구하고자 

한다. 

기존 책임에 한 이론들은 략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행

38) 변순용․박문갑․강욱일, “ 등도덕교과서에 나타난 책임개념에 한 분석 연구”, 『 등도덕교

육』, 제24집, 2007,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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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론, 사회  책임론, 그리고 화  유형이다.39) 첫째, 행 자 이론은 

구체 으로 그 행 를 한 사람을 통해 책임의 개념을 묻는 것이다. 이는 

책임에 한 가장 기본 이고 직 인 개념으로, ‘스스로의 행동에 해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 사회  책임론은 책임의 근

거를 행 자와 행 간의 인과  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행 자가 사회

에 속한 역할 내지 사회  치와 계하여 근거를 찾는 것이다. 를 들

면, 한 기업의 사장은 그가 직  수행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자신이 가

진 직책에 따르는 책임에 의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에 한 도

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  유형은 타자와의 계 

내지 만남이라는 상황 안에서 책임에 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즉, 행 자

인 내가 타자의 요구나 응답에 어떻게 응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책

임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행 자 심 이론이 행 자와 

행 에서의 인과 계에 따른 책임을 시하고, 사회  책임론은 사회  

치 내지 역할에서의 사회  실천에 따른 책임을 시했다면, 화  유

형은 나와 타자와의 만남에 을 두고 책임에 해 논의하는 것이라 하

겠다. 

유럽철학에서 책임에 한 논의를 으로 다룬 학자들은 베버, 바

이셰델, 요나스, 비나스, 렝크 등이 있다. 각자 책임의 의미와 유형에 

해 언 하며, 윤리에서 책임의 요성에 해 논의하고 있다. 먼 , 베버는 

책임을 정의함에 있어서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와 의향윤리

(Gesinnungsethik)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가 제시한 책임윤리의 핵심은 

행 자가 윤리 인 기  외에도 자기 행 의 결과나 행 가 의도한 목표의 

성취 여부에 한 망을 고려하여 행 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40) 뮐

러(C. Müller)는 베버는 의향윤리와 책임윤리를 아래 <표-3>과 같이 비교

하여 설명한다. 

39) W. Schweiker(문시  역), Responsibility and Christian Ethics,『책임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한기독교서회, 2000), p. 73.

40) 변순용(2014), 앞의 책,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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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베버의 의향윤리와 책임윤리의 비교41)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베버는 의향윤리와의 비교를 통해 책임윤리의 

개념을 보여 다. 이때 의향윤리가 인 요청을 제기하며 결과에 해

서는 심을 기울이지 않는 의무론  성격을 가지는 반면, 책임윤리는 행

의 목 을 측 가능한 결과에 의해 조정하는 목 론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베버의 책임윤리는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들이 실에 기반하여, 행

의 결과에 한 고려를 통해 드러나는 윤리를 지향한다. 이러한 베버의 

책임윤리는 행 의 결과를 시하고 성공의 가치를 우선 둔다는 측면에 있

어서 정치 역에서 용될 수 있는 책임개념으로 여겨졌다.

41) C. Müller, “Verantwrtungsethik”, in: Pieper, A.(Hrsg): Geschichte der neueren Ethik 2, 

Tübingen, 1992, p. 113. 변순용(2014), 앞의 책, p. 18 재인용.

구분 의향윤리 책임윤리

상 성인(聖人)을 한 윤리 일반인을 한 윤리

행 의 목 과

결과의 계

인 요청을 제기하며 

결과에 해서는 묻지 않음

행 의 목 을 그것의 측 

가능한 결과에 의해 조정함

“악에 항하지 말라.”

“악에 강하게 맞서라. 그

지 않으면 는 악의 창궐

에 책임을 져야 한다.”

행 의 목 의향의 가치 성공의 가치

태도 흑백 논리  태도를 지향 흑백 논리  태도를 지양

작용
죄에 하여 과거지향 인 

도덕  단
미래에 한 책임

결과와 의도의 계
행 의 결과에 한 책임을 

제기하지 않음

행 의 결과에 비해 의도의 

비 이 낮음

의미 역 사 인 역 정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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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바이셰델은 책임의 상을 분석함으로써 책임의 본질을 규명

한다. 그는 다양한 책임의 종류 에서 사회  책임, 종교  책임 그리고 

자기 책임을 책임의 근본 유형이라고 부른다.42) 바이셰델은 “책임자는 자

기 자신에게 되돌아가서 답 속에 자기를 다시 불러내어, 끝까지 자기의 

명백함으로 유지함으로서 물음으로부터 완 히 벗어난다”고 말한다. 한 

책임은 들을 비와 능력이 함께 요청된다고 한다. 책임에 한 물음이나 

책임에 한 요청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책임에 무감각해질 것이라 한

다. 따라서 바이셰델이 정의하는 책임은 묻는자, 답하는 자, 단하는 자

로 구성된다.43) 바이셰델이 이야기 하는 책임의 유형은 아래의 <표-4>에

서 이해 할 수 있다.

<표-4> 바이셰델의 책임의 유형46)과 구조47)

42) 변순용, “Wilhelm Weischedel의 책임론 연구”, 『윤리연구』, 제50호, 2002, p. 45. 

43) 의 , pp. 46-47.

44) 개개인이 갖는 책임과 공동체 자체가 갖는 책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5) 종교  책임을 신학 인 에서가 아니라 인간학 인 에서 분석한다.

46) 바이셰델이 책임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 그 구분의 기 은 책임의 심 (Wovor)에 의한 구분이

다. 심 (Instanz)이란 인간에게 요청하는 것, 책임에 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인간과 화

 상황에 설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변순용(2002), 앞의 , p. 49.

47) 변순용(2002), 앞의 , pp. 49-59를 참고하여 표로 정리하 다.

구분 의미

사회  

책임

○ 책임이 발생하는 공동체에 의해 규정 지워 짐

○ 개개인에게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나 민족, 즉 공동체에     

    의해 규정 지워 짐44)

○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 존재하는 것에 한 책임

○ 같이 있음(공동체)의 형태가 제기하는 요청에 한 책임

종교  

책임

○ 신(神)에 한 책임45)

○ 신과 인간 사이에 인격  계 내지 교제가 있다는 것에 근거

○ 정 인 답들 속에서 신의 요청에 한 일치를 실  시키는 것

자기 

책임

○ 성공과 실패에 한 고려 없이 책임의 실 으로서의 자기와의 자문

○ 책임지는 자는 모범을 기 으로 하여 가능성을 고려하며, 모범에   

   하여 제시된,  자신에 의해 선택된 가능성의 실 이 바로 자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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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셰델이 제안한 책임의 본질 3가지인 사회  책임, 종교  책임, 그

리고 자기 책임은 책임이 지워지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결국 사회  책임, 종교  책임이 자기 책임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바이셰델은 사회  책임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개개인의 책

임과 공동체의 책임을 굳이 나 어 보지 않는데, 이는 개개인이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스스로 

책임의 주체가 되는 자기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종교  책임 역

시 신에 한 책임을 의미하지만, 단순하게 신학 인 에서의 종교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인간 인 에서 분석된 종교  책임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바이셰델은 책임의 출발이 그 책임의 주체인 나에

게 주어져 있음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책임이 요구되는 치 

내지 역할을 사회, 종교, 개인이라는 요소로 나 어 설명함으로써 더욱 명

확하게 책임의 의미를 구분하 다고 단된다. 

요나스는『책임의 원칙』에서 책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 어 설명한

다. 첫째는 인과  책임소재로서의 책임, 즉 인간이 이미 행 한 원인과 결

과로 보는 책임의 의미이다. 둘째, 인간이 지속 으로 행  해야 할 것에 

한 책임이다. 이는 책임이라는 것이 이미 실행한 행 의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서 미래의 행 까지 견하는 의무로서의 책임을 의미한다.48) 이처

럼 요나스는 책임을 정의함에 있어서 이미 행 자가 행  한 것에 한 책

임과 행  해야 할 것에 한 책임으로 나 어 설명하 다. 한 이를 바

탕으로 책임의 부류를 아래 <표-5>와 같이 구분한다. 

48) 양해림,『(한스 요나스의) 생태학  사유 읽기 : 책임의 원칙 독해』( : 충남 학교출 문화원,  

2013),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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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요나스의 책임의 부류50)

요나스는 와 같이 책임의 부류를 나 면서, 인간 존재는 책임 능력

을 갖는다고 생각했으며, 인간의 책임 능력은 선 자체라고 정의하 다. 따

라서 책임감은 객  선 는 이성에 의해 객  선으로 입증된 것, 즉 

‘이성에 의해 통찰된 상’과 의지를 매개한다. 다시 말하면 책임감은 객

 선에 한 이성의 통찰에 동의하여 의지를 움직이는 감정이다.51) 따라

서 요나스가 제시한 책임은 객  선을 담보하고 있으며 이성에 근거하여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인 인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49) 이는 비호혜  계를 의미한다.

50) 양해림, 앞의 책, pp. 53-55를 참고하여 표로 정리하 다.

51) 김종국, 『책임인가 자율인가?』( 주: 한국학술정보(주), 2008), p. 57.

구분 의미

1
상호간의 책임

○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형제의 보호자가 되는    

   경우의 상호 책임

일방적 책임49) ○ 부모와 자식 사이와 같은 일방 이고 지속 인 책임

2
자연적 책임

○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취소

   할 수도 기할 수도 없는 책임

계약에 의한 책임 ○ 탁을 주고 받음으로서 생기는 책임

3

스스로 선택한 책임
○ 먼  선택한 후에 택한 책임 때문에 주어지는 

   것, 책임을 완수하는데 필요

선택하지 않은 책임
○ ‘-에 한’, ‘-을 한’과 같은 권력의 목 으로 

   쓰이는 책임

4

특수한 책임
○ 개인의 특정부분과 특정시기에 한정( ) 선장의 

   책임, 의자의 진료행 와 같은 환자에 한 책임

총체적 책임
○ 행 를 한 이후에 무엇이 일어날 것이며, 어디로 

   이르게 될 것인가 등을 묻는 역사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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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책임에 해 조  더 극 으로 정의한 사람은 비나스이

다. 그는 인간 인 것을 나의 밖에서, 존재의 편에서, 타자의 세계에서 

찾고자 하 다. 비나스가 주장하는 책임이란 타인에 한 나의 책임으로 

표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의식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표정

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책임은 나의 능동 인 결정에 의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자를 수용함으로서, 즉 타자로부터 생

겨나는 것이다.52) 이런 에서 비나스는 책임을 단순히 나의 능동 인 

결정이라거나 자유의지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이 아니라 철 히 타자와의 

계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개념으로 이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비나스가 개인의 능동성이나 자유의지를 부정하

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 다만, 책임이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인’ 개

인 선택의 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계 속에서 책임을 부여받

은 개인은 무조건 이고 으로 그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강조한 것이다. 

비나스는 자신이 말하는 ‘윤리학’이라는 것은 ‘책임 윤리학’이라고 주

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책임의 개념은 ‘타율성’에서 출발한다. 나의 자유, 

나의 자발성과 나의 자율  주도권에서 나온 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부름에 

직면해서, 그 부름에 응답해서 수동 으로 그 앞에 내가 세워짐으로 인해

서 생긴 책임이다. 한 단순하게 고통 받는 사람들에 한 공감, 타인에 

한 희생정신과 같은 것 등이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책

임의 근거가 된다면, 특별하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나스는 책임이라는 것은 몇몇의 

특별한 사람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이게, 주체를 주체이게 하는 

조건이며, 나의 자유 그 이 에 이미 주어진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비

나스가 말하는 나의 책임은 타인으로부터, 즉 2인칭으로부터 온 책임, 그리

고 ‘타인에 의해 일깨움을 받은 책임’이다. 다시 말하면, 타인에 의해 창조

된 책임을 ‘타인에 의한, 타인에 한 책임’이라 이름 짓는다.53) 

52) 김양 ․노 란․변순용․임채 , 앞의 , p.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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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나스의 윤리는 책임  존재로 지정받은 ‘나’라는 자신이 타

자를 ‘ 한’ 책임  존재로 세워지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 속

(la substitution)’이다. 속은 문자 그 로 ‘자리 바꿔 세움 받음’ 이다. 다

시 말하면, 속은 나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나의 의지, 의식이 발휘되

기 에 이미 타자에 의해, 타자를 한 책임 인 존재로 세움 받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비나스의 속에 한 정의를 통해 한 사람의 책임은 

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타자에 의한 것임을, 타자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미 타자성에 의해 나는 책임  존재로 선택을 받

은 것이다. 이는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다른 어떤 타인이 나

를 신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미 타인의 자리

에, 타인에 해서, 타인을 신해 책임지도록 세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

다.54) 이처럼 비나스의 책임에 한 정의는 한 사람이 직  능동 으로 

선택하고 행  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에 근거한 책임에서 더 나아가 타자

성에 기반을 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렝크의 책임에 한 정의이다. 렝크는 책임의 네 가지 차

원을 구분하는데, 행 (결과) 책임, 역할 내지 과제 책임, (보편 인) 도덕

 책임, 그리고 법  책임55)이 그것이다.56) 각 책임에 한 설명과 련 

그림은 아래와 같다.57)

53) 강 안, 『타인의 얼굴- 비나스의 철학』(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pp. 184-185.

54) 의 책, pp. 186-187.

55) 렝크가 법  책임에 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법 인 책임에 한 설

명은 다루지 않는다. 변순용(2007), 앞의 책, p. 29 참고.

56) H. Lenk., “Uber Verantwortungsbegriffr in der Technik”, in: H. Lenk. und G. Rophol(Hrsg): 

Technik und Ethik, Stuttgart, 1987A, p. 116-125., H. Lenk., Zwischen Wissenschaft und Ethik, 

Frankfurt a. M, 1992, p. 27, 변순용(2007), 앞의 책, p. 29 재인용.

57) 변순용(2007), 앞의 책, pp.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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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행 (결과)에 한 책임

[그림-2] 역할 내지 과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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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보편 인 도덕  책임

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렝크는 책임의 의미를 더욱 깊고 풍

부하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행 (결과)책임은 인간의 행 와 직 으

로 련된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행 에 한 극 ㆍ소극 인 인과  

행 에 한 책임, 장기 인 행  성향에 한 책임58) 그리고 제도  행

에 한 책임과 련이 있다. 둘째로, 역할 내지 과제 책임은 인간이 행동

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의 내용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 혹은 과제를 

어떻게 해내느냐와 련된다. 즉, 구체 인 과제 안에서 책임의 내용을 어

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역할 안에서 책임의 소재 내지 책임의 내

용을 이해하는가와 련된 것이다. 셋째로, 보편 인 도덕  책임에서는 다

른 생명체에 한 책임과 자기 자신에 한 책임을 포함하여 직 인 도

58) 렝크는 자녀에 한 부모의 책임을 로 들어 설명한다. 부모는 자녀의 개별 인 행동에 해서

뿐만 아니라 자녀의 모든 상태에 한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변순용(2007), 앞의 책, p. 

31.

보편 인 도덕  책임

련된 행 에 

하여 상황에 

의해 야기되는 

직 인 도덕  

행 책임

행 와 무작 의 

결과(궁극 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수  결과)에 

한 간 인 

도덕  행 책임

자기책임

계약  내지 

공식  

의무에 한 

고차 인

(개별 인) 

책임

제도 내지 

법인의 

도덕  책임

도덕 인 사후 리 내지 

사 방책임

조직 등의 윤리강령을 수해야 

하는 개인의 책임

도덕 인 공동책임

( 향력에 따른 집단 책임)

공공의 안 , 건강, 복지에 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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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행  책임, 간 인 도덕  행  책임, 공식  의무에 한 고차 인 

책임, 제도 내지 법인의 도덕  책임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3) 인간 행동에서 책임의 역할

앞서 Ⅱ-1-3)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나

며, 복합 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간 행동의 동기를 한 가지로만 정의하

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은 인간 행동에는 반드시 동기

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동기는 생리  동기와 같이 상황에 

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행 자의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기도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많은 행동들이 

사회와 역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책임은 인간 

행동의 동기 요인 에서 요한 하나의 요소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책임은 인간 행 의 의도와 결과에 더욱 하게 연 되어 나타날 

수 있는 요인 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행 에 책임이 수반되

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동기나 드러나는 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렝크는 책임개념의 요인을 6가지 요인으로 나 어 인간 행 와 련하

여 설명한다. 인간 행 와 련하여 렝크가 정의한 책임 개념의 6가지 요

인59)은 아래와 같다.

(1) 주체: 가

(2) 상: 무엇에 해, 즉 행 , 행 의 결과, 상태, 과제 등

(3) 계자: 구에 해

(4) (제재나 통제의) 심 : 무엇에 근거하여

(5) (규정 , 규범 인) 기 : 무엇과 련하여

(6) 역: 책임 역이나 행 역 내에서

59) 변순용(2007), 앞의 책,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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렝크가 제시한 6가지 요인을 보면 책임을 제공하고 있는 나와 책임을 

받는 타인, 그리고 어떠한 것에 해 책임을 물을 것인가의 기 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평가 하거나 이해함에 있어서, 이를 행  자체

에 둘 것인지, 행 의 결과에 둘 것인지, 행 자에게 주어진 역할 내지 과

제에 둘 것인지와 련하여 단한다는 것이다. 한 어떠한 기 에 근거

하여, 즉 책임에 따른 행 가 무엇에 근거하 는지, 그 행 의 동기는 무엇

이었는지를 책임아래에서 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렝크의 6가지 요인에 

근거하 을 때, 한 행 자의 책임의 역 안에서 행동을 분석해 내는 작업

은 면 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반 로 행 자가 책임이 수반되는 

행 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 못했을 경우, 책임감 있게 행  했

어야 함을 인식시키고 그 행 자의 행동에 해 수정할 때에도 의 6가지 

요인이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책임은 항상 그것이 직 이든 간 이든 인간

의 행 와 련되어 있다. 인간 행 의 에서 책임과정의 네 가지 단계

는 아래 <표-6>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표-6> 행 의 에서 책임과정의 네 가지 단계60) 

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간이 어떠한 행 를 함에 있어 책임

과정은 동기 책임, 의지 책임, 실행 책임, 결과 책임으로 나 어 설명 할 

60) 변순용(2007), 앞의 책, pp. 33-34.

구분 의미

동기(부여)책임

○ 어떤 동기가 한 행 의 의지 결정에 요한 역할을 했는가,  

   동기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놓여있음

의지 책임
○ 의지의 결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의지가 결정되고,  

    동기와 의지 사이에 어떤 계가 있는가 하는 것

실행 책임
○ 행 는 그 행 에 한 의지와 그 의지를 실 시킬 수 있는  

   힘으로 실

결과 책임
○ 의도 이고 측 가능한 결과와 비의도 이고, 측 불가능한  

   결과에 따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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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책임을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 의 결과에만 결부시

켜 이해하는 에서 나아가 인간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 속에

서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개념임을 보여 다. 즉, 내가 어떠한 동기로 

그 행 를 하 는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그 행 를 하 는가, 그것을 실

행함에 따르는 책임이 무엇인가, 그 행 의 결과에 따르는 책임이 무엇인

가를 나 어 생각해 으로써 인간 행 의 복잡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러한 행 의 에 따른 책임과정의 단계에 따르면, 비록 행

의 결과가 정 으로 드러났을지라도 그 동기나 의지가 선하지 못하

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이 다르게 제기될 수도 있으며, 해야만 하는 행 를 

하지 않은 것에 한( 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 를 한 것에 한) 책임 

한 물을 수 있게 된다.

인간의 행동  특히 도덕과 계된 행동은 일상 으로 하는 행동에 

비해 많은 노력과 의지, 그리고 계획된 실행을 요구한다. 즉, 도덕  행동

은 단순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고 서 밥을 먹고, 휴식을 해 잠을 자

는 행  등과는 다른 차원의 행 라는 것이다. 특히 도덕  행동에 있어서 

책임이 수반되는 행동은 의 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첫째로, 그 책임의 

의도나 근거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는가를 고려하도록 하며, 그것은 곧 책임

이 동기부여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둘째로, 의지 책

임으로서 작용하게 되면 다양한 행 들 에서 하나의 행 를 선택하고 그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로, 실행 책임이 되면 

말 그 로 행 자가 행  하고자 하는 로 실천에 옮기게 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책임 하에서는 그것이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리고 그것이 내가 측했건 그 지 못했건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 한 책

임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함을 말해 다.

인간 행동에 한 책임의 역할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책임의 유형

에서 언 했던 요나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책임은 인간 행동에 있어서 

재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 한 책임을 넘어서서, 즉 인간이 이미 행 한 

원인과 결과로 보는 책임에 한 행 를 넘어서서 앞으로 지속 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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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에 한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미래세 에 

한 책임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비나스의 타자윤리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에 한 책임을 넘어서 타인에게까지 책임의 범 를 확장시

킬 것을 요구한다는 을 확인하 다. 이는 내가 타자를 수용함으로써 타

자로부터 생겨나는 책임으로, 인간은 구나 타자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타인을 한 책임 인 존재로 세워져야만 하며, 그 게 행동

할 수 있음을 알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책임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인간 행동의 과정을 분석하기 한 도구로 활

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이 인간 행동의 동기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확인 가능하다. 인간의 

행동을 책임의 역에서 분석하는 것은 가, 무엇에 해, 구와 련되

어, 어떠한 에 근거하여 그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을 의미한다. 한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책임의 부여 기 에 

따라 책임의 역할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인간 행동의 동기나 의지에 

향을 주는 책임일 경우, 인간 행동을 더욱 분명하고도 즉각 으로 드러

나게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것이며 책임이 수반된 동기나 의지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향하려 한다면 그것이 옳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책임 개념을 통해 인간 행동이 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 행동에

서 책임이 행 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행동을 분석하는 뿐만 아니

라 미래를 해 지속 으로 수행 가능한 행동을 보장한다는 을 의미한

다. 즉, 우리의 행동은 단순히 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세 에 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들에 한 책임이 함께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세 에 한 책임 개념 아래에

서 자신에 한 책임과 더불어 타인에 한 책임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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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덕  동기화의 특성과 역할

이 장에서는 Ⅱ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  동기화의 특성과 역할에 

해 논의한다. 논의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도덕

 동기화의 의미와 그 유형들에 해 다룬다. 도덕  행동에 있어서 도덕

 동기화의 의미는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도덕  동기화가 

이루어졌을 때와 결핍되었을 때 나타나는 도덕  동기화의 유형들을 함께 

검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도덕  동기화를 도덕 심리학  에서는 

그 동안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에 해 살펴본다. 도덕 심리학의 표  이

론이자 이라 할 수 있는 인지 , 정서 , 통합  을 으로 검토

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논의들을 통해, 도덕  동기화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1. 도덕  동기화의 의미와 유형

     1) 도덕  동기화의 의미

인간은 늘 행동하는 존재이다. 그것이 의식 이건, 무의식 이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공부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인간의 행

동이 모두 도덕과 연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도덕과 무 한 행동들( 를 들어 생리  욕구에 의한 행동이라든

가 호흡과 같은 신체 유지를 한 활동)이 있을 뿐 아니라, 도덕과 연 된 

행동들 역시도 그것이 도덕 인 행동이 되기 해서는 다른 행동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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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자의 노력이나 의지가 더욱 많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인간의 다양한 행동 에서 도덕 으로 행동하는 것은 복잡한 요인들

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 다면 도덕  행동과 

그 지 못한 행동 사이에는 어떤 구분이 있으며, 도덕  행동을 한 동기

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한 답을 찾기 해 그동안 

많은 학자들은 도덕  행동을 한 도덕  동기화(moral motivation)의 요

소들에 해 심을 가져왔다. 

먼 , 도덕  동기화에 해 정의하기 에 도덕  동기(moral motive)

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덕  동기는 도덕  행동을 하게 만든 이유이

자 근거이다. 즉, 도덕  동기는 왜 우리가 도덕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리고 해야 했는지 등에 한 답을 제공해 으로써 인간의 도덕  행동

을 분석할 수 있게 해 다. 이 때, 도덕  동기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도덕  동기를 ‘동기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동기주의는 도덕  선․악의 단을 오로지 행 자가 책임질 수 있는 

역, 다시 말해 행 자의 의지와 련해서만 내려질 수 있는 것이라 보는 

입장이다. 를 들어 칸트의 선의지, 의무감,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 등

을 들 수 있다.61) 동기주의는 도덕  행 를 이끌어 내는 동기가 도덕 으

로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는 ‘결과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결과주의에서는 행 의 도덕

 가치를 거기에 뒤따르는 결과들의 총체  가치로 계산한다. 따라서 행

들은 오직 그 결과에 의해서만 옳고 그름을 단할 수 있다.62) 이러한 

이유에서 결과주의 입장에서는 행 자가 자기 이익이나 보상, 처벌과 같은 

외 인 요소에 의해 도덕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결과가 바람

직하게 나타났다면 이를 도덕 으로 옳다고 단한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도덕  동기는 개인이 도덕  행동을 하기 한 다양한 동기를 말하되, 

‘동기주의’에서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도덕  동기와 ‘결과주의’에서와 같은 

61) 박찬구, 『우리들의 윤리학』(서울: 서 사, 2006), p. 120.

62) 의 책, p. 87.



- 43 -

복합  요소로서의 도덕  동기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도덕  동기화는 이러한 다양한 도덕  동기의 요소들이 작용하

여 구체 으로 도덕  행동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뜻한다. 즉, 인간이 도덕

으로 행동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 자체는 도덕  동기이며, 도덕  동

기들 가운데 하나 혹은 그 이상이 개인의 내면에서 복합 으로 작용하여 

행동으로 드러나게끔 유발하는 것이 도덕  동기화이다. 

(T. E. Wren)은 “도덕  동기는 도덕  단에서 도덕  행동으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을 한 필수 조건인 반면 도덕  동기화는 도덕  

단이 발생하는 평가  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63)라고 주장한다. 

한, 도덕  동기는 도덕 단을 통해 도덕  행동으로 나아갈 때 비교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지 인 특질’들과 계된 것이며, 도덕  동기화는 

그러한 도덕  동기 안에서 ‘도덕  을 취하는 특질’들과 계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즉, 이 주장하는 도덕  동기는 하나의 도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덕  동기의 요인들을 의미하며, 도덕  동기화

는 한 사람이 행  함에 있어서 도덕  선택을 한 정당화로 그러한 동기

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 는 신념의 범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

 동기화는 도덕 으로 모호한 상황을 해석하고 사회  행동을 안내하는 

인지 ․의식  단뿐만 아니라 감정이 포함된 함축 ․무의식  도식 내

지 습 을 포함한다.64) 그러므로, 도덕  행동이 나오게 된 원인을 분석함

에 있어서 행동을 이끄는 요인들을 도덕  동기라고 한다면, 동기가 한 행

자의 내면으로 들어와 작용하여 행 를 이끌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도

덕  동기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도덕  동기화는 행

자가 선택 가능한 여러 도덕  동기 에서 왜 그러한 동기를 선택하고 실

행에 옮겼는지를 확인 가능하게 해 주는 과정이다. 한 도덕  동기화 과

정에는 행 자의 능동 인 선택과 정당화의 과정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동

63) T. E. Wren, Caring about morality: Philosophical perspectives in mor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1991, p. 10. 

64) A. Colby, “Moral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identity”, Human development, Vol. 45, 2002,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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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의에서 말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도덕  동기가 행 자의 행동에 

한 정당화와 신념형성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도덕  행동을 이끌어 내는 

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2) 도덕  동기화의 유형

하나의 행동은 여러 가지 동기화의 양상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인

버그(F. Rheinberg)는 사람들의 도덕 (moral) 혹은 비도덕 (immoral) 행

동을 동기화를 통해서 설명한다. 그가 제시한 ‘동기화와 동기화가 결핍된 

유형에 한 정의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 다. 첫째, 도덕  

혹은 비도덕  행동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한 복합  과정을 통해 나타난

다. 이는 도덕  동기화를 인간 내․외면의 단일( 는 소수의)요소로 확정

지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도덕  동기화가 결핍된 사람은 도덕  행

동으로 연결되지 못함을 보여 다. 인버그가 주장한 도덕  동기화의 결

핍은 인간 의식상의 다양한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유형 한 상

이하게 드러난다. 셋째, 도식을 읽으며 주의할 으로 개인 내부에 있어서 

동기화나 동기화의 결핍이 반드시 인버그가 제시한 흐름도와 같이 연속

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인간 의식의 자발성과 비연

속성을 의미한다. 임의 인 질문으로 출발하는 이 흐름도는 4가지 형태의 

동기화와 4가지 형태의 동기화 결핍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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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동기화와 동기화 결핍의 유형을 정의하기 한 질문과 답의 과정65)

(Question and answer sequence to define forms of motivation and motivational deficits)

의 질문과 그 답의 과정을 통해서 도덕  행동의 동기화 유형을 다

음과 같은 형태로 나  수 있다.

65) R. Vollmeyer, K. Jenderek & T. Tozman, “How different motivational aspects can affect 

moral behavior”, In K. Heinrichs, F. Oser  and  T. Lovat(Eds.), handbook of moral motivation, 

(Sense Publisher, 2013) p. 145.

질문들 동기화의 유형들 동기화 결핍

예

아니오

활동은 그 자체로 
재미있는가?

자발  활동

그 활동은 타인에 의해 
처벌받거나 기 되는가?

아니오

예 외  통제 활동

그 활동은 어떠한 
결과를 유발하는가?

아니오

완성 동기화 결핍

보상  결과가 있는가?

예

보상 결핍

그 활동이 결과에 
향을 미치는가?

예

효능감 결핍

그 활동이 유해하거나 
포기해야만하는 것인가?

예

내가 충분한 자기- 규제 
능력이 있는가?

예

자기-규제 활동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의지의 부족아니오

자기-통제 활동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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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도덕  행동의 동기화 유형66)

의 분류에서 보듯, 도덕  동기화는 첫째, 행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정 인 감정들과 계되어 내재 으로 동기화(intrinsically motivated) 

되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사활동을 하면서 타인을 돕는 행 가 즐

거운 것임을 느낀 사람이 다음에도 지속 으로 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내재  동기화의 유형이다. 첫 번째 유형의 도덕  동기화는 행 자

의 도덕  행동에 즐거움이나 유쾌함과 같은 정 인 정서가 자연스럽게 

동반되어, 도덕  행동이 행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외  통제 활동은 자발  활동과는 반 로 내면의 즐

거움이 아닌, 외부에서 주어지는 제재나 보상 등으로 인해 도덕 으로 동

66) R. Vollmeyer, K. Jenderek & T. Tozman, op. cit., pp. 143-148.

자발  활동

(self-initiated activity)

정  정서(positive emotion)와 련

즐거움, 유쾌함 등과 계되어 내재 으로 

동기화(intrinsically motivated) 되는 것

외  통제 활동

(externally controlled 

activity)

처벌,

타인에 한 기 ,

도덕  표 (moral standard),

보상(reward) 등과 련하여 나타나는 것

자기-규제 활동

(self-regulated activity)

즐거움과 같은 것은 동반되지 않지만 정

인 보상이 기 되기 때문에 자발 으로 

행동하는 것

자기-통제 활동

(self-controlled activity)

자기-규제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 실

천에 있어서 의식 으로 반 하여 행하는 

것. 어떠한 가 없이 좋음(good)과 나쁨

(bad)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다면, 즉 

도덕  이해가 형성되어 개인의 자아에 통

합되어 있다면 보상과 계없이 자발 으로 

의식 으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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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 되는 것이다. 를 들어, 사활동 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입시에

서 불리한 수를 받기 때문에 사활동을 하는 경우나, 칭찬 스티커를 받

기 해 친구를 돕는 행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두 번째 도덕  동기

화의 경우에는 도덕  행동을 수행하기 한 근거가 개인의 외부에 있다는 

에서 수동 인 도덕  동기화라 볼 수 있다. 셋째, 도덕  동기화에 있어

서 자기-규제 활동은 즐거움과 같은 즉각 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장기 인 에서 정 인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 기 되기 때문에 자발

으로 도덕 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

다.’는 속담처럼 개인이 즉각 인 외  보상과 무 하게 도덕 인 행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내  기제가 된다. 따라서 지  당장은 큰 혜

택이나 이득이 없을지라도 장기 으로 보았을 때, 도덕 으로 행동하는 것

이 더욱 유익한 삶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자

기-규제 활동은 개인의 의지가 개입하여 도덕  행동을 이끌었다는 에

서 도덕  동기화의 수동  측면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근거가 

여 히 ‘유익함’이나 ‘ 정  보상’에 있다는 에서 부분 인 한계를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통제 활동은 우리가 도덕 으로 좋음과 

나쁨에 한 도덕  이해가 선행되어 그것이 나의 자아와 일치하는 경우라

면, 즉 도덕  자아가 형성되어 있다면 어떠한 외부의 보상 내지 처벌과 

계없이 자발 으로 행동이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한 사람이 ‘나

는 도덕 인 사람이다.’라는 도덕  자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외

 보상이나 제재와 무 하게(그리고 그것은 장기  에서의 보상이나 

제재도 필요하지 않다.) 오로지 그것이 옳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자기-

통제  도덕  동기화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도덕  동기와 도덕  동기화, 그리고 이를 통한 도덕  

행동으로의 연결은 아래 그림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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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도덕  동기와 동기화, 그리고 도덕  행동의 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덕  동기는 동기주의와 결과주의 차원에서 

나 어 볼 수 있으며, 도덕  동기화는 이러한 도덕  동기가 한 개인의 

내면에 작용할 때 어떤 요인들에 의해 추진력을 얻어 행동으로 나아가는지

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동기주의 차원에서의 도덕  동기

로부터 출발하여 도덕  동기화를 거쳐 도덕  행동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외면 으로 드러나는 행 의 결

과가 유사하게 드러날지라도, 도덕 교육은 도덕  행동으로 드러나 보이는 

결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도덕  동기에서 발된 도덕  동기

동 

기 

주 

의

정  정서,

즐거움, 유쾌함

장기  

정 보상

도덕  

자아

처벌, 보상, 

도덕  표

도덕  동기

도덕  동기화

도덕  행동

결

과 

주 

의

도덕법칙

선의지

의무감

보상

처벌

자기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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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기화, 그리고 행동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  동기와 

그 동기를 정당화 하는 도덕  동기화, 그리고 이에 한 결과인 도덕  

행동까지 모두 도덕과 계되며 도덕에 기반 한 것으로부터 도출되었을 때 

참된 의미의 도덕  행동이라 부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도덕  동기화의 도덕심리학  

       

     1) 인지  에서의 도덕  동기화

우리가 도덕  혹은 윤리  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지  에서는 행 자의 인지발달에 따라, 즉 행 자 내면에 갖추어져 

있는 이성에 따라 도덕 단을 내리고, 도덕  행동을 한다고 본다. 표

인 인지발달론자인 피아제(J. Piaget)와 콜버그(L. Kohlberg)는 인간의 이

성에 근거한 도덕  추론에 따른 단이 도덕  행동을 이끄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피아제는 도덕성이라는 것이 특정 문화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뒤르 (E. Durkheim)의 을 반박하면서 성숙한 도

덕성의 본질은 ‘공정성’과 ‘정의’라고 주장했다.67) 따라서 피아제가 주장하

는 아동의 도덕발달은 성인의 권 와 규칙에 으로 복종하는 타율  

도덕성에서 아동 상호 간의 계약, 동의, 동의 결과로서 규칙을 존 하는 

자율  도덕성으로의 환을 의미한다. 타율  도덕성 단계에 있는 아이들

은 규칙에 한 강한 존 감을 드러내며, 도덕이라는 것이 외부에 실재한

다고 믿고 행동하게 된다. 반면 자율  도덕성의 단계에 있는 아동들은 옳

67) 정창우,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2004),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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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름의 단을 행 자의 의도에 비추어 결정하며, 호혜성에 근거하여 

동료들과 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피아제는 인지발달 인 에서 도덕성의 발달을 제시함으로

써 도덕  행동에 있어서 인지발달을 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론

 토 를 제공해 주었다. 한 래와의 상호작용이 인지발달을 진하는 

요인이 되며, 이를 통하여 발달된 아동들의 인지가 도덕  행동을 이끌어 

내는 근원이 됨을 밝 냈다. 그리고 피아제는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타인

의 에 한 이해가 증가하며, 타인들의 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타인의 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율  

도덕성에서 나타나는 력이나 상호 존 의 도덕성으로 드러나며, 이는 곧 

도덕  행동을 하기 한 동기화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인

지발달에 따른 타인에 한 의 이해와 그에 따른 도덕 단이 어떤 과

정을 통해서 도덕  행동으로 나오는지에 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

계 을 지니고 있다.

피아제의 이론을 발 시키면서 도덕철학  과 도덕심리학  

을 모두 고려하여 도덕성에 해 연구한 사람은 콜버그이다. 그는 인지  

비평형을 유발시키는 도덕  딜 마를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소크라테스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도덕 단 역량을 측정한다. 학생들에

게 도덕  딜 마를 제시하고 그들이 딜 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 는

지의 결정 자체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에 한 이유나 사

고 구조에 심을 가지고 연구하 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인지  발달에 따

라 그러한 단을 하게 된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 다. 콜버그는 이

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인지  발달의 단계를 제시하 다. 그의 주장에 따

르면 인지는 3수  6단계의 불변  계열성에 따라 발달하며, 이러한 인지

의 발달이 곧 도덕  발달을 만들어 내며, 높은 단계의 도덕 단은 좀 더 

높은 수 의 도덕  행동을 이끌어 낸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더 상  

단계의 도덕 단을 하면 할수록 딜 마 상황에서 선택한 도덕  행동 선

택과 실제 행동이 더 잘 일치할 것을 주장하 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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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인간의 도덕성을 인지  능력이라

는 한정된 역으로 평가했다는 비 을 받았다. 이러한 비 은 곧 인간 도

덕 발달의 복합 인 특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도덕성을 단순히 

‘도덕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자체로 규정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을 도덕성 자체라고 평가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처럼 인간 도덕성의 

편 된 해석으로 인해 콜버그가 강조한 도덕  단 능력은 실제 도덕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 다.

이후, 콜버그는 도덕  단과 도덕  행동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한 매개체로 ‘책임 단(responsibility judgemen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동기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콜버그는 책임 단의 의미를 정의함에 

있어서 랑 냐(W. K. Frankena)의 『윤리학(Ethics, 1973)』을 인용하면

서, ‘의무 단(deontic judgement)’과 ‘책임 단’을 구분하고자 한다. 먼  

의무 단은 “도덕 으로 옳은 것 혹은 의무에 근거한 단이며,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가에 한 단”이다. 다음으로 책임 단은 “의무 단을 통한 

결과를 행동으로 옮길지에 한 단”을 의미한다.69) 다시 말하면, 의무

단은 행 자가 도덕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 으

로 옳은 것인가 혹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에 

해 생각해 보는 것이라면, 책임 단은 도덕 으로 옳다고 단해 낸 것

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실행에 옮길지 말지를 단해 내는 것이다.

한 책임 단은 어도 다음 네 가지 에 하나에서 의무 단과 구분

된다. 첫째, 타인의 필요나 복지를 인간의 문제로 보되, 옳고 그름의 

에서 보면 의무 단이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차원을 넘어서서 타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수행하는 에서 이루어지는 단은 책임 단이다. 둘째, 

책임 단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행동의 결과나 그의 복지가 자신과 

하게 련되어 있음을 의식 으로 고려한다. 셋째, 개인의 도덕  가치에 

68) 정창우(2004), 앞의 책, p. 45. 

69) R. Bergman, “Identity as Motivation: Toward a Theory of the Moral self”, In D. K. Lapsley 

& D. Narvaez, Moral development, Self, and Identity, New Jersey: Lawrance Erlbaum 

Associater, 2004,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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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이 행동을 한 기 로서 명백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책임 단이

다. 그러나 그것이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기 해서 사용될 경우에는 책임

단이 아니다. 넷째, 도덕  행동을 수행하기 한 정당화로서 우정이나 

공동체 계와 같은 사회  계들의 본질  가치를 사용한 단은 책임

단이다. 따라서 콜버그가 제시한 책임 단은 기존에 도덕  인지에만 근거

하여 도덕 단 내지 추론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한 간극을 해결할 수 있

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콜버그가 제시한 도덕  단과 도덕  행동 

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그림-6] 콜버그와 캔디(Candee)의 도덕  기능 도식70)

콜버그의 이론에서 말하는 의무 단은 단계나 원리에 의해 도출이 된

다. 컨 , 4단계의 수 에 있는 사람은 사회 체제 혹은 법과 질서가 자신

의 도덕 단의 기 이 될 것이며, 6단계에 있는 사람은 보편화 가능한 도

덕  원리가 도덕 단의 기 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단은 기본 으로 인

간의 이성  능력에 기반한 인지  추론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바

탕으로 그것을 행동을 한 기 로 활용할 것인지, 자신의 행 의 결과가 

타인에게 어떠한 향을 미칠지에 해, 사회  계 혹은 공동체와의 

계를 심으로 행 의 방향을 결정하여 나타나는 것이 책임 단이다. 콜버

그는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인습 수 으로 갈수록 실제로는 의무 단과 

70) R. Bergman, op. cit., p. 24.

도덕 단계 의무 단 책임 단 도덕  행

+
자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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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단은 하나로 수렴된다고 보았다. 한 콜버그는 도덕  동기화가 수

용, 자존감, 자아실  등과 같은 일반 인 동기화 요소와 련되어 있긴 하

지만, 근본 으로는 이성에 의한 추론이 도덕  동기라고 보았다.71) 그리고 

이것이 결국 도덕  행동을 이끌어 내는 동기화의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 다. 인지  에서의 도덕  동기화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그림-7] 인지  에서의 도덕  동기화 

의 그림과 같이 인지  에서의 도덕  동기화는 이성에 의한 추

론, 즉 이성  능력이 발휘된 도덕  단이 도덕  행동을 이끌어 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지  에서의 도덕  동기화는 인간의 이성능력, 이

성에 의한 올바른 단 능력을 기반으로 하며 그 단의 근거들은 정의, 

공정성, 책임 단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처럼 인지  에서는 도덕

으로 아는 것과 도덕 으로 단해 내는 능력이 도덕  행동으로 가는 도

덕  동기화의 출발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지  에서의 도덕  

동기화는 ‘도덕 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지를 아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한계 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 무엇이 

71) 정창우(2004), 앞의 책, p. 46.

도덕  동기화 도덕  행동

인지  

추론이성

정의 공정성 책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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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지를 ‘아는 것’이 곧 그러한 옳음의 ‘실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 왜냐하면, 도덕  실천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유혹을 이기고 실행

에 옮길 수 있는 의지가 함께 동반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서  에서의 도덕  동기화

도덕  행동은 인지  에서 도덕  단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

지만, 공감(empathy), 감정(feeling) 등과 같은 정서(emotion)에 의해서도 

동기화 된다. 타인에 한 공감, 타인의 고통에 해 함께 느끼는 감정과 

같은 정서는 타인을 우리의 심 안으로 끌어 들이고 우리로 하여  자발

으로 타인에 한 도덕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이는 도덕  

정서로 작용함과 동시에 도덕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의 요인이 된다. 반

면에 ‘타인에 한 무 심’ 혹은 ‘타인에 한 정서  무반응’은 타인을 나

와는  계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타인에 

해 도덕  행동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도덕  행동의 발 , 

도덕  행동의 실천을 해서 도덕  정서가 요구됨은 분명하며, 도덕  

동기화의 요소로서 정서도 인지  추론 못지않게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서  에서의 도덕  동기화를 탐구하기 

해 우선, 도덕  정서72)가 무엇인가에 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

본다. 한 도덕  정서의 다양한 분류 체계의 검토를 통해 도덕  정서의 

요소들이 도덕  행동을 한 동기화의 요소로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도덕  정서에 해 정의한 

학자들의 주장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호 만(M. Hoffman)은 도덕  정서를 ‘공감’이라는 용어를 통해 정의

한다. 호 만은 공감에 한 정의가 그동안 심리학자들에 의해 주로 두 가

72) 인간의 정서에 련하여 분류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은 여기에서 모두 다루지 않기로 한다. 도덕

 행동과 직 으로 연결되어 동기화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도덕  정서이기에 도덕  정서

를 심으로 정의하고 도덕  행동과의 연 성을 찾는 것을 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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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측면에서 정의되어왔다고 말한다. 첫째로,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내  

상태들, 즉 한 개인의 사상, 감정, 지각, 의도 등에 한 인지 인 자각이

다. 둘째로, 공감은 다른 사람에 한 리 인 정의  응이다.73) 정서  

에서 도덕  동기화의 요소로는 후자의 정의  공감과 의미가 상통한

다고 할 수 있다. 호 만은 정의  공감의 의미를 ‘공감  고통’이라는 표

으로 사용하면서 공감  고통이 보통 불안, 고통, 험, 는 다른 유형

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과 련되는 친사회 인 도덕  행동이라

고 일컫는다.74)

공감  고통은 단순한 반응과 같은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일반 으

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특히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할 때 그 사람들의 감정에 간  혹은 직 으로 고통을 

느낀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찰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고통 혹은 감정에 공감을 통해 반응한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고

통에 해 찰자인 우리들은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통의 감

정이 다른 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불안의 감정일 것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반응한다는 것이다. 한 찰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타인을 

보았을 때, ‘나라면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으며, 이는 

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공통 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호 만은 타인이 처

한 상황, 특히 타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찰자인 우리

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  측면뿐만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는 정의  공감이 바로 도덕  행동에서의 출발 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후, 도덕  정서를 체계 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헤이트(J. Haidt, 

2003)와 스피커(B. Spiecker, 1994), 김태훈(2013), 조석환(2014)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헤이트는 도덕  정서를 “ 체로서의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 혹은 최소한 단자나 행 자 개인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이익이나 복

73) M. Hoffman(박재주․박균열 역), 『공감과 도덕발달』(서울: 철학과 실사, 2011), p. 48.

74) 의 책, p. 49.



- 56 -

지와 련된 것”75)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헤이트는 다음

의 4가지 차원에서 도덕  정서를 체계 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8> 헤이트의 도덕  정서의 분류76)

의 <표-8>에서 헤이트가 도덕  정서를 분류한 것을 통해 알 수 있

듯이, 헤이트가 제시하는 도덕  정서는 타인의 필요와 안녕에 응답하거나 

혹은 침해하는 행동의 동기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헤이트는 첫

째, 도덕  정서를 자아가 의식하는 에서 제시한다. 이때, 행 자의 자

아는 도덕  정서를 수치심, 죄책감, 당혹감, 자부심, 만족감과 같은 형태로 

갖게 된다. 둘째, 도덕  정서를 타인을 비 으로 느끼게 되는 에서 

제시한다. 행 자는 타인에 해 경멸, 노여움, 오 등과 같은 비 인 

도덕  정서의 을 갖는다. 셋째, 도덕  정서를 타인의 고통과 련된 

에서 제시한다. 이는 타인이 고통을 목격했을 때, 목격자가 가질 수 있

는 도덕  정서로서 공감, 동정심, 감정이입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도덕  정서를 타인을 칭찬하고자 하는 에서 제시한다. 이는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 그리고 결과에 해 감사함과 경외감 등을 갖는 도덕  정

서를 의미한다. 결국 헤이트는 도덕  정서를 자아의 과 타인과 계

된  모두에서 구체 으로 정의함으로써 실제 도덕  행동의 동기로서 

도덕  정서가 그 역할을 담당함을 제시하고 있다. 

75) J. Haidt, “The moral emotions”, R. J. Davison, K. R. Scherer, & H. H. Goldsmith(Ed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276. 김태훈, “도덕  

정서의 성격과 종류에 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38호, 2013, p. 87 재인용.

76) J. Haidt, op. cit., pp. 852-866. 조석환, “도덕  정서 교육의 체계화 연구”, 서울 학교 학원 박

사학  논문, 2014, p. 47 재인용.

자아 의식 인 도덕  정서 수치심, 죄책감, 당혹감, 자부심, 만족감

타인 비 인 도덕  정서 경멸, 노여움, 오

타인의 고통과 련된 도덕  정서 공감, 동정심, 감정이입

타인 칭찬 인 도덕  정서 감사, 경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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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스피커는 도덕  정서를 두 가지 차원에서 나 어 정의하고 

있다. 

<표-9> 스피커의 도덕  정서의 분류77)

스피커는 도덕  정서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제시한 두 가지 차원  

하나는 행 자의 이성  능력을 통해 도덕과 계된 규칙들에 한 인지가 

구성되었을 때, 도덕  규칙과 계된 정서들을 알고 표 해 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 자가 이성 인 단을 통해 느낄수 있는 도덕  

정서의 형태로서, 죄책감, 수치심, 정의감, 의무감, 분개 등으로 제시된다. 

 하나는 이성  사유와 계없이 타인이 처한 상황에서 타인이 필요로 

하는 요구나 어려움 등에 해 느낄 수 있는 동정심, 심, 공감, 배려심, 

애정 등과 같은 정서를 의미한다. 즉, 스피커가 정의하는 도덕  정서의 분

류에서 첫째로, 도덕  규칙 정서는 그것이 만들어질 때, 먼  인지 인 요

소들을 통해 도덕과 계된 규칙을 습득할 것이 요청되며, 도덕  규칙 정

서를 가진 사람은 그 정서를 언어로서 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로, 이타  정서는 도덕  규칙 정서에서 요구되는 인지 인 요소들보다 

타인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요소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도덕  정서를 4가지로 나 어 구분한 연구인데, 이는 도덕  

감정을 다른 감정들과 구별 짓기 해 ‘유발인(elicitor)’과 ‘행동 경향성

(behavior tendency)’이라는 거를 통해 다른 일반 인 정서들과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유발인’이란 정서 발생의 원인이 되는 외  

77) B. Spiecker, “Education and the Moral Emotions”, In B. Puka(Eds.), Reaching Out,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4. 고미숙, “체 과 도덕  정서교육”,『윤리교육연구』,제21집, 2010, pp. 

92-94 재인용.

도덕  규칙 정서 죄책감, 수치심, 정의감, 의무감, 분개 등

이타  정서 동정심, 심, 공감, 배려심, 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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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을 일컫는다. 이때 어떠한 정서가 도덕  정서가 되려면, 정서 발생의 

원인이 되는 외  자극인 ‘유발인’이 도덕 규칙이나 원리와 연 되어야 한

다. 결국 도덕  정서의 필요조건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용되는 도덕  규칙이나 원리의 수, 혹은 반에 한 자각이며, 이로 

인한 심정  반응을 ‘규칙 정서(rule-emotion)’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어

떤 도덕  규칙 혹은 원리를 수하거나 반함으로 인해 자각하는 것만으

로 도덕  감정을 정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때로는 사람들

이 도덕  정서를 경험하지 않고도 도덕  규칙이나 원리와 반 되는 행

를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  정서를 정의하기 

해서는 앞서 제시한 ‘행동 경향성’이라는 것이 함께 요구된다. ‘행동 경향

성’이란 타인들의 삶과 련된 행동 방향78)을 말한다. 이는 이타성의 정도

를 의미하는데, 이는 나의 개인 인 이익을 벗어나서 타인의 안녕과 복지

에 한 심을 뜻한다. 이러한 감정을 ‘이타  정서(altruistic emotion)’라 

한다. 이 두 가지를 ‘ (focus)’과 ‘유의성(valence)’이라는 두 차원과 교차

시킴으로써 네 가지 범주로 유형화 된다.79) 네 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은 

표 으로 제시된다. 자아에 을 둔 정  유의성 정서, 자아에 을 

둔 부정  유의성 정서, 타인에 을 둔 정  유의성 정서, 타인에 

을 둔 부정  유의성 정서이다. 

첫째, 자아에 을 둔 정서는 정과 부정의 유의성으로 나 어 설

명되는데, 자아에 을 둔 정  유의성 정서는 개인이 정  행동이

나 정 인 느낌과 계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자 심

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자아에 을 둔 부정  유의성 정서

는 개인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 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 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수치심, 죄의식, 당황과 같은 정서를 들고 있다. 둘째, 타인에 

78) 김태훈(2013), 앞의 , p. 87.

79) 의 , p. 89.

   ‘valence(유의성)’은 심리학에서는 특히 정서(emotions)를 논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사건, 상, 혹

은 상황의 타고난 매력( 정  유의성) 혹은 오(부정  유의성)를 의미한다. 컨 , 분노와 두

려움과 같은 정서는 “부정  유의성”을 지니고, 기쁨과 같은 정서는 “ 정  유의성”을 지닌다. 

의 ,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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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정서 역시 정과 부정의 유의성으로 나 어 설명되는데, 먼  

타인에 해 갖는 정 인 느낌의 정서는 개인이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통해 느껴지는 공감, 동정과 같은 정서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타인에

게서 느껴지는 존경이나 감사의 정서를 뜻한다. 다음으로 타인에 을 

둔 부정  유의성 정서는 타인의 옳지 못한 행동을 보았을 때 부정  방향

으로 표출되는 느낌으로, 타인의 부정의한 행동에 해 느껴지는 비난, 분

노, 오의 정서를 의미한다.

끝으로 도덕  정서 교육을 하여 맹자의 사단(四端)을 이용하여 도

덕  정서를 분류한 경우이다. 도덕  정서를 “어떤 정서가 특정한 상황에

서 도덕성을 확보한 상태로 발 되었을 때, 즉 도덕  행 를 유발했을 때

의 정서”80)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도덕  정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도덕  정서에 한 정의  분류체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분류 방식의 

근거에 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어떠한 논리

 기 을 가지고 분류하느냐에 따라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방식이 나뉠 

수 있다는 단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인간의 정서는 본래

으로 체험 인 것이라는 을 지 하며, 기존에 도덕  정서를 논리 으로 

근했던 방식에 따른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맹자의 사단81)을 통하여 도

덕  정서에 한 분류를 ‘도덕  정서 군(群)’과 ‘도덕  정서 유형’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측은지심 군’은 동정심, 공감, 배려, 사랑 등

과 같은 것이며, 둘째, ‘수오지심 군’은 부끄러움, 미움, 용기, 정의감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양지심 군’은 존경심, 감사, 공경, 미안함 등

과 같은 것이며, ‘시비지심 군’은 옳은 것에 한 정감, 옳지 못한 것에 

한 거부감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앞선 논의를 통해, 각 학자가 도덕  정서를 체계화 하는데 있어서 그 

80) 조석환(2014), 앞의 , p. 11.

81) 맹자의 사단에 의한 분류방식이 기존의 논리 심의 분류 방식과 다른 은, 맹자의 주장 로라

면 그것이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도덕  정서를 기 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분류방식의 근

거가 사람의 마음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은 분류 방식의 정당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한 기반이다. 의 ,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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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방식에서의 차이로 인해 도덕  정서를 서로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음

을 확인하 다. 그러나 도덕  정서를 정의함에 있어서 공통 으로 보이는 

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도덕  정서가 행 자인 한 개인의 내부에서 타

인과 계된 감정들(그것이 정 인 요인이든 혹은 부정 인 요인이든)이 

도덕과 계된 행 를 할 때 표출되는 감정을 ‘도덕  정서’라고 정의한다

는 이다. 그들의 ‘도덕  정서’에 한 정의와 분류를 통해 정서  

에서 도덕  동기화에 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첫째, 도덕

 동기화의 요소로 도덕  정서는 행 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용될 수 있는 도덕  규칙 혹은 원리에 한 자각에서 출발한다. 둘째, 도

덕  정서는 타인의 안녕이나 복지를 고려하도록 돕는다. 셋째, 도덕  정

서는 나와 타인들의 삶과 련된 행동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곧 이타  

정서인 심, 타인에 한 애정, 배려와 같은 것으로 드러나 행동을 진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서  에서의 도덕  동기화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그림-8] 정서  에서의 도덕  동기화

도덕  동기화 도덕  행동

정서  

이타  

정서

도덕규칙과 

련된 정서

공감
타인의 

안녕

타인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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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과 같이 정서  에서의 도덕  동기화는 인간의 감정, 

정서와 같은 요소들이 발휘되어 도덕  행동을 이끌어 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서  에서의 도덕  동기화는 단순하게 행 자의 감정이 표

출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  규칙에 한 이해와 더불어 

타인에 한 안녕이나 복지와 계된 정서, 그리고 상황에 합한 공감능

력을 통해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서  에서의 도덕  동기화는 

행 자와의 친 함 정도, 행 자의 정서 상태 등 다양한 상황과 계에 따

라 서로 다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정서  에서의 도덕  동기화는 ‘일 된 도덕  행동’의 측면에서는 

제한 으로 합함을 알 수 있다.

     3) 통합  에서의 도덕  동기화

앞에서는 인지  과 정서  에서의 도덕  동기화에 해 논

의하 다. 인지  은 도덕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화의 요인에 있어서 

행 자의 이성에 근거한 추론, 인지, 그리고 도덕 단을 요한 동기화의 

요소로 보았다. 반면 정서  은 인지  에서 배제한, 행 자 마음

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에 을 두고, 타인에 한 애정, 배려, 심과 같

은 것이 도덕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동기화의 요인이 된다고 보았

다. 물론 인지  과 정서  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도덕  행동

에 미치는 향을 체계 으로 분석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두 은 각각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행 자의 인지’와 ‘행 자의 마음과 

같은 내부의 감정’이라는 다소 편 된 기 에 의해 도덕  행동을 한 동

기화의 이유들을 찾는다는 에서 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하기 해 인지와 정서 모두를 고려하는 통합  에서의 도덕  동

기화에 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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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에서는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행동

에 있어서 행 자 내부에서 복합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동

시에 고려하고 있다. 이에 한 표 인 학자는 스트(J. Rest)이다. 스

트는 행 자가 도덕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도 네 가지 구성요소가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네 가지 구성요소는 도덕  행동을 이루는 과정

에 놓인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행 자가 도덕  행 를 

했다고 하 을 때, 어도 네 가지의 기본 인 심리  차를 수행한 것이

라 보는 입장이다. 스트의 4구성 요소는 도덕  민감성(moral 

sensitivity), 도덕  단(moral judgement), 도덕  동기화(moral 

motivation), 도덕  품성(moral character)이며, 구체  내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10> 도덕성에 한 스트의 4구성 요소 모형82)

82) W. M. Kurtines & J. L. Gewirtz(Eds.)(문용린 역),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서울: 학지사, 

2004) , p. 489; 정창우(2004), 앞의 책, p. 251.

구성

요소
도덕  민감성 도덕  단 도덕  동기화 도덕  품성

정의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도덕  이

슈를 지각하고 상

황을 해석하여, 자

신의 행동이 타인

에게 어떤 향이

나 결과를 미칠 

수 있을 지를 미

리 헤아릴 수 있

는 능력

문제 해결을 한 

행동의 경로들이 

정당하고 정의로

운지를 단

도덕  가치를 다

른 가치, 컨  

경제 ․ 사회 ․ 

종교  가치들보

다 더 우 에 두

려는 동기

실천의 장애 요인

을 극복할 수 있

는 인내심, 용기, 

확신 등의 품성

인지

-정

서  

상호 

사람이 다른 사람

으로부터 어떻게 

향을 받고 그들

에게 공감, 오감 

추상 이고 논리

인 그리고 개인

인 의견에 바탕

을 둔 가치의 측

다양한 목표들의 

상 인 유용성

에 한 계산; 감

정은 망

목표에 한 인지

 변형에 의해서 

향을 받은 과제

에 한 지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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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4구성 요소는 인지  혹은 정서  

과 같이 단일한 요소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스트는 4구성 요소 모델 안에서 정서가 완 히 배

제된 인지란 없으며, 인지  측면을 완 히 결여시킨 도덕  정서도 없다

고 이야기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스트는 4구성 요소 모델에서 ‘도덕  동

기화’라는 요소를 구체 으로 언 하면서 도덕  동기화에 한 정의를 내

리고 있다.

4구성 요소  세 번째 구성요소인 도덕  동기화는 행 자가 선택 가

능한 여러 가치들 에서 도덕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행

자가 다양한 가치들 가운데 도덕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도덕  동기화를 

뜻함은 그와는 반 로 도덕  가치가 행 자의  다른 가치, 즉 물질  

가치 등과 충돌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러한 충돌 속에서 도덕  가치가 

배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모든 행 자들이 어떤 상

황 속에서도 도덕  가치를 우선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해 스

트는 행 자가 더욱 원하는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도덕과 계된 가치를 

작용
등을 느끼는지에 

한 추론을 한다.

면들 모두가 도덕

인 의미 체계를 

구성하는 데 포함

되며 도덕  이상

은 인지와 정의  

요소 모두로 구성

된다.

(outlook)에 향

을 미치며 인식에 

한 방어 인 왜

곡이 일어나고, 공

감은 결정을 강요

하고 사회 인 이

해는 목표에 한 

선택을 동기화 한

다.

다.

련

이론

공감(호 만), 

입장 채택(셀먼)

인지 발달 이론

(피아제, 콜버그)

공동체주의 이론

(에치오니), 사회

학습이론(밴두라)

인격교육이론

( 인, 라이언, 

리코나)

도덕
교육
방법
( )

 채택 딜 마 토론 사 활동 학습
통 인 인격 

교육 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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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83)

① 사람들은 진화가 우리의 유  성질을 이타 으로 길러왔기 때문  

       에 도덕 으로 행동한다(Wilson, 1975).

② “양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즉, 부끄러움, 죄책감, 부정  

       인 효과의 상태, 신에 한 두려움이 도덕성을 동기화한다       

       (Aronfreed, 1968; Eysenck, 1976).

③ 도덕 이기 한 특별한 동기는 없다. 사람들은 단지 강화 는 모  

       델링의 기회에 반응하고 사회  행동을 “학습한다”(Bandura, 1977;  

       Goldiamond, 1968).

④ 동  기능과 그들의 이해 계에 한 사회  이해는 도덕성의 동  

       기화를 이끈다(Dewey, 1959; Piaget, 1965).

⑤ 도덕  동기화는 그 자신보다 무언가 더욱 한 것에 한 경외  

       와 복종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사람은 도덕  동기화를 십자군원정,  

       국가, 신에 한 경외심과 동일시한다(Durkheim, 1925; Erikson,    

       1958).

⑥ 공감은 이타  동기를 한 기 이다(Hoffman, 1977).

⑦ 정의롭고 서로가 돌보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경험은 어떻게 동  

       하는 공동체가 가능하며 도덕  수행을 이끌 수 있는지에 한 이  

       해를 이끌 수 있다(Rawls, 1971).      

⑧ 도덕  상으로서 자아보존과 자아정체성에 한 심은 도덕    

       행동을 동기화하는 것이다(Blasi, 1984).

스트는 이것들을 도덕  동기화의 논제에 한 다양한 들로 이

83) 이는 행 자들이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도덕  안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에 한 답변이다. 즉, 무엇이 행 자로 하여  도덕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시키는가

에 한 심리학자들의 다양한 답변이다. J. Rest, “The Major Component of Morality”, In W. M. 

Kurtine and J. L. Gewitz(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1984,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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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답변이라고 말한다. 한 의 답변들은 도덕  행동을 한 도덕

 동기화로서 단일요소만이 작용할 수도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이 함께 작

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스트는 결국 행 자가 도덕과 련된, 즉 바

람직한 목표 혹은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인지  표상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갈망하는 것은 행 자가 그것에 한 정 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84) 따라서 스트가 말하

는 도덕  동기화는 행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치들 에서 도덕  

가치를 우 에 두고 그것을 선택하여, 그 선택에 따라 도덕  행동으로 이

어지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나바에츠(D. Narvaez)는 도덕 인 사람으로 발달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성숙한 도덕  기능(moral functioning)이라고 언 하면서, 성

숙한 도덕  기능은 의심의 여지없이 다양한 기술(skills)과 능력

(capacities)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지닌 사람을 ‘도덕  

문가(moral expert)’라고 하 다.85) 여기에서 그가 제시한 ‘ 문성

(expertise)’이란, 실천과 행 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정련된(refined) 그리

고 깊은 이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문성은 단순히 기술 (technical) 

역량이나 지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86) 따라서 도덕  문가는 

도덕  상황을 잘 읽어내며, 그 상황에 맞는 올바른 도덕  단  추론

을 해야 하고, 자신의 정체성과의 연결고리를 잘 찾아 결정내린 것을 실행

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바에츠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바탕으로 스트가 제시했던 4가지 

심리  과정을 바탕으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지닌 특징 인 기술들을 

제안한다. 스트가 제시했었던 4가지 요소인 도덕  민감성, 도덕  단, 

도덕  동기화, 도덕  품성을 윤리  민감성(ethical sensitivity), 윤리  

단(ethical judgement), 윤리  동기화 혹은 (ethical focus), 윤리  

84) J. R. Rest(Eds.)(문용린 외 공역), 『도덕발달 이론과 연구: 도덕 단력, 행동, 문화 그리고 교   

육』(서울: 학지사, 2008), p. 38.

85) 정창우,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 』(서울: 울력, 2013), p. 249.

86) 의 책, p. 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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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ethical action)과 같이 4가지 과정으로 나 고 각 과정에 따른 하  

기술들을 제시한다.

<표-11> 통합  윤리 교육 모형의 네 가지 과정과 하  기술들87)

87) 정창우(2013), 앞의 책, p. 273.

윤리  민감성

(ethical sensitivity)

윤리  단

(ethical judgement)

윤리  동기화 혹은 

(ethical  focus)

윤리  행동

(ethical action)

ES-1:감정 표  이해

감정 확인과 표

감정 조

노여움과 공격성 다스리기

EJ-1: 윤리  문제 이해

정보 수집

문제 분류

윤리  문제 분석

EF-1: 타인 존 하기

의 갖추기

공격 이지 않기

존경 나타내기

EA-1: 갈등과 문제해결

계문제 해결하기

상하기

개선하기

ES-2: 타인의  채택

안   채택

문화   채택

정의(justice) 

EJ-2: 규칙 사용과 단 

거 확인하기

규칙 특징화하기

규칙을 분별하여 용하기

규칙의 다양성 단하기

EF-2: 양심 계발

자제(극기)하기

향력 리하기

명 롭게 되기

EA-2: 공손하게 주장하기

인간의 욕구에 주목하기

주장 기술 형성하기

공손한 수사법 사용하기

ES-3: 타인과 계 형성

다른 사람과 계 맺기

배려를 나타내기

친구가 되기

EJ-3: 일반 으로 추론하기

객 으로 추론하기

건 한 추론 사용하기

추론의 함정 피하기

EF-3: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의무 이행하기

훌륭한 담당자 되기

훌륭한 세계시민이 되기

EA-3: 지도자로서 솔선수

범하기

지도자 되기

타인을 해 그리고 타인

과 함께 솔선수범하기

타인의 조언자 되기

ES-4: 다양성에 반응하기

집단과 개인차 속에서 일

하기

다양성 인식하기

다문화 으로 되기

EJ-4: 윤리 으로 추론하기

들 단하기

표 과 이상에 해 추론하기

행동과 결과에 해 추론하기

EF-4: 공동체의 일원 되기

동하기

자원 공유하기

지혜 함양하기

EA-4: 결정 실행 계획

략 으로 사고하기

성공 으로 수행하기

자원의 사용을 결정하기

ES-5: 사회  편견 통제

편견 진단

편견 극복

용 가르치기

EJ-5: 결과 이해하기

자신의 환경 선택하기

결과 측하기

결과에 응하기

EF-5: 삶의 의미 찾기

자신에게 집 하기

헌신  태도 기르기

경이로움 함양하기

EA-5: 용기 계발하기

두려움 다스리기

압력 견뎌내기

변화와 불확실성 다스리기

ES-6: 상황 해석하기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규정하기

도덕 으로 인식하기

창의 으로 응하기

EJ-6: 과정과 결과에 

해 깊이 생각해보기

목표와 수단에 해 추론하기

올바르게 선택하기

과정을 재구성하기

EF-6: 통과 제도에 가

치 부여하기

통을 명확히 알고 가치 

있게 여기기

사회구조 이해하기

민주주의 실천하기

EA-6: 참을성 기르기

확고부동

장애 극복하기

능력 형성하기

ES-7: 효과 인 의사소통

말하고 듣기

말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

로 의사소통하기

의사소통 모니터 하기

EJ-7: 맞서서 극복하고 

쾌활함을 되찾기

정 인 추론 용

실망과 실패를 다루기

회복 방법 개발하기

EF-7: 윤리  정체성과 

자기 통합성 계발하기

좋은 가치를 선택하기

자신의 정체성 형성하기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EA-7: 열심히 일하기

달성 가능한 목표 세우기

시간 리하기

자기 삶을 책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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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나바에츠는 윤리  동기화 혹은 

이라는 명칭으로 하  기술 7가지를 구체 으로 나열하고 있다. 여기

에서는 도덕  동기화와 련하여 타인 존 하기, 양심 계발,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공동체의 일원되기, 삶의 의미 찾기, 통과 제도에 가치 부여하

기, 윤리  정체성과 자기 통합성 계발하기 등과 같은 도덕  행동을 한 

동기화의 기술들에 해 설명하고 있다. 한 7가지 하  기술 아래 각 3

가지씩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한 7가지 하  기술은 단순하게 인지의 한 측면 혹은 정서의 한 

측면만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 자의 삶과 연결되어 그것이 

도덕 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 고리를 함께 고려하여 기술하 다

는 것에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  자아(moral self) 혹은 도덕  정체성(moral 

identity)에 련된 이론이다. 도덕  정체성이론은 기존에 개인의 도덕 인 

특성을 인지와 정서의 두 갈래로 나 어 설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도덕  특성을 좀 더 포 이고 통합 으로 이해하려는 이론이다. 표

인 학자는 데이먼(W. Damon)과 블라지(A. Blasi)이다. 이들은 개인의 도

덕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 인 사람이 되는 것에 

심을 갖는다. 한 도덕  정체성은 개인이 이해한 도덕  단과 도덕

 행동 사이에 간극을 채워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도덕  정체성 형성이 도덕  행동을 한 도덕  동기화의 요소 

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도덕  정체성은 자신의 자

아 개념과 일치되게 행동하려는 책임감을 생산하기 때문에, 도덕  행동을 

한 가장 요한 원천으로 고려된다.88) 따라서 도덕  정체성이론은 도덕

으로 아는 것과 행동사이의 간극을 해결해  수 있는 요한 이론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도덕 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

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 으로 행동하는 것, 도덕 으로 사는 것

88) 정창우(2004), 앞의 책, p.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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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이해가 행 자의 자아에 통합되어 있다면,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

기게 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도덕  정체성 이론은 도덕 으

로 아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 도덕  자아라는 유의미

한 계를 심어주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9] 도덕  정체성과 동기화에 한 블라지의 이론

의 [그림-9]에서 보듯이, 블라지는 도덕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어 

도덕  정체성이 형성된다면 도덕  동기화에 힘을 실어 주게 되며, 그것

이 도덕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도덕  정체성은 

개인의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자신이 알고 있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

도록 하는 도덕  동기화를 진시킨다.89) 따라서 도덕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은 자신이 도덕 인 것이라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을 도덕  동

기화를 통해 도덕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한 이러한 과정에서 도

덕  정체성은 개인의 도덕  행동에 한 책임감의 발 으로 드러날 가능

성을 가지고 있다. 

89) 정창우(2004), 앞의 책, p. 302.

도덕  정체성 행동

책임 단

동기화

도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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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덕  동기화의 역할

     1) 도덕  통찰력의 형성

도덕  통찰력에 한 논의를 진행하기 에 통찰(insight)이 무엇인지

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찰은 자신이 처한 상황 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행 를 의미한다. 한 통찰은 직 으로 이루어지는 

명료하고 즉각 인 이해를 의미한다. 통찰을 통해서 개인의 사고 혹은 행

동의 결정 요인과의 연결 계 는 개인 인 사고방식과 감정의 형태가 

지닌 보다 보편 인 측면들을 하나의 커다란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일반 으로 통찰은 자기 자신에 한 지식이 서서히 그리고 진

으로 축 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서와 인지 두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90) 따라서 통찰은 단순히 일회 인 사건으로만 형성되

는 것이 아니며, 지속 이고 능동 인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내부에 조

씩 쌓여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통찰을 도덕과 계된 것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도

덕  통찰력(moral insight)은 도덕  상황 는 도덕  문제의 본질을 이

해하는 능력 내지 행 를 의미한다. 도덕  통찰력에 해 아리스토텔 스

(Aristotle)는 기본 으로 탁월성(arete), 아름다움(kalon), 실천  지혜

(phronesis)가 요하다고 주장한다.91) 먼  아리스토텔 스가 말하는 인간

으로서의 탁월성인 ‘아 테’는 인간으로서의 우수성, 완 성이다. 다시 말하

면, 인간의 본성을 뛰어나게 실 하고 있음을 뜻한다.92) 인간의 본성을 뛰

어나게 실 한다는 것은 인간 행동의 목 을 선하고 행복한 삶으로 가능  

90) B. E. Moore & B. D. Fine(이재훈 외 옮김), 『정신분석 용어사 : 미국정신분석학회편』(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pp. 537-538.

91) T. Engberg-Pedersen, Aristotle's theory of moral insight, Oxford : Clarendon, 1986.

92) Aristotle, Aristotelis Ethica Nicomachea,(최명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창, 2008),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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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탁월한 성품인 ‘덕’을 잘 실 해 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아름다움을 

뜻하는 ‘칼론’은 성격의 고귀함,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다. 즉, 마음의 아

름다움93)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실천  지혜는 모든 인간 인 선에 해서 

참된 이치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94) 실천  지혜는 인간

의 도덕 인 삶과 직 으로 련되는 것이며, 인간 이성의 활동과 련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  통찰력은 인간 행동의 목 이 선하

고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간 성품의 고귀함과 같은 덕을 잘 실

해 내도록 하며, 여러 상황들에서 이성에 근거하여 참된 이치를 따라 행동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한 도덕  통찰력은 도덕  민감성(moral sensitivity) 내지 도덕  

상상력(moral imagination)과도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도덕  통찰력은 도덕  상황 는 도덕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 내지 행 를 의미한다. 도덕  상황이나 도덕  문제의 본질을 이해

한다는 것은 상황을 도덕 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인 도덕  민감성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도덕  민감성은 스트가 제시한 4구성 요소 

에 제 1요소로서 특정한 상황에 내포되어 있는 도덕  이슈를 지각하고, 

상황을 해석해 내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향이나 결과를 미칠 

수 있을지를 미리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한 도덕 으로 민감하

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나 

타인에 해 진실되게 공감하는 것, 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것이다. 이는 도덕  통찰력이 도덕  상황이나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며, 구체 으로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황에 합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유사함을 뜻한다.

다음으로 도덕  상상력은 도덕  이해가 부분 상상 으로 구조화된

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도덕  상상력의 일차  형태는 원형

으로 구조, 의미론  임, 개념  은유, 서사 등을 수반하는 개념들이다. 

93) Aristotle(최명  역), 앞의 책, p. 152.

94) 의 책,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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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덕 으로 통찰력 있고 감수성 있게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인간의 개념체계와 추론의 상상  구조에 한 지

식을 가져야 한다. 이는 우리가 상상  구조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며, 

그것이 도덕  이해의 본성과 련하여 무엇을 함축하는지를 알아야 함을 

뜻한다. 둘째, 식별력을 정교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한 상상력을 기르

고, 은유, 원형, 서사의 함축들을 상상 으로 추 함으로써 도덕  상상력

을 함양해야 한다.95) 즉, 우리가 어느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 도덕  상상력을 발휘하여 상황

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 도덕

 상상력이라 함은 단순히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상

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도덕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 낼 수 있는지, 

올바른 도덕  결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들

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인지,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느

끼는지 등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도덕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도덕  상상력은 도덕  

통찰력과의 연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덕  통찰력을 통해 

도덕  상황을 꿰뚫어 보기 해서는 그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해 보

는 작업이 필수 이기 때문이다. 도덕  상황을 그 상황과 계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이해 계나 한정된 지식에 근거하여 

단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통찰력이 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덕  상황과 계된 요소들을 다양한 각도

에서 해석하여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인 도덕  통찰력은 도

덕  동기화가 발 되기 한 제조건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  

상황에서 발 될 수 있는 다양한 동기들 가운데 특정한(혹은 다양한 요소

들의 복합  작용으로) 동기가 구체 으로 작용하여 도덕  행동으로 연결

될 때, 어떠한 동기가 선택되는가의 여부는 도덕  통찰력으로부터 도출되

95) M. Johnson(노양진 역), Moral Imagination: Implications of Cognitive Science for Ethics, 『도

덕  상상력』(서울: 서 사, 1993), p. 395.



- 72 -

기 때문이다. 를 들어 등굣길에 혼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학생

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이 학생이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를 도와 다

면 학교에 지각할지도 모르며, 1교시 수업에서 계획된 모둠발표에 참여하

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으로 하여  ‘등교시간 지키기’

라는 학교의 규칙을 수하는 것과 모둠발표 수업을 함께 비한 친구들에

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도와주는 것 사

이의 경 을 단하여 도덕  행동을 한 동기화를 발 할 수 있음은 그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도덕  통찰력이 제되어야만 하는 것

이다. 만약 그 학생이 도덕  통찰력을 통해 상황의 본질을 악하고, 포기

할 수 없는 가치를 구분해 낼 수 있었다면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돕는데 

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도덕  통찰력은 도덕  동기화를 한 

제조건이자 도덕  행동의 실천을 한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도덕  

통찰력 없이는 도덕  동기화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이는 곧 

도덕  행동의 감소 혹은 실패를 의미한다. 

     2) 도덕  행 의 발자

앞서 도덕  동기화는 도덕  동기들 가운데 하나 혹은 그 이상이 행

자의 내면에서 복합 으로 작용하면서 그것이 도덕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이의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 그리고 도덕  동기화가 되었을 때와 결핍

되었을 때를 구분하는 질문들을 통해 도덕  동기화의 유형들을 구분해 보

았다. 도덕  동기화는 첫째, 정  정서와 련하여 내재 으로 동기화 

되는 것을 의미하 다. 둘째, 도덕  동기화는 지  당장 앞에 이익이나 

해를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장기 으로 고려하 을 때 도덕 으로 행동하

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단 하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 다. 

셋째, 도덕  동기화는 어떠한 가 없이 도덕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 개

인의 자아에 통합되었을 때, 자발 이고 의식 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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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덕  동기화의 유형들에 하여 도덕 심리학  인 인

지 , 정서 , 통합  을 통해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인지  에

서는 이성, 추론, 책임 단과 같은 것이 도덕  동기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 고, 정서  에서는 정  정서, 이타  정서, 공감 등 타인의 

안녕이나 복지와 같은 행 자의 마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과 같은 것

이 도덕  동기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 다. 마지막으로 통합  에

서는 인지와 정서를 분리하여 보지 않고, 도덕  동기화에 통합 으로 작

용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한 도덕  동기화에 있어서 도덕  자아가 

요한 요소로서 작용함을 발견하 다. 

의 내용들을 통해 종합해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덕  동기화는  

처벌, 보상과 같은 외부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도

덕  동기화는 순수한 도덕  동기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하며, 인지 , 정

서 , 자기-통제  측면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도덕  행동을 유발하는 하

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덕  동기화는 아래와 같

은 그림으로 표 되어 질 수 있다. 

[그림-10] 도덕  동기화의 요소

순수한 도덕  

동기
도덕  행동도덕적 동기화

자기 통제

정서인지

도덕적 

자아

이성 추론
긍정적 
정서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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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덕  동기화는 여러 도덕  동기와 련된 요소들이 행동으

로 나아가기 해 행 자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도덕  행 의 발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덕  동기화는 도덕 으로 모호한 상황을 해

석하고 친사회 인 행동을 안내하는, 인지 이고 의식 인 단뿐만 아니

라 개인의 정서가 포함된 무의식  도식이나 습 을 포함한다.

한 도덕  동기화는 도덕  행동을 유발하는 다양한 동기들이 그 자

체로 존재하는, 즉 동기주의와 결과주의에서 보여지는 동기의 다양한 요소

들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실제 도덕  행동으로 드러

날 수 있게끔 돕는 도덕  행 의 발자로서 작용한다. 이는 개인이 도덕

 동기화를 통해 내면의 인지  단과 정서  공감을 포 하여 실제 도

덕  행동을 실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로 들었던 등굣길에 어린

아이 도와주기 상황을 동기에 집 하여 다시 떠올려보자. 등굣길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학생에게는 자신이 취할 행동을 한 다양한 동기

들이 발생되었을 것이다. 어린아이를 도와주고 칭찬을 받고 싶은 동기, ‘어

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은 도와주어야 한다.’고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싶은 

동기, ‘지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지키고 싶은 동기, 조별발표를 함

께하는 모둠원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동기,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도와주지 않았을 경우 주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비난이 두려워 돕게 

되는 동기까지, 어린아이를 돕거나 돕지 않을 동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

타날 수 있다.

하지만 순수한 도덕  동기에서 동기화가 작동된다면 등교시간에 늦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의 수나 모둠원에게 폐를 끼치기 싫은 신뢰의 규칙보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선의의 규칙이 우선되어

야 함을 인지 으로 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자연스럽게 학교로 향하

고 싶은 나의 감정  욕망보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의 두려움이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아픔을 정서 으로 공감함으로써 실제로 부모 잃은 아이

를 돕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도덕  동기화 과정

에서 작용하는 요소들은 다양하고, 이것들은 이미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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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 으로 도덕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

다는 것은 다양한 원  동기들을 포 하여 통제할 수 있는 도덕  동기

화가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  동기화는 도덕  

행동을 실천하게 만드는 발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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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의 역할

이 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

로서 도덕  책임의 특성과 역할에 해 논의한다. 이 장은 크게 2부분으

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도덕  책임의 의미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본다. 기존 윤리학  에서의 책임에 한 정의를 바탕으로 도덕  

책임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는 요소들을 뽑아 재구성하여 논의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도덕  책임의 의미를 바탕으로 도덕  동기화를 해 도

덕  책임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해 으로 다룬다. 

    

  1. 도덕  책임의 의미

       

     1) 인간존재의 본질  특징

인간은 우리에게 알려진 유일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러한‘능력’을 단순히 경험적인 판정 이상의 것으로 인식한

다. 우리는 이 능력을 인간의 존재 장치 내에 있는 인간의 차별적이고도 

결정적인 본질적 특성으로 인식하는 것이다.96)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무엇으로 이해하는가는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다. 인간이 본능  혹은 생물학 으로 동물과는 다를 

96) H. jonas,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und Metaphysische Vermutungen, Frankfurt am 

Main, 1992, p. 137, 김종국, 앞의 책, p. 4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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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혼 는 정신이 여타의 동물들과는 다른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이러한 을 이해한다면 인

간의 본질은 바로 그 정신을 포함하는 인간성을 최 로 발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인간이 인간성을 최 로 발휘할 수 있는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 

희랍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이성으로 보며, 이성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보고 있다. 이성  사유는 자기 자신의 신체  조건 등 

시ㆍ공간  제약을 넘어서서 추상 이고 보편 으로 사유할 수 있는 존재

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보편  에서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개

인  이익을 넘어서서 원칙에 따라 사유할  안다는 것이다. 어떤 행 를 

선택함에 있어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

라, ‘어떤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가?’, ‘어떤 것이 인간으로서 해야할 

것인가?’ 등을 생각할  안다는 것은 자신만의 육체  쾌락을 좇는 자기 

보존 는 종족 보존의 본능  사유가 아니라, 보편  에 입각한 이성

 사유인 것이다. 이성  존재만이 이처럼 보편  에서 사유할 수 있

다.97) 한 인간은 이성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임과 동시

에 사회  동물이다. 다시 말하면, 이성  사유를 하는 인간은 그러한 능력

을 가지고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따

라서 인간은 인간을 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자신을 심으

로 여러 계들을 고려하고 확장해 간다.

이러한 인간의 사회  특징은 동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자(孔

子)는 “인(仁)은 사람[人]이다.”98)라고 했으며, 맹자는 “인(仁)은 사람이라는 

뜻이니, 합하여 말하면 도(道)이다.”99)라고 말했다. 여기서 공자와 맹자가 

의미한 인은 자신의 치에서 옳고 그름을 잘 단해 낼  알며, 남들과 

참답게 어울리고, 자신의 본분에 맞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자가 

97) 한자경, 『동서양의 인간 이해』(서울: 서 사, 2001), pp. 127-128.

98)『中庸』第二十章 : 仁 人也. 이기동 역, 『 학․ 용강설』(서울: 성균 학교 출 부, 2015), p. 

184.

99)『孟子』「盡心章句」下 : 孟子曰 仁也 人也 合而 之道也. 성백효 역,『孟子集註』(서울: 傳統文

化硏究 , 2009), p.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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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사람답게’ 역시 인간존재의 본질을 와 나로부터 계를 통해 확

장해가면서 그 상황과 치에 맞게 나의 인간됨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

다. 

맹자(孟子)는 이러한 공자의 인을 체계화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  특

징을 바로 도덕  품성이라고 말한다.  

측은지심(惻隱之心, 측은해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수오지심

(羞惡之心,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지

심(辭讓之心,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시비지심(是非之

心,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100)  

맹자는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모두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마음(仁心)을 가지고 있다.”101)라고 말하며, 사람의 마음이 착하다

고 말한다. 물론 인간 역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생리  욕구가 있지만 동

물과 다른 은 인간이기에 마음에서 나오는 착한 본성이 있고 이를 잘 실

해 내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하 다. 맹자가 인간의 

마음에 해 생각한 것은 결국 인간의 착한 본성이 타락했을 때, 발생되었

던 많은 사회 문제들을 고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으로 미루어보아, 맹자 

역시 인간은 약육강식의 논리와 자연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과 달리 

도덕성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선한 본성의 근원이 어디인가의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인

간이 그러한 선한 본성을 통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은 분

명해 보인다. 한 인간다움을 실 하기 해서는 인간다움을 실 하는 주

체인 ‘나’와 그 인간다움이 실 되어 향을 받는 나 이외의 ‘타인’이 존재

100)『孟子』「公孫丑章句」上 :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

心 非人也. 성백효 역,『孟子集註』(서울: 傳統文化硏究 , 2009), p. 150.

101)『孟子』「公孫丑章句」上 : 人皆有不忍人之心. 성백효 역,『孟子集註』(서울: 傳統文化硏究 , 

2009), p. 148.



- 79 -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책임’은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책임은 들으려는 의지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제로 하기 때문이다. 책임에 해 경청하고자 하는 것, 책임에 

한 요구 내지 호소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과정의 출발 일 것

이다. 그러므로 책임의 과정은 묻는 자, 답하는 자, 단하는 자로 구성

될 것이며, 여기에 물음, 답, 단의 내용이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책임은 물을 수 있으며, 그것에 해 응답할 수 있으며 단을 내릴 수 

있는 특정한 인간 존재능력의 표 이 되며, 인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102)

이러한 이유로 책임은 인간 존재의 본질  특징에 속한다.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서 고찰된다.103) 물론 생물학 인 차원에서도 책임

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동물들이 자신의 새끼를 낳고, 보호하고 길러

내고자 하는 것은 본능 으로 어미가 새끼에 한 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덕  책임이라는 것은 생물학 , 본능  책

임과 근본 으로 성격이 다르며, 인간만의 고유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도덕  책임을 다하기 해서는 생물학  욕구나 경향성을 통제

할 수 있어야하는데, 동물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일 되게 발견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공동체의 유지를 해, 혹은 그 자체로 옳

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하기 해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거나 심지어는 자

신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도덕  책임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은 인간이라면 구나 지녀야 하는 기

본 인 인간다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그 책임의 상이 자신과 

가장 친한 계부터  모르는 계로까지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도덕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는 에서 인간다움이 나온다는 것은 부

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책임의 유형과 강도가 달라지

102) 변순용(2007), 앞의 책, p. 26.

103) 의 책,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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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굳이 세부 인 상황이나 맥락을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각자의 자

리에서 늘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들면,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아내로서의 책임이 주어지며, 자식을 

낳았을 때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더해진다. 만약 부부나 부모가 자신의 책

임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서로에게 실망감을 안겨  수 있으며, 극단 인 

경우에는 가정이 탄에 이를 수도 있다. 한 책임은 교사나 학생, 의사 

등 그 역할에 따른 책임을 말할 수도 있으며, 법에 한 책임을 물을 수

도 있고, 타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다른 이유들로 모르고 지나치는 것과 

같은 인간 일반에 한 책임도 생각할 수 있다. 타인의 응답 내지 어려움

에 해서 모르고 지나치고 그것에 해 책임을 묻는 여부는 물론 법과 같

은 규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과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해 스스로가 심 으로 괴롭다거나 사회 으로 비난

을 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요나스는 ‘행  해야 할 것에 한 책임’의 개념을 강조한다. 행  해야 

할 것의 책임은 그 행 를 행한 자가 도덕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행 에 해서는 도덕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04) 이러한 요

나스의 책임의 의미는 행 자가 자신의 행  결과에 해 책임을 지는 것

과 함께 타인의 요구에 한 책임을 포함한다. 한 자연 으로 존재하는 

책임( 를 들어, 부모로서의 책임)과 함께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책임( 를 

들어, 거래 계약에 따르는 매자와 구매자의 책임)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요나스는 이러한 책임의 의미를 통해 인간의 존재론  책임은 결국 인간존

재의 지속이라는 근본 인 제에 한 책임으로 해석한다.105) 따라서 책

임은 모든 자연 생태에 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해 권리와 도덕

 의무를 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책임의 치나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사람이 사람과의 계 속

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책임의 존재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104) 양해림, 앞의 책, p. 52.

105) 변순용, “ 사회의 도덕  책임에 한 연구”, 『윤리연구』, 제65호, 2007,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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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스스로에 한 책임과 동시에 타인과의 계에 

한 책임을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스스로에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는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될 것이며, 타인과의 계에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스

스로에 한 책임과 더불어 타인에 한 책임을 지는 우리는 도덕  책임

감(sense of moral responsibility)을 지녀야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2) 도덕  자아의 요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내부에 자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서

로 다른 사람들의 자아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

아는 한 개인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신을 의식하여 만들어 가는 개별 인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발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아는 자신에 

한 진지한 고민과 갈등을 겪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주로 형성되는데, 이때 

한 개인에게 자리 잡게 되는 자아의 색채는 그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큰 

향을 미친다.

심리학에서 처음으로 자아(self)라는 개념을 사용한 사람은 제임스(W. 

James)이다. 그에 따르면 자아란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총

합”을 의미한다. 보다 최근에 에릭슨(E. H. Erickson)은  생애에 걸친 심

리․사회 인 발달 이론을 주장하면서, 청소년 시기의 자아 정체감 형성의 

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마르시아(J. Marcia)는 자아 정체감을 구

체 인 생활에서 얻는 체험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충동, 능력, 신념  개인의 생활사 등의 자체 발생 인 내 , 역동 인 체

제”라고 정의하 다. 자아를 발달 인 측면에서 근한 뢰빙거(J. 

Loevinger)는 자아를 자신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자극들을 조직하고 정신 

기능을 통합하는 심리  참조 제계(frame of reference), 성격 속에 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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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화 과정, 경험을 지각․동화시키는 지휘체계 등으로 정의한 바 있

다.106) 그러나 처럼 자아를 정의한 것은 부분 자신에 해 스스로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보편 인 으로 자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해 심을 두고 정의를 내릴 뿐 자아를 도덕성 혹은 도덕과 

계된 것으로 연결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자아를 도덕성 혹은 도덕과 계된 것으로 연결하여 정의할 수 있음은 

그 지 않은 경우, 즉 자아를 도덕과 무 한 것으로 보는 경우보다 도덕  

행동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왜냐하

면 자아에 도덕 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도덕 인 자아를 표 하

기를 의욕하며, 도덕 인 자아가 지시하는 방향 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

이다. 몇몇의 도덕 심리학자들은 도덕  자아에 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데이먼(W. Damon)은 “자아를 정의하기 하여 도덕  원칙 혹은 원리

를 사용하는 것”으로, 블라지(A. Blasi)는 “단지 한 개인의 특성이나 태도 

는 인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특성들을 조직하는 방식이며, 

보다 핵심 이고 필수 인 것으로 이해되는 기능”으로, 워(C. Power)는 

“도덕  행동을 한 동기는 단순히 선을 아는 것의 직  결과가 아니

라, 도덕  존재로서 자신의 자아감과 일 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의지로

부터 나오는 것”으로, 태펀(M. Tappan)은 “도덕  자아란 심리학 이고 사

회학 으로 설명되기보다 화 으로 근되는 것”이라 정의하 다.107)

 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자아에 도덕성이라는 것이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자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에 주목하여 도덕  자아를 정의 내

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도덕  자아는 일반 인 자아의 의미와 다

르게 주로 타인과의 계, 도덕  원리 내지 원칙에 근거하여 일 되게 살

려고 하는 것, 도덕  자아에 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도덕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도덕  자아는 타인과의 계에서 타인의 행복, 타인과의 친사회 인 계 

106) 정창우(2004), 앞의 책, pp. 293-294. 

107) 의 책, pp. 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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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며, 늘 자신이 세운 도덕  기 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들의 자아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  자아에는 자신의 자아를 배반

하지 않고 살기 한 책임이 요구된다. 

블라지에 따르면, 도덕  책임은 자신의 정체성 혹은 자아감(sense of 

self)과 도덕성의 통합의 결과이다.108) 다시 말하면, 블라지는 도덕성에 

한 이성  이해가 자신의 성격 는 행  체계로 통합될 때, 자신에게 부

여하는 도덕  요구에 한 지배력, 즉 자신의 행동에 한 주인의식을 느

끼게 되고 결국 자신과 타인에 한 도덕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

하 다.109) 한 블라지는 도덕  자아와 도덕  책임감에 해 다음과 같

이 언 하 다.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아에 대해 작용하는 것이지 개인의 구체적

이고 상황에 구속된 욕구와 행동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아를 

억제하고 어떤 규범과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에게 일종의 영원한 필연

성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책임감은 개념이 

아니고 인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책임감은 근본적

으로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욕구이다.110)

의 블라지의 언 에서와 같이, 도덕  책임감이라는 것은 행 자가 

자기 자신과 련 있는 사람들과의 계, 그리고 그러한 계를 통해서 부

여된 역할과 의무가 행 자에게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만들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  자아에게 있어서 도덕  책임감은 어떠한 외부의 압력 내지 

기 로 인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의무에 

의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블라지는 책임감을 규범과 계들, 그리

고 이러한 규범과 계들에서 비롯된 의무와 역할을 자신에게 귀속시켜 나

108) 정창우(2004), 앞의 책, p. 295.

109) 이정렬, “도덕  인격 형성을 한 도덕  정체성의 역할과 도덕교육  함의”, 서울 학교 학

원 박사학 논문, 2009, p. 133.

110) D. K. Lapsley & K. C. Power(정창우 역),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서울: 인간사랑, 2005),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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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자기 자신과 맺는 특별한 계로 설명한다.111) 

종합하자면 도덕  책임감은 자신의 정체성, 혹은 자아의 핵심에 도덕

성을 받아들인 개인에게서 드러나는 특징 인 기술이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나를 나이게끔 하는 가장 요한 특징은 바로 도덕성이다.’, ‘나

는 도덕 인 사람이다.’와 같이 자기 자신에 한 정체성의 가장 요한 요

소로 도덕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도덕 으로 행동하는 것에 해 책임을 느

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덕  행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도덕  책임이 도덕  자아로부터 도출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는 은 

도덕 교육  측면에서도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도

덕 교육의 궁극  지향 이 ‘도덕 인 행동을 실천 가능한 사람’을 길러내

는 곳에 있다는 에서 도덕  자아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속 으로 도

덕  행동을 수행하기 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

덕  자아로서 도덕  책임의 지향 은 도덕 교육의 목표지 과 맞닿아 있

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이 도덕  행동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제

로 작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 자기-결정의 힘

인간의 행동들은 모두 나름의 이유를 가진다. 그것을 우리는 행동을 하

게 만든 동기라 부른다. 인간 행동의 동기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

는 것에 의해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의식 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한 인간 행동의 동기는 한 가지의 근거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다양한 근거들의 복합 인 작용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들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우리가 소유한 어떠한 힘

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도덕과 계된 행동들은 행 를 하는 

우리 자신에게 많은 결단과 선택을 요구한다. 따라서 도덕  행동을 한 

111) 이정렬, 앞의 ,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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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책임은 그러한 행동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해 많은 노력과 힘을 

쓸 수 있도록 해 다는 의미에서 자기-결정의 힘으로도 볼 수 있다.

를 들어, 한 사람이 던진 공에 의해 창문이 깨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은 타인들로부터 창문을 깬 것에 해 질책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질책에 따르는 책임은 그 사람의 손에서 떠난 공이 창문에 부딪히는 결과

와 연결 되어 있다. 이때, 그 사람이 의도 으로 공을 창문에 던졌는지, 실

수로 공이 그 방향으로 날아갔는지는 해당 행 에 한 질책과 책임의 강

도에 크게 향을 미친다. 이처럼 행 의 의도 등에 해 행 자는 답을 

해야 하며, 행 자의 답이 요구된다는 것은 결국 행 자에게 책임을 묻

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서 발생된 잘못된 사

건에 해 책임을 지며,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자신이 도덕  상황에서 선택

과 결정을 내릴 때에도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해 책임을 진다.

우리의 행동하는 방식 에서 힘(power)의 한 종류가 되는 도덕  책

임은 우리 스스로가 도덕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힘이다. 그 힘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기-결정의 힘을 의미한다. 힘의 달자는 사람이다. 그

리고 자기-결정의 힘은 행 자의 행동에 있어서 이 힘이 즉각 으로 실천

되는지, 우리의 여러 행동 방식 에서 다른 것들을 넘어서서 도덕  책임

과 련된 선택을 실천하기 한 매개가 된다. 따라서 자기-결정의 힘은 

왜 우리의 행동과 락에 있어서 책임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

려 다.112) 한 자기-결정의 힘은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의 자유에 달려있

다. 왜냐하면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며, 결정한 내

가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수행하는 행동의 통

제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이는 곧 자기-결정의 힘으로 인한, 행 자의 자

유에 근거한 행동하는 방법 내지 방식을 의미한다. 

행 자의 자유에 근거한 행동은 행 자의 의도 내지 자기-결정의 힘에 

근거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는 행동도 행 자의 의도

112) P. Thomas, “Power and moral responsibility", Philosophical Explorations”, Vol. 12, No. 2, 

2009,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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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겨 있으며, 그러한 의도  행동은 그 자체로 행 자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따라서 행 자의 의도  행동은 자기-결정의 힘이 담겨져 있을 수밖

에 없다. 

자기-결정의 힘은 그 힘의 토 가 도덕  책임에 기 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책임은 한 행 자의 삶 안에서의 간단한 사건 혹은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행 자의 명확한 표  내지 행동과 련된다.113) 행 자는 

그에게 있는 상태 혹은 사건에 있어 항상 단순하지 않다. 즉 행 자는 어

떠한 직책, 상황에 높여있던지 책임을 지닌 사람으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행 자는 그에게 있는 상태 혹은 사건에 하여 스스로 통제 가능하고 어

떻게 행동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한 사람이 도덕

으로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비록 그가 법 ․제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도덕  책임 하에서 그 사람은 잘못을 지른 것

이며, 죄책감이나 사회  비난 등의 처벌을 감수해야만 한다. 를 들어, 

한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 을 때, 그 사람을 충분히 안 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혹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모른척하고 지나

쳤다면 그 사람이 법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사회  비난이나 질책을 면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도덕  책임

에 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린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결정의 힘에 자유의 요소가 포함되지만, 자유만으

로는 왜 우리가 도덕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했는지에 한 설명을 하기 

어렵다. 이는 도덕 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나서 오히려 당당

하게 “나의 고유한 권리인 자유에 의해서 행  했다. 법 으로 문제되는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

결정의 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자기-결정의 힘을 도덕  책

임과 연결 하 을 때에야 비로소, 행 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사건 안에서 

자신이 선택한 행동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113) P. Thomas, op. cit.,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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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덕으로서의 도덕  책임

타인의 안녕(well-being)을 한 책임이나 타인의 요구에 응하기 

한 책임은 그 상이 나와 가까운 계에 있는지, 혹은 무 하거나 의의 

계에 있는지 여부와 상 없이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지  우

리가 살고 있는 시 는 타인의 안녕에 해 심을 쏟고 있지 않아 보인

다. 루이터(D. de Ruyter)에 따르면 범죄가 많아질수록, 특히 청소년 범죄

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타인에 해 덜 흥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며, 각

자의 안녕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114) 구체  

통계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 의 모습은 타인에 한 

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어려운, 따라서 자신에 한 

안녕 내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즉 사회 안의 구성원으

로서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안녕뿐만 

아니라 타인에 한 안녕과 타인의 요구에 늘 귀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가

지고 있다. 왜냐하면 나에 해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과 나에 한 심, 

그리고 타인의 요구에 응답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인간답게 살

아가는 모습 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와 타인의 요구 내

지 안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슈바이커(W. Schweiker)는 책임을 지는 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

어 설명한다. 첫 번째는 명확하고도 구체 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경우

이다. 를 들면, 부모로서 아이들의 양육에 한 책임을 지는 것이나 교사

로서 학생들의 교육에 한 책임을 지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 경우 부모

와 교사는 모두 자신의 자녀와 학생에 해 명확하고 구체 인 책임을 가

진다. 두 번째는 타인의 안녕을 해 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책

임을 지는 사람은 직책과 상황에 따르는 명시  책임을 가지는 것이 아니

114) D. de Ruyter, “The virtue of taking responsibility",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Vol. 

34, No. 1, 2002,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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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요구에 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타인의 안녕에 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나의 자유는 어들고, 타인에 

한 나의 책임은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슈바이커

는 책임을 지는 사람 혹은 책임을 갖는 사람은 기꺼이 타인에 한 책임을 

받아들여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 타인에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타인 역시도 나와 같이 그 게 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하

여 언제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넘겨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115) 

이때, 덕으로서의 책임은 슈바이커가 제시한 책임의 구분 에 후자에 해

당한다. 왜냐하면 덕은 특정 계를 넘어서서 일반  인간에 한 베풂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한 덕은 개인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해 갖

추어야 하는 품성으로, 덕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타인의 안녕과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 스는 덕의 본질을 ‘도덕 으로 탁월한 품성, 도덕 으로 

훌륭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과 같이 인간을 선하게 만들며 그러한 인간이 

자신의 일을 잘하게 하는 성향’으로 설명했다. 한 아리스토텔 스는 덕을 

정신의 요소에 따라 지 인 덕과 도덕 인 덕으로 구분하면서 철학  지혜

나 이해력, 실제  지혜는 지 인 덕이고, 후나 제는 도덕 인 덕이라 

말한다.116) 지 인 덕은 이성에 근거하고 교육을 통하여 형성되는 반면에, 

도덕 인 덕은 비이성 인 부분들의 활동으로 습 과 훈련을 통하여 획득

된다. 한 그가 말하는 덕은 인간 정신의 세 가지 측면의 통합된 도덕  

성향으로 구성된다. 즉, 선에 해 알고, 느끼고 의욕하며, 행동하는 성향이 

그것이다. 따라서 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올바른 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욕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117) 

이러한 아리스토텔 스의 덕에 한 정의에 근거하 을 때, 도덕  책

임이란 일반 인 상황들 에서 도덕과 계된 상황임을 읽어 낼 수 있으

115) D. de Ruyter, op. cit., pp. 26-27.

116) M. Johnson(노양진 역), 앞의 책, p. 66. 

117) 정창우(2004), 앞의 책,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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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는 올바른 단과 선택을 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일을 기꺼이 하고 싶어 하는 올바른 욕망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

다. 실천  측면에서의 도덕  책임은 이를 확장하여 행동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 스가 말하는 덕에 근거하여 도덕  

책임을 더욱 구체 으로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아리스토텔 스가 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실천  지

혜(도덕  선택), 도덕  느낌 내지 성향, 도덕  습  형성으로 제시한 것

을 바탕으로 덕으로서의 책임을 재구성한 것이다.

<표-12> 덕으로서의 책임의 구성요소118)

의 <표-12>에서 보이듯 덕으로서의 책임을 지닌 사람은 첫째로 이

성 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덕으로서의 책임을 지닌 사람은 타인의 요구를 

118) D. de Ruyter, op. cit., pp. 27-29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 다.

119) 도덕 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동정(sympathy) 혹은 공감(empathy)의 감

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련된 혹은 해진 감정을 느

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망(바램)에 해 돌보는 것이 필수 이라 생각한다. 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존 한다.

덕있는 사람 덕으로서의 책임

실천  지혜( 용)

- 타인의 필요와 요청에 응답

- 할 수 있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의 구분  선택

- 진실로 응 하는 자세

- 이성에 근거한 합리  단

- 도덕  민감성

- 도덕  표 을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

도덕  느낌 내지 성향

- 도덕  책임감119)

- 타인을 향한 공감 내지 동정

- 타인의 소망에 응답하려는 욕구

도덕  습  
- 타인에 한 장기 인 심

- 반복 인 책임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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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의 가능성을 올바

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책임을 원

하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책임의 행동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말하면 타인이 원하는 것에서 가능한 응답을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둘째로, 덕으로서의 책임을 지닌 사람은 타인의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 

만약 행 자가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한 요구 내지 감정을 잘 알아차

리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리 덕으로서의 책임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덕성을 하게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타인에 해 민감한 사람

은 타인을 향한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타인의 요구와 문제에 

주의 깊게 행동한다. 마지막으로, 덕으로서의 책임을 지닌 사람은 단기 인 

실천 혹은 일회 인 실천이 아닌 타인에 한 장기 인 심 내지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한 항상 행 자 스스로 왜 자신이 타인을 해 책임을 

지기를 원하며 군가의 안녕을 해 책임을 갖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해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종합해 보았을 때, 덕으로서의 도덕  책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알아차

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꺼이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올바르게 응답하

는 능력을 지니며 지속 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의미한다.

  2. 도덕  책임의 역할

       1) 도덕  상황 해석의 근원

환경이라는 것이 인간 의식의 유․무와 계없이 인간과 늘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외 ․내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상황은 인간이 어

떠한 의도를 가지고 환경과 마주칠 때 일어날 수 있는 특수한 문제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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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자극 는 분 기의 총제를 의미한다.120) 다시 말하면, 상황이라

는 것은 인간이 만나게 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상이며, 그것을 의식하는 심리 ․정서  분 기를 포함하는 특수한 형

태의 사건이라고 풀이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상황은 인간에게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며, 그 안에서 인간이 해결해야 하거나 의식해야 하

는 여러 심리 ․정서  상호작용을 유발한다. 

그 에서 도덕  상황이란 도덕  딜 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들 

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도덕  상황은 단

순히 ‘도덕과 계된 상황’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행 자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 자가 선택사항들을 하나하나 신 하게 검토하는 것은 요하

다. 왜냐하면 행 자의 선택에 따라 도덕  상황의 경․ 이 결정되기도 

하며, 도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  상황은 나와 타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

러 상황 에서 도덕  이성 혹은 도덕  감정이 개입되는 상황, 도덕원리

에 따라 단할 수 있는 상황, 도덕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도덕  상황은 단순하게 하나의 요소만으로 이루

어졌다고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일하게 느껴지거나 단 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측 불가능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도덕  상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도덕  상황은 첫

째, 행 자에 의해서 의도 으로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과 계된 상황이고, 도움의 손길이 요청되며, 도덕  행 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자신이 더 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우선시 

하여 그 상황을 외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를 들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을 구해 주기에는 내가 무 바쁘다거나 나에게 이

120) 곽 식, “듀이 도덕교육론의 도덕  상황과 지성의 역할에 한 고찰”, 『국민윤리연구』, 제29

권 1호, 1990,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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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시해 버릴 수 있다. 비록 도덕 으로 

무 심하게 지나쳐 버린 것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은 도덕

 상황임에 분명하다.

둘째, 도덕  상황은 행 자에게 복합 인 해석을 요하는 상황이다. 즉, 

도덕  상황은 행 자에게 그 상황에서 해야 하는 행 를 선택하고 결정함

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해석해 내는 것을 요구한다. 한 특

정한 도덕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도덕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

게 단해 내는 것을 요구한다. 를 들면,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어른을 돕는 것이 도덕  상황이라고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야 도덕  상황이라고 느낄 것이다. 이

처럼 도덕  상황은 행 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도덕  상황은 도덕  가치와 원리에 따라 해석 될 수 있

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도덕  상황은 개인이 채택하고 있는 도덕  가치

나 원리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반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상황에 있어서 생명의 존 의 가치를 

소 하게 여기는가 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가치를 요

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그 상황은 다르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다. 만

약, 자의 경우라면 자신이 모른 체하고 지나쳤을 경우, 살릴 수 있는 한 

생명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  것이며, 후자

의 경우는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 

해 쓰러진 사람을 도울 것이다. 따라서 도덕  상황은 그 행 의 결과가 

동일하게 드러나더라도 행  이면에서 행 자가 채택하고 있는 도덕  가

치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반응될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즉, 행

의 결과가 동일하게 드러나더라도 그 행  이면에 행 자가 채택하고 있

는 도덕  가치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도덕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  상황에 한 정의를 통해, 우리는 도덕  상황이 행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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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상황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  상황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섞여 있으며, 동일한 도덕  상황이라 할지라도 행 자의 해석 

내지 단에 따라서 다양하게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  

상황에는 도덕  동기화의 역할 의 하나인 도덕  통찰력이 요구된다. 

도덕  통찰력은 도덕  상황에서 도덕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으

로서 도덕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때 한 가지 요

한 사실은, 도덕  상황임을 해석하고 인식해 내는 과정에 반드시 행 자

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  통찰력이 발휘되는 상황

에서 상황을 올바르게 읽어내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행 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행 자 스스로 해석하고 단하고 결

정해야 하는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행 자의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이때, 행 자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은 행 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의무

단이 아닌 책임 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황을 

단하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의 보다는 타인의 필요나 복지의 을 

고려하여 단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앞서 도덕  상황은 도덕 으로 무 심한 상황, 복잡한 해석을 요하는 

상황, 도덕  가치와 원리에 따라 해석해 내야 하는 상황 등으로 해석하

다. 도덕  책임은 도덕 으로 무 심한 상황을 내가 가장 심을 둘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며, 복잡한 해석을 요하는 상황에서 도덕  가치와 

원리를 용하여 책임있는 단을 해 낼 가능성들을 제공해  것이다. 왜

냐하면 도덕  책임은 행 자를 둘러싼 상황에서 타인이 요구하는 바를 들

으려는 의지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  상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책임을 제로 경청하게 될 것이며, 

책임에 한 호소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덕  책임이 제되

어 있는 사람은 좀 더 능동 으로 도덕  상황을 해석하고자 할 것이며, 

도덕과 계된 요구에 응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타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책임있게 행동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행 자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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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  책임을 기반으로 주어진 상황에 합한 도덕  통찰력을 발휘할 

것이다. 도덕  책임이 기반이 된 행 자의 행동의 과정, 즉 도덕  책임에 

기반한 도덕  동기화는 동기 그 자체도 도덕 일 뿐만 아니라 행 의 결

과까지도 도덕 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2) 도덕  동기화의 발자

앞선 논의에서 도덕  동기화는 행 자가 도덕 으로 행동하게 되는 

다양한 동기들 가운데 하나 혹은 그 이상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발자와 같은 것이라고 정의하 다. 한 도덕  동기화

는 한 사람이 행  함에 있어서 도덕  선택을 한 정당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도덕  동기화는 여러 도덕  동기 에 선택

된 하나의 동기( 는 여러 동기들의 복합  작용)를 행 자가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지에 한 생각 는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덕  동

기화는 단순히 우리가 도덕  행동을 이끌게 된 이유가 A, B, C 등등으로 

나온다고 나열하여 나타내어지는 개념이 아니며, 도덕  행동을 유발한 여

러 이유들이 행 자 내부의 심리과정과 정당화를 통해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덕  동기화는 도덕  행동을 

수행하기 한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왜냐하면 내가 도덕 으로 행동해

야 할 이유들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과정 속에는 개인 내부의 심리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 내부의 심리  과정에 있

어서 내가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한 당 성과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면 도덕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  동기화는 개인의 자발  활동, 외  통제 활

동, 자기-규제 내지 자기-통제 활동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특성들을 갖

는다. 왜냐하면 도덕 으로 동기화 될 수 있다는 것은 행 자가 그 행 에

서 어떠한 흥미 내지 즐거움, 보람과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며,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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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험에서 느 던 감정들이 다음번의 행동에도 향을  수 있기 때

문이다. 한편, 도덕  동기화는 개인 인 즐거움, 만족, 욕구들을 넘어서서 

약간의 혹은 많은 희생이 요구되어 나오기도 하는 것이기에 자기-규제 내

지 자기-통제의 유형으로도 분류된다. 결국, 도덕  동기화는 개인의 정

 정서와 련되어 내재 으로 동기화 되는 것이며, 그 행동 실천에 있어

서 의식 으로 반 하여 행하는 것이다. 한 도덕  이해가 선행되어 있

을 때,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자아에 통합되어 있다면 보상과 계없이 자

발 ㆍ의식 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과 련된 것이다. 

한편, 도덕  책임은 인간존재의 본질  특징으로서, 사람다움을 실천

하기 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과의 계 속

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개념이다. 한 도덕  책임은 자신의 정체성 혹은 

자아감과 도덕성의 통합의 결과와 같은 것이다. 즉 도덕  책임은 객

인 도덕  가치들의 이해를 통해 자아에 도덕화 되었을 때 자신과 타인에 

해 책무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121) 한 도덕  책임은 행 자 스스

로가 여러 상황에서 도덕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기-결정

의 힘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  책임은 우리의 도덕  행동 

실천과 실패에 있어서 왜 우리가 책임을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

려 다. 따라서 자기-결정의 힘에 근거한 도덕  책임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는 도덕  행동 일지라도 그 안에는 행 자의 의도가 담겨 있으며, 그 

의도된 행동은 행 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결국, 자기-결정의 힘

으로 행 자는 스스로 통제하고 규제하며, 행 자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책

임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덕으로서의 도덕  책임은 우리 모두가 타인의 필요와 요

청에 응답하기 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을 향

한 공감 내지 동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타인에 한 장기 인 심과 

반복 인 도덕  책임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덕으

로서의 도덕  책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도덕  상황이라 일컫는 것에 

121) D. K. Lapsely(문용린 역), Moral psychology,『도덕 심리학』(서울: 앙 성, 2000), p.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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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해 쉽게 알아

차리며, 기꺼이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지

니며, 지속 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  책임은 도덕  동기화가 더욱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도덕  동기화의 요한 원천으

로서 도덕  책임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 

[그림-11] 도덕  책임을 통한 도덕  동기화의 발 과정

그림에서 보듯, 도덕  책임은 첫째, 행 자가 행 를 선택하고 결정함

에 있어서 개인이 결정한 사안을 통해 ‘행동을 하겠다’는 책임이 제된 의

지의 발 에 도움을 다. 도덕  동기화의 과정에서 자신을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행 에 있어서 도덕  요구에 귀 기울이며, 

의식 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 자신의 

확고한 선택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행 자가 스스로 자신의 

도덕  책임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

도덕  동기화도덕  책임

자기-결정의 힘
자기-규제

자기-통제

도덕  정체성

의식 인 작용

도덕  통찰력

도덕  행동도덕  자아의 요소

덕의 요소, 책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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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사람은 물건을 사고 자신이 받아야 할 거스름돈 보다 많은 돈

을 받았을 때, 물질 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즉시 가게 주인에게 더 받

은 돈을 돌려주려고 할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하

다.’는 자기-결정의 힘에 의해 도덕  책임이 형성되어 있기에 물질  유혹

에 흔들리지 않고 도덕 으로 옳은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둘째, 도덕  책임은 도덕  자아를 형성하여 발달해 가는 행 자에게

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도덕  책임은 도덕  자아를 형성하는 하

나의 요소로서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도덕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 행

자는 옳고 그른 것, 좋음과 나쁨에 한 이해와 련된, 즉 도덕성에 

한 이해가 이미 자신의 자아에 통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더 나아가 자신이 

왜 도덕 으로 행동해야 하는가에 한 이유들이 자아로 자리 잡아 도덕  

신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덕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보상이나 외부의 통제와 계없이 도덕과 계된 것에 

늘 자발 이며, 의식 으로 행  하고자 동기화된다. 때로는 도덕  자아가 

형성된 사람의 행동이 그 자신에게는 특별하지도 않은 것이며, 일상 으로 

행해지는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도덕  자아가 형성된 개인이 

보여주는 도덕  행동의 모습은 그 지 못한 개인의 모습과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이며,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과 무 하게 지속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셋째, 도덕  책임은 하나의 덕이자 책임 단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도덕  상황을 통찰하여 도덕 으로 동기화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다. 덕

으로서의 책임 측면에서는 행 자는 타인의 요구와 필요에 응답하며, 공감

하고, 반복된 습 을 통해 책임의 행동을 지속해 나간다. 한 이러한 측면

은 행 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타인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책임 단을 내

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덕  책임의 특징들은 도덕과 계

된 상황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여 단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른 문

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발 되도록 도움을 다. 

종합하자면, 둘 사이의 공통요소를 통해 도덕  책임이 도덕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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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동기화에 힘을 실어  수 있을 

것이라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덕  행동으로 나아가기 한 도덕  

동기화의 과정은 자아의 의지나 결단이 매우 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이 

도덕  행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추진력이 없다면 그 행동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도덕  행동의 자연스러운 표출은 습 처럼 반복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행 자 스스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느껴지는 보람된 감정, 타인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한 후에 따라오게 되는 

즐거운 감정들은 그것이 책임을 통해 얻어지는 정 인 감정이 될 수 있

다. 

한 도덕  책임은 도덕  동기화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

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다. 첫째, 도덕  책임은 타인을 향한 공감의 감정을 

가지도록 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해지는 감정 내지 요구

들을 느끼게 해 다. 한 도덕  책임은 행 를 한 후 정  감정, 행복

감, 죄책감, 수치심 등과 같이 자기 평가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어 자신의 

행동에 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기 평가  감정

들은 이후 도덕  동기화 과정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를 들어, 

한 학생이 사 수 때문에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사활동을 했다고 가정

해보자. 처음 사활동을 시작하는 마음은 단순히 사 수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몇 차례 거듭된 사 시간 채우기 속에서 상하지 못하게 

독거노인을 도움으로써 생겨난 행복감과 보람찬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었

다. 동시에 사활동을 단순히 졸업을 하기 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여겼

던 자신의 태도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사활동의 시작은 그 목

이 순수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서 학생은 진정한 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신념과 생각에 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가

지게 되었다. 이처럼 자기 반성  평가와 정  정서 등은 이후 꼭 사

활동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는 도덕  책임의식을 굳

건하게 해  수 있다. 굳건해진 도덕  책임의식은 바로 도덕  동기화에 

연결되어, 지속 인 도덕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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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덕  책임은 행동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정 인 정서들, 타

인에 한 공감, 타인을 도우면서 따라오는 즐거운 감정들의 형성에 기여

한다. 타인을 향한 공감, 타인을 도우면서 느끼게 되는 유쾌한 감정들은 타

인의 응답에 기꺼이 반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 하며, 이해하려

고 노력하는 이유들을 제공해  것이다. 우리의 행동들은 행동을 마친 후 

각자 나름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노인(老人)에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

려고 했지만 내 몸이 무 피곤하여 그러지 못하고 을 감았을 때, 비록 

내 몸은 편하지만 내 마음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반 로 노인이 

버스에 탑승하 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 다면, 내 몸은 

조  피곤하더라도 그 마음만은 뿌듯할 것이다. 이처럼 나 스스로 타인을 

돕는 행 를 통해 얻게 되는 보람과 기쁨, 그리고 타인의 요구에 즉각 으

로 응할 수 있도록 하는 타인에 한 공감 등은 행 자가 다음번에도 도덕

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발 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덕  책임은 하나의 목표 내지 목 의식을 갖는 행 자

의 의도에 향을 다. 도덕  동기화는 도덕  행동으로 가는 목표를 갖

는 것이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노력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

덕  책임은 자신의 행 를 실행함에 있어서 의식 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 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고려한다는 것은 

도덕 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방향들

을 일 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그 방향이 나의 목

표와 반 로 흘러갈 수 있겠지만, 도덕 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고려하는 

사람은 반 로 흘러가는 목표를 되돌려 자신이 의도했던 방향으로 이끌어 

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도덕  동기화의 제공자이자 발

자로서의 도덕  책임은 아래 그림과 같이 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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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

       3) 도덕  행  실천의 근원

도덕 인 것을 알고 느끼지만,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많

은 어려움이 따른다. 한 한 번의 도덕  행동이 이후의 반복 이고 자연

스러운 도덕  행동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도덕 으로 

사는 것은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제하는 태도를 요구하는데, 이

는 종종 개인  욕구 등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 으로 행동하

는 것을 반복 으로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

은 행 자가 단순히 이성 으로 아는 것에 한 실천을 넘어서 도덕  행

동의 실천을 즐거워하거나 그것과 무 하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도덕  상황임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해석해 내며, 그 상황에 

맞는 올바른 단을 하는 것은 도덕 으로 그러한 행동을 할 책임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인가? A와 B라는 사람은 같은 도덕 단을 내리지만, 행동으

도덕  행동도덕  동기화

인지 정서 통합

도덕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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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옮기는 과정에서 도덕  책임감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즉, 

부분의 사람들은 도덕  상황에서 해야 할 행동을 두고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르며, 의무에 따르는 행동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의무 단을 하지만, 우

리는 도덕  상황에서 어떤 행 자에게 도덕  책임을 부여하는 단을 하

기도 한다.122) 

랑 냐는 책임 단이 요구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 ‘그가 책임감이 있다’ 혹은 ‘그는 

책임 있는 사람이다’고 말하면서 그의 성품에 도덕 으로 바람직한 어떤 

것이 있음을 의미하는 경우, 두 번째는 과거의 어떤 행 나 범행에 해 

어떤 사람이 그것에 해 책임이 있었거나 없었다라고 단하는 경우, 세 

번째는 아직도 행해져야 할 어떤 것에 해 어떤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말

하게 되는 경우이다.123) 랑 냐가 말하는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책임감은 

한 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책임의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 할 수 있는 것과 

같으며, 두 번째의 책임은 과거 혹은 미래의 행 에 한 책임을 부여하는 

문제와 련되어 있다. 이처럼 책임 단은 도덕  행 를 하기 해서 우

리 스스로가 지녀야 할 하나의 덕목과 같은 것이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콜버그는 우리의 도덕  사고 내지 추론이 발달

한다면 의무 단에서 책임 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 다. 여

기서 의무 단은 행 자가 도덕  상황에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

동하는 것이 도덕 으로 옳은가를 단하는 것이라면, 책임 단은 도덕

으로 옳다고 단해 낸 것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실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에 한 단이다. 이때, 행 자가 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단과정에 

도덕  책임이 수반되는지 그 지 않은지에 따라 행 의 결과는 많은 차이

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덕  행동으로 나오는 실천 과정

에서 도덕  책임은 행 자가 의도하고 바라는 상에 해 일 되게 행동

을 하려는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  책임이 도덕

122) 이정렬, 앞의 , p. 131.

123) W. K. Frankena(황경식 역), 『윤리학』(서울: 철학과 실사, 2003), pp.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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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화 과정에 수반되는지 그 지 않은지 여부에 따라 행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도덕  책임은 도덕  상황에서 단순히 우리가 의무에 기  옳고 

그름을 단해야 한다는 주장의 한계를 보완해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

 책임은 들으려는 의지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제로 하는데, 이는 구

체 인 상황의 요구와 필요를 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하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하면, 도덕  책임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측면에서 상황을 추론

하고 해석하여 단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처해진 도덕  상황에서 진정

으로 타인이 바라는 것, 그리고 그 바라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할 수 없는 행동을 단해 내는 것, 더 나아가 실제로 도덕  선을 베풀 

수 있는 실행의 의지를 제공해  수 있다. 따라서 도덕  책임은 책임

단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이 옳은가’를 실행하는 기능, 즉 옳다고 단한 

바에 따라 행 할 수 있는 기능이 동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도덕  책임은 행  실천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따른 

행  실천에도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홀로 

살아가지 않으며, 수많은 계 속에 놓이게 된다. 최 에는 부모와 계를 

맺고, 이후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수많은 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한편, 이러한 계는 곧 개인의 역할수행이 필연 임을 의미한다. 즉, 부모

와 자식, 교사와 학생,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계는 곧 

해당 계에 따르는 역할수행을 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할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계 맺고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해내야 하는 임무나 소임을 뜻

한다. 따라서 역할에는 그 자리에서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역할에 한 책

임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를 들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책임은 자신들의 자식을 잘 키워

내는 것이다. 자식을 낳고 버린다거나, 자식의 삶에 해 방 하는 태도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이

다. 자식은 자신을 낳아  부모에 해 감사하며, 부모와 함께 잘 살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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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이는 공부를 통한 성취나 뛰어난 

성과가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에 해 책임의식을 가

지고 해야 한다. 교사는 학교에서 부모와 같은 존재이다. 부모의 양육방

식에 따라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달라지듯 교사의 가르침 방식에 따라 학

생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학생들이 올바른 방

식으로 발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학생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으로서의 역할 내지 과제에 한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 으로는 학생은 학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학교 교우들과 

원만한 계를 유지하며 지내야 한다. 비단 로 든 학교 장에서의 역할

과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마다 나름 로의 역할과 책임

을 가짐은 자명하다.

어떠한 역할이던 간에 그 역할에 맞는 것을 해내야 하는 것은 무언가

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의지와 그 의지를 잘 발휘되도록 해 주

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본분을 그 자리에서 도덕 으로 책

임 있게 잘 수행해 내는 것에 해 공자(孔子) 한 정명론(正名論)에서 말

하고 있다. 이는 “임 은 임 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

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한다.”124) 각각의 이름은 그 이

름에 따라 해야 하는 행동의 정의가 내려져 있으며, 그 정의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 이름이 지칭하는 그 사물인 까닭을 의미한다. 를 들면, 임

을 임 이게끔 하는 본질, 신하를 신하이게끔 하는 본질, 아버지를 아버

지이게끔 하는 본질, 자식을 자식이게끔 하는 본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

답게’ 내지 ‘～하게끔 하는 본질’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의 행 에 반드시 

역할에 맞는 행 가 요구되며 행 자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

만약, 역할 내에서 도덕  책임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사회의 많은 부

124)『論語』「顔淵」: 孔子 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동양고 연구회,『論語』(서울: 지식산업사, 

2002),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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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를 들어,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에서, 도

덕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장과 선원들에 의해 무고한 많은 승객들이 희

생당했다. 그 당시 세월호 사건은 단순하게 한 척의 배가 침몰한 사건 이

상의 많은 문제 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리고 그 문제 은 다양한 각도에

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 핵심에 ‘도덕성’과 ‘책임감’이 있다는 에는 많

은 문가들이 공감하 다.125) 이 말은 곧 세월호 사건이 단순히 선장의 

운항 기술(skill)의 문제 다거나 선박 설계상의( 는 구조상의) 문제 다기

보다는 승객의 안 을 무시한 채 경제  이익만을 추구했던 선사(船社)의 

비도덕성, 그리고 자신이 맡은 승객의 안 을 무시한 채 스스로의 목숨을 

구하는데 했던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성이 세월호 사건의 핵심임을 

뜻한다. 우리들  그 구도 배에 남은 사람들을 구출하기 못하고 탈출한 

일반 승객들에 해서는 비난하지 않지만 선장과 선원들에 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세월호 사건의 본질이 도덕

성과 책임감이었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의 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계 속에서 역할을 갖게 

되고, 각자에게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요구된다. 이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문직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환자나 의

뢰인과 련하여 도덕 인 갈등을 겪게 된다.126) 를 들어, 의사가 의료과

실이나 과잉진료와 같은 행 를 하거나, 변호사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

익을 해 법을 악용하는 경우이다. 이때, 의사나 변호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 도덕  책임이 수

반되지 않는다면 이는 부정의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두 직업 

모두 높은 수 의 도덕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의

사나 변호사는 직업  문성을 내세우기에 앞서 사람의 생명을 소 히 다

루거나 법의 공평성을 유지해야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나 기업가, 과학자와 술가 등은 모두 각각의 직업에서 

125) 한국윤리학회, 『세월호 사건에 한 총체  성찰』, (한국윤리학회 하계학술 회 자료집, 2015).

126) 추정훈, 『윤리의 본질과 직업윤리』(서울: 형설출 사, 2003),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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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행동 기 과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 즉, 법률  경제  의무를 

넘어서서 사회  규범이나 가치, 사회  기 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업 

행 를 강조하거나, 는 개인과 조직, 사회 제도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인

식하고 이를 도덕  경제  가치의 틀 내에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강조하

게 된다.127) 이처럼 사회의 다양한 직업에 하여 윤리의식 혹은 소명의식

이 강조된다는 사실은 사회  책임에 도덕  책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맡은 직업  책임을 다하는 것은 사회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둘 사이를 통하고 있는 윤리의식이 곧 

도덕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덕  책임은 우리가 맺고 있는 계  상황에서, 그리고 어

떠한 직업의 형태이든, 각자의 역할 수행을 하는데 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도덕  책임이 수반되지 않은 역할 수행에서 선장은 승객들의 안 보

다 자신의 안녕만을 생각할 수 있고, 의사는 환자의 건강보다 경제  이익

에 심을 가질 수 있으며, 변호사는 법률  평등성보다 개인의 사욕에 더 

심을 기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도덕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그리고 본질 으로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한 도덕  책임은 자신의 역

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 함을 가져다  뿐만 아니라, 역할에 따라 요구

되는 행동에 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역할 수행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127) 김 군․박균열, 『 인의 문직업윤리』(서울: 철학과 실사, 2006),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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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도덕  책임의 도덕교육  용과 함의

이 장에서는 앞선 장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  책임의 도덕교육  

용과 함의에 해 논의한다. 첫째, 도덕과 교육에서 그동안 책임 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지에 해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심

으로 분석한다. 둘째,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덕교육의 내용으로서 도

덕  책임을 한 교육의 가능성을 교육과정 목표, 성격, 내용 측면에서 구

체 으로 살펴본다. 셋째, 도덕  책임감 형성을 한 도덕교육 방법을 반

성  책임 일기 작성, 래 집단에 한 책임과제 부여, 이야기를 활용한 

도덕  책임의 모범 제시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도덕  책임감 형성을 

한 환경 구성 방안을 학교의 공동체  분 기 형성과 교사의 문성 교

육 측면으로 나 어 살펴본다.

  1. 도덕  책임 련 도덕과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1) 교육과정 시기별 분석(1차～2009개정)

도덕  책임 교육과 련하여, 1차부터 2009개정 도덕과 교육과정128)을 

분석하 다. 도덕과 교육과정상에서 책임에 한 교육이 어떻게 기술되어

지고 있는가를 으로 분석하 다. 분석하는 방법은 아래의 질문을 바

탕으로 구성하 다.

128) 2009개정 교육과정안에는 2011과 2012에 이어 부분 개정되어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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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책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2.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는 주로 성격, 목표, 내용   

      에서 어디에서 언 되는가?

3. ‘책임’ 교육이 도덕 교육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먼 , 1차부터 2009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단순하게 ‘책임’ 용어를 

기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1차부터 2009개정까지 도덕과 교육과정에

서는 ‘책임’이라는 용어를 꾸 히 사용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차, 

5차, 2007개정에서는 직 으로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신에 4차에서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표 , 5차에서는 ‘합리 으로 단하

는 능력  도덕  원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자율 인 인격 

형성’이라는 표 , 그리고 2007개정에서는 ‘도덕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덕  사고력과 단력, 실천 동기  능력을 함양하여 자

율 이고 통합 인 인격을 형성한다’는 표 이 책임의 포  의미로 사용

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직 으로 ‘책임’이라는 용어를 통해 서술한 단

어 내지 문장은 발견할 수 없었다.

4차, 5차, 2007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책임’이라는 용어 혹은 내용

으로 명확하게 책임과 련한 내용이 언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차부

터 2009개정까지 꾸 하게 책임에 련된 용어와 내용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정

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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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도덕과 성격, 목표, 내용에서의 ‘책임’

구분 성격 목표 내용

1차 -

교수목표 : 

집단생활에 있어서의 

자기 책임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하려는 태

도를 기른다.

-

2차 -

1학년 목표 : 

인격의 존엄을 이해하

고, 자유과 권리를 향

유하면서도 책임과 의

무를 이행하는 생활 태

도를 기른다.

3학년 목표 : 

우리 사회의…( 략)…

사회인으로서의 자각

과 책임을 느끼게 하

고…(이하생략)…

사회생활 : 

사회 공동생활에서의 연 책임을 자

각하고 끝까지 이를 완수한다.

3차 -

일반목표 :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

로서의 자기를 깨닫고 

올바른 인간 계를 통

하여 민주  도의와 질

서를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원만하

고 건 한 가정  사

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2학년 목표 :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자유와 권리를 올바르

게 리고 행사하며, 책

임과 의무를 다하여 명

랑한 사회를 이룩하려

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학년 내용 2학년 : 

개인생활(책임), 사회생활(의무 이

행과 책임)

학년 내용 3학년 : 

사회생활(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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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 -

5차 - - -

6차

추구하는 인간상 : 

자주 인 사람…

( 략)…권리와 책

임을 균형 있게 의

식하는 사람, 자주

인 사람 안에 책

임감을 포함

-
1학년 내용 사회생활 : 권리와 책

임

7차 - -

학년 내용 3학년 : 

맡은 일에 책임 다하기, 자기가 맡

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일의 의미…

( 략)…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일

의 의미와 요성, 책임을 다하지 않

았을 경우의 문제 과 책임을 다했

을 경우의 기쁨과 보람, 학교나 가정

에서 책임을 다하기 해 해야 할 

일들, 자신의 생활 반성과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

고등학교 시민윤리 : 

역별 내용 안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의 능력과 태도로 자율성과 책임의

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

는 자세를 강조

2007

개정
- - -

2009

개정

성격 : 

도덕교과는 인간

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을 익히고, 인간

과 사회, 자연․

월  존재와의 

계 속에서 올바

른 도덕  책임

과 의무를 이해하

며…(이하생략)

-

주요 가치․덕목 : 

체지향 덕목 존 , 책임, 정의, 배

려  한 요소

학교 1-3학년 역 성취기  : 

바람직한 가치․규범의 의미와 요

성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략)…문제 해결을 한 올바른 도덕 

단을 내리며, 도덕  주체로서 책

임 있게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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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성취 기  :  

도덕  주체로서…( 략)…그 결과에 

해 책임을 질  알고 도덕 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학습 내용별 성취기  등 5-6학년 : 

도덕  주체로서의 나 부분에서 ‘자

기 행동에 한 책임감’ 책임을 다

하는 생활의 의미와 요성을 알고,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고 결과에 

해 책임지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해 자신의 역할이나 과제, 의무 등

에 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요

한 이유를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찾

아보고 책임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본받는다.

학습 내용별 성취기  학교 1-3학년 : 

우리․타인과의 계…( 략)…사이

버 공간에도 타인 존 과 도덕  책

임이 필요하다는 을 인식하고…

(이하생략)…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계에

서…( 략)…이를 통해 사익과 공익, 

권리와 책임(의무)간의 조화를 추구

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내용 체계 : 

직업의 의의와 직업 생활의 윤리  

책임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학습 내용별 

성취 기  : 

윤리문제에 한 다양한 근에서 

책임 윤리  근에 해 언 , 과

학 기술의 윤리  과제와 책임윤리, 

환경에서도 미래 세 에 한 책임

과 환경 문제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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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교육과정 1차부터 2009개정까지 꾸 히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

용하여, ‘책임 의식’, ‘책임과 의무’, ‘책임의 덕목’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를 계 속에서의 책임에서 도출함

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타인과의 계를 통해 갖는 의무를 책임 의

식과 연결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는 도덕교육  측면에서 책임이 타인과의 

계 내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향유하고 있어야 하는 하나의 덕목과 같은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의 등 3학년 내용에서는 책임을 다

하는 것에 하여 구체 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후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격에서 책임을 ‘도덕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주요 가치․덕목 에서는 체지향 덕목 

4가지  한 가지로 책임을 선정하고 있다. 한 학교 1-3학년 성취기

에서는 ‘도덕  주체로서 책임 있게 행동 한다’는 을 기술하여 책임 교육

이 요함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습 내용별 성취기 에서 등학교 

5-6학년에서는 ‘자기 행동에 한 책임감’, ‘책임을 다하는 생활의 의미와 

요성’ 등으로 구체 으로 성취기 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교 1-3학년에

서는 사이버 공간도 하나의 사회  공간이기에 타인존 과 도덕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 고등학교의 생활과 윤리에서는 역할 

책임과 련하여 직업 생활에서의 윤리  책임을, 환경 문제와 련하여 

미래세 에 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꾸 히 책임에 한 단어를 언 하여 

왔으며,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성격, 목표, 내용의 측면에서 밝 왔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교육과정  성격, 목표, 내용  측면에서 일 되게 등장

하지 못했다는 이나 4차, 5차,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  책임이라는 

단어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발견되었다. 한 비교  지속 으로 책

임이라는 단어를 언 하고는 있지만, 책임의 구체 인 의미를 밝히지 않으

며, 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순하

게 ‘책임 의식을 갖는다.’거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와 같이 도덕  

주체로서 가져야 하는 ‘교훈  용어’로 표 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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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구체 이지 않고, 단순한 교훈  형태로 반복 으로 제시되고 

있는 책임이 과연 진정성 있는 책임인지, 그리고 실제 수업 장에서 책임

이 요한 하나의 덕목으로 강조되어 교육될 수 있는 것인지에 한 진지

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동의 책임은 무책임’이라는 교훈의 의미를 되짚어

보며 책임이 단순히 반복 으로, 무의미하게 등장하는 덕목이 아닌, 학생 

개개인에게 요한 의미로 교육되고 달될 수 있는 방안에 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2015개정 교육과정 분석129)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지닌 2015개정 교육

과정에서 도덕과 교육과정은 특히 인성교육이라는 목표에 을 맞추고 

있다. 이를 해 행 교육과정에서는 4개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가

치 계 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해 자신과의 계에서는 ‘성실’, 타인과

의 계에서는 ‘배려’, 사회  공동체와의 계에서는 ‘정의’, 자연  월

과의 계에서는 ‘책임’을 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130) 본 항에서는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도덕  책임’에 한 교육을 성격, 목표, 내

용을 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9) 교육부, 앞의 책.

1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의 책,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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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상 성격, 목표, 내용에서의 ‘책임’

구분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책임’

성격

도덕과는 성실․배려․정의․책임이라는 네 개의 핵심 가치를 내면

화함으로써 인성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 함과 동시에 도덕 인 삶을 

자율 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실천  성격의 교과이다.…(이하생략)…자연  월과의 계에서

는 자신의 행 에 한 인과  책임과 삶의 의미 물음에 한 존

재  책임을 포용하는 포 인 의미의 책임을 지향하는 도덕

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이상  인간상으로 삼는다.

목표

도덕과는 기본 으로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 21세기 한국인으로

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인성의 기본 요소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는다. 

내용

핵심 가치 :  성실, 배려, 정의, 책임  한 요소

등 도덕 핵심 가치  책임에서 일반화된 지식 :  

인간으로서 도덕  책임을 다하기 해 인간의 생명과 자연, 참된 

아름다움과 도덕  삶을 사랑하고, 정 인 삶의 자세를 가진다.

등 도덕 타인과의 계(6학년 도덕 02-01) :

사이버 공간에서 필요한 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를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

등 도덕 타인과의 계(6학년 도덕 02-03) :

사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고, 사의 모범 사례를 

따라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

등 도덕 사회․공동체와의 계(4학년 도덕 03-01) :

공익의 의미와 요성은 무엇이며, 공익을 해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

등 도덕 사회․공동체와의 계(6학년 도덕 03-02) :

공정하게 살아가기 한 태도와 능력은 무엇이고, 이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



- 114 -

의 표와 같이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에는 도

덕  책임과 연 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1차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도덕  책임을 가져야 한다.’거나, ‘윤리

 책임’, ‘사회  책임’과 같은 ‘교훈  용어’로서 표 되어 있다는 한계가 

발견되었다. 한 핵심가치들을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기술함

으로써 ‘책임’의 내면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한 구체 인 내용이나 

방법들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등 도덕 자연․ 월과의 계(4학년 도덕 04-01) :

인간 생명이 소 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인

간 생명을 존 할 수 있을까?

학교 도덕 타인과의 계(2학년 도덕 02-05) :

정보화 시 에 도덕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 도덕 사회․공동체와의 계(3학년 도덕 03-04) :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이해하고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

인지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법 의식을 길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

학교 도덕 자연․ 월과의 계(3학년 도덕 04-02) :

과학 기술에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과학과 윤리) :  

과학 기술은 윤리  책임을 바탕으로 발 하여야 한다.

과학 기술의 사회  책임

사회문제를 비 하는 역할을 하는 미디어 매체들에는 엄격한 윤리

 책임이 요구된다.

미래 세 에 한 책임의 문제, 생태 지속가능성 문제 등이 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평화와 공존의 윤리) :

지구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한 제도 보완, 해외 원조 등

의 윤리  책임과 기여가 필요하다.

국제 사회에 한 책임과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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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분석131)

본 항은 2009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분석에 따라 도덕 교과서

에 제시된 도덕  책임과 련된 단원들을 심으로 주요 내용과 기술 방

식에 해 분석한다. 도덕  책임과 련한 단원들은 등학교 도덕, 학

교 도덕,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순서로 논의한다. 

첫째로, 등학교 5․6학년 ‘도덕  주체로서의 나’ 역에서 ‘자기 행

동에 한 책임감’으로 언 되었다. ‘(나) 자기 행동에 한 책임감’에 한 

학습내용별 성취기 은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책임을 다하는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자신의 역할이나 과제, 

의무 등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를 개인과 사회 차원

에서 찾아보고 책임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본받는다.

① 책임의 의미와 중요성 및 책임을 다하는 개인과 사회의 모습

② 학교나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

③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실천 방법과 책임을 다하는 태도

의 내용에 따라 교과서의 단원 구성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131)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2015년 12월 재 편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 

교과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뜻한다. 한 교과서 분석을 한 단원선택의 기

은 ‘도덕  책임’과 련된 교육과정 내용부분에 근거하 다. 교과서 분석의 순서는 ‘도덕  책임’

에 해 기술된 단원들을 심으로 등학교 도덕, 학교 도덕,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순서로 진

행한다. 등학교 도덕은 교육부, 『 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5』(서울: 천재교육, 2015)를 

심으로, 학교 도덕은 미래엔, 『 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1』(서울: 미래엔, 2014)를 심으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는 미래엔,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생활과 윤리』(서울: 미래엔, 2014)를 

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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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등 도덕 5-6학년 : 3. 책임을 다하는 삶

등 5학년 3단원 ‘책임을 다하는 삶’은 학생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

이 도덕 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탐구하는 단원이다. 이 단원은 자

기 자신에게,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해 알며, 이를 실천하기 한 방법들을 탐구한다. 이러한 목표에 근거하

여 3단원 ‘책임을 다하는 삶’에서 ‘책임’에 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방식

은 아래와 같다.   

단원명 3. 책임을 다하는 삶

단원 목표 책임을 다하는 삶의 요성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꾸 히 실천한다.

차시 차시별 활동  내용

1. 책임을 

다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 책임을 다하는 생활의 의미와 요성 알아보기

￭ 책임의 종류와 사례 알아보기

￭ 책임을 다하는 생활 실천하기 (책임 일기)

2. 책임 

있게 

단하고 

선택해요

￭ 책임 있는 행동을 한 바른 단하기

   ‘ 구의 책임일까요?’ 

￭ 책임을 다하기 한 마음 다지기

   ‘책임감’으로 짧은 짓기 ※ 지혜의 샘터 

3. 우리의 

책임입니다

￭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다한 모범 사례 탐구하기

  인류 공동체를 한 책임

￭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 알기

  자연을 한 책임

￭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해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 다지  

  기, 감사장, 고지 시회

4. 책임을 

다하는 

내가 

될래요

￭ 책임을 다하는 방법 탐구하기

￭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 해 실천하기



- 117 -

<표-16> 등 도덕 5-6학년 : 3. 책임을 다하는 삶의 교과서 기술방식 

차시 ‘책임’에 한 교과서 기술 방식

1. 책임을 

다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 책임이란 맡아서 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말해요.

￭ 책임을 다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발 하게 됩니다.

￭ 한 행동에 한 책임, 할 행동에 한 책임, 하지 않은 행동에  

   한 책임으로 구분하여 ‘나의 책임 지수’ 평가하기.

2. 책임 

있게 

단하고 

선택해요

￭ 책임 있는 행동을 하여 바른 단을 해 시다.

￭ 책임의 주체란 어떠한 사건이 있거나 행 를 했을 때 그에   

   해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을 뜻해요. 

￭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 집안일 돕기, 학교 환경 깨끗이 하기, 노인정 방문하여 웃어른  

   공경하기 등은 가정, 학교, 이웃을 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 공공질서 지키기, 문화유산 보호하기, 독도 바로 알기 등은 내  

   가 속한 사회 는 나라를 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 공정 무역 상품 사용하기, 다른 나라의 어려운 친구를 돕기,   

   세계 평화에 심 가지기 등은 인류 공동체를 한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 기 아껴 쓰기, 일회용품 사용 이기, 음식물 쓰 기 이기  

   등은 자연을 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3. 우리의 

책임입니다

￭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다한 모범 사례에서 ‘이종욱’  세계   

   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며, 편안한 삶을 뒤로  

   한 채 인류 공동체를 해 책임을 다한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 책임과 련된 노래지어부르기에서 아픔 슬픔 나 는 책임 공  

   동체라고 제시되어 있다.

4. 책임을 

다하는 

내가 

될래요

￭ 가정, 학교, 이웃에 한 책임, 자연에 한 책임, 사회 는   

   나라에 한 책임, 인류 공동체에 한 책임 어보기 활동

￭ 그 안에서 맡은 역할, 실천방법, 성실하게 실천, 잘했는지 살펴  

   보기, 반성하고 잘못된  고치기를 통한 실천계획 세우기

￭ 비록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완  

   수하겠습니다.

￭ 내가 한 행동, 할 행동, 하지 않은 행동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기 해 꾸 히 노력하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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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학교 1-3학년 ‘도덕  주체로서의 나’ 역의 ‘(바) 자율과 도

덕’에서도 도덕  책임에 해 기술되어 있다.

타율과 복종이 빚어내기 쉬운 도덕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덕적 삶에는 

자유와 자율이 전제가 된다는 점과 자율에 따른 도덕적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도덕적으로 자율

적 인간이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열거한다.

<표-17> 학교 도덕 2 :Ⅰ-2-(2) 자율과 도덕의 계는?

학교 2학년 1단원 ‘자율과 도덕의 계는?’은 자유와 자율의 의미 비

교를 통해 자율에 따른 행동에는 도덕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신 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과 도덕의 계는?’

에서 ‘책임’에 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단원명 2-(2) 자율과 도덕의 계는?

단원 목표
￭ 자유와 자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율과 도덕의 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차시 차시별 활동  내용

Ⅰ-2-(2)

￭ 자유의 두 가지 의미

   - 소극  자유

   - 극  자유

￭ 자유와 자율의 계

￭ 자유와 도덕의 계

   - 자율은 도덕  삶의 제

   - 자율에 따른 행동은 도덕  책임이 따름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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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학교 도덕 2 :Ⅰ-2-(2) 자율과 도덕의 계는? 교과서 기술방식

 

셋째로, 학교 1-3학년 ‘우리․타인과의 계’ 역의 ‘(나) 친구 계

와 도덕’, ‘(다) 사이버 윤리와 ’ 에서도 도덕  책임에 해 기술되어 

있다.132) 먼 , ‘(나) 친구 계와 도덕’에 련된 내용이다.

(나) 친구 관계와 도덕

: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참된 친구와의 사귐이 중요함을 이해하고, 친

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우정을 키워나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또한 성과 

사랑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 모두가 인격체로서 상호 존

중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학교 등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친구 사이의 갈등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친구와 우정을 쌓아

가는 방법과 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성 

교제와 동성 친구와의 교제의 차이점과 이성교제에 책임이 따르는 이유

를 살펴보고 일상생활에서 이성 친구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

한다.

132) 이 두 역에서는 내용을 모두 나열하지 않고, 도덕  책임에 해 언 한 부분만 제시하고자 

한다.

차시 ‘책임’에 한 교과서 기술 방식

Ⅰ-2-(2)

￭ 친구들이 시키는 로 행동함으로써 철수를 괴롭히는 비도덕  

    상황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타율은 도덕  책임감을 약화하기도 한다. 타율 인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외부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도덕  책임  

   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즉 타율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신의 행  

   동에 한 도덕  책임감이 부족하여 잘못된 행동을 한 후에  

   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덕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된   

   다. 그때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내 인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는 자율 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 인 행동에   

   해서는 도덕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깨닫고, 신 하게   

   생각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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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학교 도덕 1 :Ⅱ-2-(2) 친구간의 갈등 사례, 방과 해결 방법

학교 1학년 2단원 ‘친구간의 갈등 사례, 방과 해결 방법’은 친구 간

에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고, 이를 방하며, 해결하는 방법에 해 아

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근거하여 ‘친구간의 갈등 사례, 

방과 해결 방법’에서 ‘책임’에 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표-20> 학교 도덕 1Ⅱ-2-(2) 친구간의 갈등 사례, 방과 해결 방법 교과서 기술방식

 

단원명 2-(2) 친구간의 갈등 사례, 방과 해결 방법

단원 목표

￭ 친구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친구 간의 갈등을 방하고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  

   할 수 있도록 한다.

차시 차시별 활동  내용

Ⅱ-2-(2)

￭ 친구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

   - 잘못된 의사소통

   - 배려 부족

   - 책임 의식 부족

￭ 친구 간의 다툼, 폭력이 끼치는 후유증

￭ 친구 간의 갈등 방과 해결 방법

   - 진솔한 화

   - 자신의 행동에 한 반성

   - 친구의 입장 고려

차시 ‘책임’에 한 교과서 기술 방식

Ⅱ-2-(2)

￭ 친구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  한 가지

   책임 의식이 부족하여 친구와 갈등을 겪기도 한다. 만약 청소  

   시간에 자신의 이익이나 편리함을 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가 그 일을 신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친구 간의 갈등 방과 해결 방법

   - 진솔한 화

   - 자신의 행동에 한 반성

   - 친구의 입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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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학교 도덕 1 :Ⅱ-2-(4)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계와 

학교 1학년 2단원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계와 ’은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자세와 이성 친구와 교제할 때 지켜야하는 에 해 배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근거하여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계와 ’에서 ‘책임’에 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표-22> 학교 도덕 1 :Ⅱ-2-(4)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계와  교과서 기술방식

 

단원명 2-(4) 이성 친구와의 바람직한 계와 

단원 목표
￭ 바람직한 이성 교제를 한 자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성 친구와 교제할 때 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차시 차시별 활동  내용

Ⅱ-2-(2)

￭ 바람직한 이성 교제의 자세

   - 이성 친구와 동성 친구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 하는 자세

   -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는 자세

   - 제하는 자세

￭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이성 친구에 한 

   - 단정한 옷차림

   - 고운 말 사용

   - 공개된 장소에서의 만남

차시 ‘책임’에 한 교과서 기술 방식

Ⅱ-2-(4)

￭ 호기심이나 충동에 이끌려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말고,   

   제하는 자세를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 우리는 건 하고 책임 있는 이성 교제를 통하여 삶에 활력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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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이버 윤리와 예절

: 익명성, 자율성, 다양성을 특성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도 타인 존중과 

도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권리

(인격권, 프라이버시 등)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으며, 지켜야 할 예절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표-23> 학교 도덕 1 : Ⅱ-3-(1)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도덕  책임

학교 도덕 1에서는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아

무런 죄책감 내지 책임의식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것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실제로 상 방이 보이고, 을 마주치며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자유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

시 말하면, 타인을 존 해야 한다거나,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유들에 해 망각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의미와 더불어 왜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도덕 으로 책임감 있는 존재가 

단원명 3-(1)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도덕  책임

단원 목표

￭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 필요한 도덕  책임을 알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차시 차시별 활동  내용

Ⅱ-3-(1)

￭ 사이버 공간의 의미와 특성

   - 익명성, 자율성

   - 다양성, 개방성

￭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  책임과 의무

   - 인간 존 의 의무, 책임

   - 정의, 해악 지의 의무

￭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  실천

   -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네티즌 운동

   - 건 하고 다양한 정보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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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지에 해 다루는 단원이다. 이러한 에 근거하여 ‘사이버 공

간의 특성과 도덕  책임’에서 ‘책임’에 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표-24> 학교 도덕 1 : Ⅱ-3-(1)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도덕  책임 교과서 기술방식

 

넷째로, 학교 1-3학년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계’ 역의 

‘(사)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에서도 도덕  책임에 해 기술

되어 있다.

애국심과 준법의 중요성 및 법을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근거를 이해하고,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다. 이를 통해 사익과 공익, 권리와 책임(의무) 간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차시 ‘책임’에 한 교과서 기술 방식

Ⅱ-3-(1)

￭ 사이버 공간은 실 공간과 달리 사람들과 직  얼굴을 마주

하지는 않지만, 결국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들어 가는 공간이다. 그

러므로 우리가 실 세계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듯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에 해서도 도덕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 사이버 공간에서도 책임이 요구된다. 책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는 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일을 지르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책임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자신의 행동

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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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학교 도덕 2 : Ⅲ-3-(4) 

사익과 공익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학교 2학년 3단원 ‘사익과 공익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는 

사익과 공익에 한 의미와 지나치게 한쪽만을 추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들에 해 배운다. 한 그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사익과 공

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자세에 해 다룬다. 이러한 

에 따라 ‘사익과 공익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서 ‘책임’에 

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표-26> 학교 도덕 2 : Ⅲ-3-(4) 

사익과 공익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교과서 기술방식 

단원명 3-(1) 사익과 공익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단원 목표

￭ 지나친 사익과 공익 추구의 문제 을 이해할 수 있다.

￭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기 한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자세  

   를 갖는다.

차시 차시별 활동  내용

Ⅲ-3-(4)

￭ 지나친 사익과 공익 추구의 문제

   - 지나친 사익 추구 문제  : 다른 사회 구성원 권리 침해, 

     공동체의 유지 발 과 개인의 삶에 부정 인 향 미침

   - 지나친 공익 추구 문제  :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됨

   -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기 한 노력이 필요

￭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기 한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자세

   - 개인의 올바른 권리 추구

   - 책임과 의무의 충실한 수행

   -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 함양

차시 ‘책임’에 한 교과서 기술 방식

Ⅲ-3-(4)

￭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교통질서를 지켜야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듯이, 공동체 체의 이익과 발 을 해서

는 각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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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 학교 1-3학년 ‘자연․ 월  존재와의 계’ 역의 ‘(다) 

과학 기술과 도덕’ 에서도 도덕  책임에 해 기술되어 있다.

현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학 기술의 가치와 한계를 인식하고, 

과학의 가치중립성과 과학자의 도덕적 책임 문제를 인식하며, 과학 기술

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과학 

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학 기술의 목

적과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다.

<표-27> 학교 도덕 1 : Ⅳ-3-(3) 생명 과학의 윤리  측면과 바람직한 활용

학교 1학년 4단원 ‘생명과학의 윤리  측면과 바람직한 활용’에서는 

인간의 좀 더 나은 삶을 한 생명 과학의 발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

제들과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기 한 자세 등에 해 다룬다. 이러한 

에 근거하여, ‘생명과학의 윤리  측면과 바람직한 활용’에서 ‘책임’에 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단원명 Ⅳ-3-(3) 생명 과학의 윤리  측면과 바람직한 활용

단원 목표
￭ 생명 과학의 윤리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생명 과학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차시 차시별 활동  내용

Ⅳ-3-(3)

￭ 생명 과학의 발달과 혜택

   - 질병 치료와 생명 연장

   - 식량 문제 해결

￭ 생명 과학의 윤리  문제

   - 인간의 존엄성 훼손

   - 인간의 안 성 문제

   - 개인의 사생활 침해

   - 동물 실험의 윤리성 문제

￭ 생명 과학의 바람직한 활용

   - 인간의 존엄성 보장

   - 모든 생명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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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학교 도덕 1 : Ⅳ-3-(3) 

생명 과학의 윤리  측면과 바람직한 활용 교과서 기술방식

 

도덕  책임에 한 내용은「생활과 윤리」과목에서도 찾을 수 있었

다. 「생활과 윤리」과목에서는 각 역별로 도덕  책임을 명시 으로 언

한 부분도 있었으며, 일부 역에서는 간 으로 도덕  책임과 련하

여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발견되었다. 생활과 윤리는 ‘  생활과 응용

윤리’, ‘생명․성․가족 윤리’, ‘과학 기술․환경․정보 윤리’, ‘사회 윤리와 

직업윤리’, ‘문화와 윤리’, ‘평화와 윤리’의 6개의 역으로 나 어져 있다. 

각 역에서 ‘도덕  책임’ 내지 ‘책임’과 련하여 언 한 단원은 다음과 

같다.

차시 ‘책임’에 한 교과서 기술 방식

Ⅳ-3-(3)

￭ 과학 기술은 세 는 물론이고 미래 세 에 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세 가 이룩한 과학 기술의 결과는 미래 세 에 커

다란 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발 은 

세 와 미래 세 의 요구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 

￭ 도덕은 과학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 기술에 한 도덕  반성과 책임 의식

을 바탕으로, 과학 기술이 공동체의 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 우리가 생명 과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 와 미래 

세 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 과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덕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

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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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9>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도덕  책임과 련된 단원

<표-30>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도덕  책임과 련된 단원의 교과서 기술방식

Ⅰ.  생활과 응용윤리
3. 윤리 문제에 한 다양한 근 

(4) 책임 윤리  근과 담론 윤리  근

Ⅱ. 생명․성․가족 윤리 -

Ⅲ. 과학기술․환경․정보윤리

1. 과학 기술과 윤리

(3) 과학 기술의 윤리  과제와 책임 윤리

3. 환경 문제에 한 윤리  고려

(3) 미래세 에 한 책임과 환경 문제

Ⅳ. 사회 윤리와 직업윤리 4. 직업의 의의와 직업 생활의 윤리  책임

Ⅴ. 문화와 윤리 -

Ⅵ. 평화와 윤리 -

차시 ‘책임’에 한 교과서 기술 방식

Ⅰ-3-(4)

책임 

윤리  

근과 

담론 

윤리  

근

￭  사회의 특징  하나는 어떤 행 의 결과에 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다. 책임윤리는 익명성 때문에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복잡한  사회에서 무엇보다 자신

의 행 에 한 책임을 강조한다. 

￭ 베버의 책임 윤리 : 행 의 측 가능한 결과에 엄격한 책임

을 묻는 윤리이다. 

￭ 요나스의 책임 윤리 : 인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다.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자체로 책임을 

야한다는 의무로 연결된다. 인류의 존속이라는 무조건  명령

을 이행하기 해 자연과 미래 세 에 한 책임을 제시한다.

￭ 윤리  의사결정과 련하여 책임 윤리는 견할 수 있는 모

든 결과에 한 책임  미래 지향 인 당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책임 개념의 확장은  사회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책임 윤리는 세 의 생존뿐만 아니라 

미래 세 의 생존까지 한 인간 생명뿐만 아니라 생태계 체에 

한 책임까지도 강조한다. 

Ⅲ-1-(3)

과학 

기술의 

￭과학 기술의 윤리  과제를 해결하고 과학 기술을 바람직하게 

활용하기 해서는 윤리  책임이 요하다.

￭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 따라 우리는 윤리  책임의 범 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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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도덕  책임’에 한 교과서의 기술 방식에 해 살펴보았다.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책임을 개인

에게 주어진 임무나 의무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

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책임을 ‘행 자의 행동’과 연결하여, 과거․ 재․미래에 행 자가 하는 많

은 행동들에 해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함으로 정의 내렸다. 이는 개인

의 행동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하나의 자세로 다루어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윤리  

과제와 

책임 윤리

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그리고 미래 세 에 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내재 이고 본질 인 가치를 지니는 모든 

생명에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그는 행동하기 에 행동

의 결과에 하여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 ‘ 견  책임’을 강조

한다. 과학 기술의 발 이 먼 미래에 끼치게 될 결과를 측하여 

생명에 하여 도덕 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Ⅲ-3-(3)

미래세

에 한 

책임과 

환경 문제

￭요나스는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한 세 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책

임은 일차 으로 미래 세 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차 으

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다.

￭ 우리는 미래 세 에 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를 해

결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

Ⅳ-4 

직업의 

의의와 

직업 

생활의 

윤리  

책임

￭ 사회나 시 의 변화와 계없이 자신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의식이나 성실함은 직업윤리의 일반성에 해당한다.

￭ 기업가는 기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행  원칙인 기업 윤리를 

지키면서 공익을 추구하고 사회  책무를 다해야 한다.

￭ 문직 종사자는 문가가 되기 한 과정에서 자신이 종사하

게 될 직업에 한 숙련된 기술 축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한 책

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공직은 국가 기 이나 공공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

무를 말한다.

￭ 사회 윤리 차원에서도 고소득 문직 종사자에 한 탈세 감

시, 공직자 윤리법 시행 등과 같이 문직 종사자와 공직자가 사

회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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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들을 심으로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를 들면 친구와의 갈등 상황, 이성 교제, 사이버 공간 등 내가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알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가져야 하는 자세로 책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의 책임은 주체로서의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의 책

임, 그리고 그 책임의 부재에 한 의미를 포 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은 ‘ 등학교 도덕 5-6학년 책임을 다

하는 삶’에서 책임에 한 구체 인 의미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해 구체 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 그 이외의 단원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에 해 구체 으로 안내되

지 않았다. 도덕  동기화를 해 도덕  책임의 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그 책임을 다하기 한 구체 이고 실용 인 방법 등이 기술되는 것이 더

욱 바람직할 것이다.

  2. 도덕  책임에 기 한 도덕교육의 방향과 용133)

       1) 도덕  책임에 기 한 도덕교육의 방향

도덕교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 을 형성시키고 공동체의 일원으

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교과이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학생들의 

가치  형성과 도덕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왜

냐하면 도덕교육의 방향에서 설정한 성격, 목표, 성취 기  등이 학생들의 

133) 이하 에서 도덕교육의 내용으로서 도덕  책임을 한 교육의 논의는 2015개정 교육과정을 

기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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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형성과 도덕  행동, 그리고 도덕  삶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항에서는 앞서 논의한 도덕  책임에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덕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논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도덕  책임이 도덕교육에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를 확

인하기 해 도덕교육의 일반 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에 기 한 도덕교육의 방향을 탐

색한다. 이때 도덕교육의 방향 탐색은 도덕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  

측면과의 연계성을 으로 검토한다. 

도덕교육의 완성에는 반드시 학생들의 도덕규범에 한 이해와 더불어 

이들의 실천  행 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에 

일 된 체계로 내면화 되어야 한다.134) 이는 도덕교육이 단순히 도덕  지

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여 실천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 부합하기 해 도덕교육에

서 추구하는 성격과 목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도덕과에서 이루어지는 배움(학습)은 학생들이 도덕  진퇴양난의 상

황에 빠져서 문제해결을 해 고민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해야 하고(‘윤

리함’)135), 몸 공부, 마음공부, 독서(경서강독)공부에 충실을 기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136) 따라서 도덕교육은 학생들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

들이 삶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는 발 들을 제공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들에 근거하여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과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34) 고 ․오기성․김항인․임상수․김철호 공 ,『도덕교육의 체계  이해』( 주: 양서원, 2014), 

p. 30.

135) 루이스 본(L. Vaughn)은 ‘윤리함’(doing ethics)이란 학생들이 암기해야 하는 지식의 체계(a 

body of knowledge)가 아니라 활동(activity)임을 강조한다. 정창우, “도덕과의 정당성  정체성 

연구”, 『윤리연구』, 제82호, 2011, p. 255 재인용. 

136) 정창우, “도덕과의 정당성  정체성 연구”, 『윤리연구』, 제82호, 2011, pp. 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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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중첩된 인간상을 지향점으로 삼아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인성의 기본 요소인 핵심가치를 

확고하게 내면화하고, 학생의 경험 세계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둘러싼 현

상을 탐구하고 내면의 도덕성을 성찰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삶 속에서 실

천하는 과정을 추구하는 ‘도덕함’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교과이

다.137)

이처럼 도덕교육에서는 학생들이 행 의 주체인 자신에 해 깊이 탐구함

과 동시에 도덕 인 사람으로 끊임없이 성찰하며 늘 실천하도록 하기 한 

교육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학생들 자신의 행복과 발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 과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일 것이다. 

이때, 도덕 인 사회로 나아가기 한 출발 에 도덕 인 행 의 주체

로서 ‘나’가 존재함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사회는 단지 물질 이거나 형식

인 것들의 집합체가 아니며 그 운 의 심에 반드시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고 운 하는 주체인 개인에게는 행 에 

한 책임이 필연 으로 요구된다. 만약 무책임한 개인들로만 구성된다면 그 

사회는 온 히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 의 주체인 개

인은 스스로의 행동을 이행하는 과정, 즉 동기화 과정에서 ‘도덕  책임’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도덕  책임은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작용

할 수 있는 요한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도덕  동기화에 있어서 도덕  

책임은 선의지와 같은 순수한 동기의 발로이자 동기화의 과정을 통해 나타

나는 도덕  행 의 결과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기 때문

이다. 를 들어 도덕  책임감이 형성된 사람은 물건을 사고 자신이 받아

야 하는 거스름돈 보다 많은 돈을 받았을 때, 즉각 으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결정의 힘에 따라 많이 받은 돈만큼을 

돌려  것이다. 한 도덕  책임감은 과된 거스름돈을 모른 척 했을 

137) 교육부,『도덕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2015), p. 3. ‘도덕함’은 “학생의 

경험 세계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둘러싼 상을 탐구하고 내면의 도덕성을 성찰함과 동시에 스스

로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Ⅱ 도덕과 교육과정』(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15),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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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발생하는 부정 인 결과에 해서도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도덕  책임은 행 의 주체가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인 도덕  동

기화의 과정에서 행 의 동기와 결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한 도덕  책임은 행 의 주체가 자기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미치는 타인․사회, 그리고 자연까지도 고려의 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든다. 

그 다면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에 기 한 도덕교육

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2015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가치

계 역을 ‘자신과의 계’, ‘타인과의 계’, ‘사회․공동체와의 계’, ‘자

연․ 월과의 계’로 나 어 제시하고 있다. 한 각각의 가치 계 역의 

핵심 가치로 성실․배려․정의․책임을 들고 있다. 물론 네 가지의 핵심 

가치가 가치 계 역을 넘나들며 필요한 요소라는 을 나타내고 있지

만, 책임은 주로 ‘자연ㆍ 월과의 계’ 내용요소에 집 으로 연결되어 

있다.138) 하지만 도덕교육의 핵심 목표인 ‘도덕함’을 제 로 실 하려면 도

덕  책임이 필수 이다. 왜냐하면 도덕  책임을 통해 학생들은 도덕  

행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동기와 결과가 모두 고려된 선택을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 가치인 책임은 한 가치 계 역에만 국한되어

서는 안 되며, 각 역의 내용요소들과 긴 하게 연결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가치

계 역에 따르는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을 도덕  책임 개념과 연 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자신과의 계’ 역에서는 개인  차원에서의 도덕  

책임으로, 도덕  자아로서의 도덕  책임, 그리고 자기-결정의 힘으로서의 

도덕  책임을 용할 수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 등학교 도덕과 학

교 도덕 내용 체계 안에서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은 아래와 같이 도덕  

책임과 연결된다. 

138) 자신과의 계 역에서는 주로 ‘성실’의 가치를, 타인과의 계에서는 ‘배려’의 가치를, 사회ㆍ공

동체와의 계에서는 ‘정의’의 가치를 심으로 내용요소가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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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와 도덕  책임-1

의 표에서 등학교와 학교의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은 자신과의 

계 역 , ‘성실’을 핵심가치에 두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도덕  자아 정체성, 자신의 욕구 다스리기, 자기 조 ㆍ존 과 같은 부분

은 도덕  자아로서의 도덕  책임, 그리고 자기-결정의 힘으로서의 도덕

 책임과 연결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자신과의 계 역은 ‘성실’

의 가치뿐만 아니라 ‘책임’의 가치가 요하게 논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타인과의 계’, ‘사회․공동체와의 계’, ‘자연․ 월과의 

계’ 역은 덕으로서의 도덕  책임과 역할 수행으로서의 도덕  책임을 

용할 수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 등학교 도덕과 학교 도덕 내용 체

계 안에서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은 아래와 같이 도덕  책임과 연결된

다. 

구분 역
일반화된 

지식
기능

개인  차원에서의 

도덕  책임

등

학교 자

신

과

의

계

(생략)…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다스린다.

- 도덕  자아 정체성

- 자기감정 조

- 유혹 이겨내기

- 도덕  책임은 자신의 정

체성을 받아들인 개인에게서 

드러나는 특징 인 기술이나 

능력

- 도덕  책임은 자신의 행

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

명한 표 이자 의지를 반

하는 자기-결정의 힘(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

학교

(생략)…바람직

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 도덕  정체성 정립 

능력

- 도덕  자기 인식․

존 ․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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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2015개정 도덕 교육과정 내용체계와 도덕  책임-2

의 표에서 등학교와 학교의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은 타인과의 

계 역에서는 ‘배려’, 사회ㆍ공동체와의 계에서는 ‘정의’, 자연ㆍ 월과

의 계에서는 ‘책임’을 핵심가치에 두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서 타인 입장 이해하기,  채택하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행  결과

를 상상하기, 실천 의지 함양하기와 같은 부분은 덕으로서의 도덕  책임, 

그리고 역할 수행으로서의 도덕  책임과 연결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

구분 역
일반화된 

지식
기능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의 

도덕  책임

등

학교

타인과의 

계

(생략)…서로 존

하고 을 

지키며…(생략)

- 도덕  화하기

- 타인 입장 이

해․인정하기

- 직책과 상황에 따르는 명시

 책임을 가지는 것뿐만 아

닐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요

구에 한 책임을 지는 능력

- 타인의 필요와 요청에 올바

르게 응답하며, 타인을 향한 

공감과 더불어 타인에 한 

장기 인 심을 보일 수 있

는 능력

-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상황

에 한, 미래세 에 한, 직

업에 한 등)에 책임을 다하

는 것은 사회  역할을 충실

히 해내는 능력

사회․

공동체와

의 계

(생략)…인권을 

존 하며…(생략)

-  채택하기

- 행  결과 도덕

으로 상상하기

자연․

월과의 

계

인간으로서 도덕

 책임을 다하

기 해…(생략)

- 실천 의지 기르기

- 책임감 있게 행동

하기

학교

타인과의 

계

(생략)…상 방

을 존 하고 배

려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생략)

- 다른 사람의  

채택하기

- 행  결과를 

상상하기

-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사회․

공동체와

의 계

(생략)…세계 시

민으로서 지구 공

동체의 도덕 문제 

해결을 해 노력

해야 한다.

- 공동체의 일원

되기

- 보편   채

택하기

자연․

월과의 

계

환경친화  삶

과 과학 기술의 

윤리  사용을 

통해 지속 가능

한 미래를 지향

하고…(생략)

- 생명 친화   

채택하기

- 생태 지속가능성 

추구하기

- 실천 의지 함양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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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타인과의 계, 사회ㆍ공동체와의 계, 자연ㆍ 월과의 계 역은 

‘배려, 정의, 책임’ 각각의 가치만을 으로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의 가

치가 요하게 논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았을 때, ‘책임’의 가치는 도덕교과의 특정 

역, 혹은 특정 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범 에 걸쳐 다루

어져야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

상 핵심 가치들은 역을 넘나들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네 

역에 각각의  가치들을 두고 책임을 ‘자연ㆍ 월과의 계’ 역의 핵

심 가치로 둔 것은 자칫 책임이 다른 역에서는 제한된 역할을 담당한다

는 인식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덕함’을 목표로 하는 도덕교육이 더

욱 효과 으로 실 되기 해서는 도덕  책임으로서의 단 인 ‘책임’ 가치

가 더욱 폭넓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과정 목표로서 도덕  책임의 용

도덕  책임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좀 더 주체 이며, 능동 으

로 도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도덕  책임은 ‘자기-결정의 힘’으로서 학생들이 도덕  행동을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 교과

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체계 으로 도덕  책임에 한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 먼 , 도덕  책임이 교육과정의 목표로서 용될 수 있을 것인지

를 살펴본다. 도덕의 성격과 목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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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도덕의 성격과 목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덕 교과는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이다. 

이러한 측면에 따라 도덕과는 성실․배려․정의․책임이라는 네 개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인성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 함과 동시에 도덕 인 

삶을 자율 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성격

도덕과는 학교 인성 교육의 핵심 교과이다. 도덕 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

민이라는 첩된 인간상을 지향 으로 삼아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어

야 할 인성의 기본 요소인 핵심 가치를 확고하게 내면화하고, 학생의 경험 세

계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둘러싼 상을 탐구하고 내면의 도덕성을 성찰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추구하는 ‘도덕함’의 시간과 공간

을 제공하는 교과이다. 도덕과에서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의 

바탕 아래, …(이하생략)… 

도덕과는 성실․배려․정의․책임이라는 네 개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함

으로써 인성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 함과 동시에 도덕 인 삶을 자율 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실천  성격의 교

과이다. 자신과의 계 역에서는 자신에 한 존 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추

구하는 성실을 내면화하고, 타인과의 계에서는 타자에 한 존 을 토 로 

바람직한 계 설정을 지향하는 배려를 심에 두며, 사회  공동체와의 계

에서는 공정성을 토 로 바람직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의를 심에 둔다. 자연 

 월과의 계에서는 자신의 행 에 한 인과  책임과 삶의 의미 물

음에 한 존재  책임을 포용하는 포 인 의미의 책임을 지향하는 도덕

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이상  인간상으로 삼는다. 

목표

도덕과는 기본 으로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

추고 있어야 하는 인성의 기본 요소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토 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율 으로 찾

아갈 수 있는 도덕  탐구  윤리  성찰, 실천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 도덕 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37 -

실천  성격의 교과이다. 여기에서 성격과 목표에 인성의 기본 요소인 핵

심 가치 4가지 에 하나를 ‘책임’이라고 제시한 것을 보았을 때, 도덕 교

과에서 도덕  책임 교육의 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  책임

과 련하여, 인성 교육에서도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으로 ‘책임’을 선정하

고 있다.

인성 교육은 좋은 인성을 갖춘 학생들 내지 그들이 자라 좋은 인성을 

갖춘 시민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그 다면 ‘좋은 인성’, ‘바람직

한 인성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사

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 즉 성실, 용기, 제, 

배려, 의, 도덕  인 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과 같이 ‘도덕  덕

성(moral virtue)과 역량을 지닌 사람’이자 인권존 , 법, 동, 사회  책

임, 정의, 공동체 의식, 환경윤리의식 등과 같이 주로 공동선에 한 심 

 공 인 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민  덕성(civic 

virtue)과 역량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139)

이처럼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내기 해서는 도덕  덕성과 시민  덕

성을 기반으로 하여 그러한 역량을 지닌 사람에 한 교육이 요구된다. 먼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내기 한 핵심 덕목에서 ‘도덕  책임’에 한 언

은 다음과 같다.

<표-34>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  ‘도덕  책임’에 한 내용140)

139) 정창우,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서울: 교육과학사, 2015), p. 16.

140) 각 학자 내지 기 에서 인성교육을 한 핵심 덕목으로 제시한 것  본 논문 주제와 련하여 

‘도덕  책임’과 계된 것만을 추려서 정리하 다.

더불어 함께 복된 삶을 사

는 일과 련된 덕들  

- 책임141)

○ 책임 이행의 덕이란 상호 의존 으로 결합된 

인간 공동체 내에서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완성하

고 공동체의 공동선 실 을 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 과제,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말함

○ 책임의 덕은 자신과의 화를 통한 자아의 도

덕  성장, 자신의 바람직한 삶에 한 진솔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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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창우는 인성교육 핵심덕목으로 책임을 선

정하여 아래 <표-35>과 같이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141) 유병열, 『도덕교육론』( 주: 양서원, 2011), pp. 323-325.

142)  D. K. Lapsley & K. C. Power(정창우 역), 앞의 책, p. 173.

143) Martin E. P. Seligman(김인자․우문식 옮김), Positive psychology, 『 정심리학』(서울: 물푸

, 2011), p. 261. 

144) 정창우(2015), 앞의 책, p. 94. 

    조셉슨 연구소는 1980년   미국 인성교육이 다시 활성화 되는 기에 설립된 서부 기반 인성 

교육기 이고 학생을 한 인성 교육 기 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선도 이다. 

망, 윤리  자아의 실체 형성, 맡은 일을 다함으로

써 체 사회에 해 공헌하는 것

○ 개인  공동체  삶 속에서 그리고 사회 규칙

과 제도들에 의해 부여되는 역할을 받아들여 이를 

충실히 실천하는 이른바 역할 수용과 역할이행의 

도덕  품성을 기르게 하는 일이 요

자기 통합성과 련된 높

은 수 의 덕 - 책임감142)

○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아에 해 작용

하는 것, 의도 인 자기 통제, 유혹에 항하기, 노

력, 그리고 결단을 통해 표 됨

○ 책임감은 개인의 의도와 욕망이라는 목 에 

해 행동의 일 성을 만드는 것

정의(justice) 역에서 

정 심리학의 ‘인성 강 ’ 

목록  - 책임감143)

○ 헌신 , 충실함, 언제나 자기가 해야 할 몫을 

다하고 집단의 성공을 해 열심히 노력

○ 집단의 목 과 목표에 최선을 다함

조셉슨 연구소(Josephson 

Institutue)의 ‘여섯 기둥(6 

Pillas)의 덕목  - 책

임144)

○ 할 일을 할 것

○ 미리 계획할 것

○ 끈기 있게 해볼 것

○ 항상 최선을 다할 것

○ 자기 통제

○ 자기 수양

○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할 것

○ 책임 있는 말과 행동, 태도를 가질 것

○ 좋은 모범이 될 것

○ 인내, 제, 신 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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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5> 학교 인성교육을 해 추구해야 할 핵심 덕목-책임145)

의 내용 통해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인 ‘도덕  책임’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  책임은 공동체의 공동선 실 을 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내지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과 같이 역할 수용과 이행

의 도덕  품성에 해당한다. 둘째, 도덕  책임은 행  주체에게 있어서 의

도 인 자기 통제를 통하여, 개인의 의도와 욕망이라는 목 에 해 행동

의 일 성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도덕  책임은 집단의 목 과 목표

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주는 개념이다. 이를 토 로 학교의 인성교육에

서는 학생들이 행 의 주체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해 

교육해야 할 핵심덕목을 책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

145) 정창우(2015), 앞의 책, p. 102.

의미  

도덕  기능

○ 맡아서 해야 할 역할과 의무에 한 의식과 헌신

○ 자기 가신, 가족, 지역공동체, 국가, 지구 공동체에 한 

역할과 의무를 인식하면서 사랑과 헌신으로 이러한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려는 것

○ 자신의 행  혹은 행 결과에 한 책임과 자기 존재의 

미래에 한 미래지향 인 책임

련(하 ) 

덕목․인성 

특질

○ 역할책임(role responsibility)

○ 행 책임(responsibility in action)

동양 (유교 ) 

의미
성(誠)

교육  기  

효과

자기․타인 

○ 개인의 행  책임 시

○ 자신의 미래에 한 책임 시

○ 타인에 한 책임 시

사회․자연

○ 집단행 에 한 공동 책임 시

○ 국가에 한 책임 시

○ 동식물에 한 책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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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행 에 해 도덕 으로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계와 환경에서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3) 교육과정 내용으로서 도덕  책임의 용

2015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역은 ‘자신과의 계’, ‘타인과의 

계’, ‘사회․공동체와의 계’, ‘자연․ 월과의 계’이다. 그리고 이들 역

에서 학생들에게 내면화하도록 해야 하는 핵심 가치는 성실․배려․정의․

책임이다. 여기에서 핵심 가치의 하나로 책임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은 도

덕 교과에서 책임교육의 요성을 보여주는 목이다. 그러나 실제로 책임

과 련하여 직 인 단어의 언  내지 내용에 한 서술은 각 역에서 

1회 이상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헐 으로 일부의 역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핵심 가치로서 책임을 하나의 가치로 선정하고 있

지만 각 역에서 일 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과 4가지 핵심 가치의 

구분이 선으로 표시되어 4 역 모두 다룰 수 있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가치를 주로 자연․ 월과의 계와 연결하여 다루고 있었다. 

본 항에서는 앞서 논의하 던 ‘도덕  책임의 의미와 역할’들을 바탕으

로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들을 ‘도덕  책임’과 련하여 논

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 해보고자 한다.

<표-36> 2015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에 도덕  책임의 용

도덕  책임 내용요소

도덕  

자아로서의 

도덕  책임

학교 

도덕

자신과의 계 :

•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자아정체성)

• 삶의 목 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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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의 

힘으로서의 

도덕  책임

등학교

도덕

자신과의 계 :

•자주 인 삶이란 무엇일까?(자주, 자율)

학교

도덕

자신과의 계 : 

• 도덕 으로 행동하기 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도덕  행동)

덕으로서의 

도덕  책임 

등학교 

도덕

타인과의 계 :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해 어떻게 해야 할까?(우정)

•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사이버 , 법)

• 우리는 남을 왜 도와야 할까?( 사)

사회․공동체와의 계 :

• 나는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공익, 법)

• 나와 다르다고 차별해도 될까?(공정성, 존 )

•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왜 존 해야 할까?(인권존 )

• 세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까?(존 , 인류애)

자연․ 월과의 계 :

• 생명은 왜 소 할까?(생명 존 , 자연애)

•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을까?(윤리  성찰)

학교

도덕

타인과의 계 :

• 이웃에 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이웃생활)

•정보화 시 에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정보통신윤리)

• 평화  갈등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평화  갈등 해결)

사회․공동체와의 계 :

• 세계 시민으로서 도덕  과제는 무엇인가?

   (세계 시민 윤리)

•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도덕  시민)

자연․ 월과의 계 :

• 과학 기술과 도덕의 계는 무엇인가?

   (과학과 윤리)

•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삶의 소 함)

고등학교

생활과 

생명과 윤리 :

•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 만나는 윤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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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덕  책임감 형성을 한 도덕교육 방법

     1) 반성  책임 일기 작성

학생들이 직 으로 자신들의 행동 내지 생각을 검해 보기 한 가

장 직 인 방법은 자기반성이다. 이러한 자기반성의 과정은 단순히 역할 

모델을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도덕 인 자기 평가를 수행하도록 인도하고, 

청소년들의 자기 정의  특별한 가치 체계와의 연결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친다.146) 

윤리
•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로 발생하는 윤리  쟁 들은 무엇인가?

• 성의 가치는 무엇이고 사랑과의 바람직한 계는 무엇인가?

역할 수행의 

근원으로서 

도덕  책임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사회와 윤리 :

• 직업을 통해 어떻게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는가?(직업  

   생활과 행복한 삶, 직업윤리와 청렴)

과학과 윤리 :

• 과학 기술은 사실의 문제인가, 가치의 문제인가?(과학 기술  

   가치 립성 논쟁, 과학 기술의 사회  책임)

• 사이버 공간의 윤리와 실의 윤리는 다른가?

   (정보 기술 발달과 정보윤리, 정보 사회에서의 매체 윤리)

• 지속가능한 발 을 한 윤리는 무엇일까?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 환경 문제에 한 윤리   

    쟁 )

평화와 공존의 윤리 : 

• 지구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국제 사회에 한 책임과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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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기반성(反省)은 자기성찰(省察)과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개념이다. 한 자기성찰을 도덕  행동 내지 경험과 련하여 해보는 것

을 도덕  성찰이라 한다. 도덕  성찰은 개인 내면의 도덕  경험을 밖으

로 드러내어 상화하여 조사하고, 재의 도덕  삶과의 련성과 그 

향을 분석하며, 도덕  경험에 해 숙고한 결과를 앞으로의 도덕  삶에

서 실천할 방안을 계획해보는 도덕  사고의 과정이다.147) 

도덕  성찰 과정에서는 우선 경험에서의 행동, 감정, 도덕  의도 등

이 조사된다. 다음으로, 이상 인 도덕  행 와 인격 특성 측면에서 과거

의 경험이 재의 도덕  삶과 련되는 과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분

석된다. 마지막으로, 경험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배운 것을 앞으로 삶에

서 실천할 도덕  행동 유형과 인격 특성으로 설정한다.148) 다시 말하면, 

도덕  성찰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이상 인 도덕  행동 유형과 

인격 특성을 기 으로 되돌아본다. 한 실제 자신의 도덕  경험에서 자

신이 민감하게 반응 했거나 혹은 하지 않은 것을 다시 되돌아본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그 상황에 합하 는지 아니면 합하지 않았는지에 해 

심을 둔다. 마지막으로 도덕  성찰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개인의 도

덕  성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다. 첫째, 도덕  성찰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다 깊고 계 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을 제공한다. 둘째, 도덕  성찰은 자신의 갈등 속에 내재된 도덕  문제들

을 능동 으로 찾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다. 셋째, 도덕  성찰은 자신의 

갈등을 이기고 실천에 이르게 한다. 넷째, 도덕  성찰은  다른 유의미한 

경험을 향한 새로운 출발 을 가져다 다.149)

김국 은 도덕  성찰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해 그 목 , 상, 방법

을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  성찰의 목 , 상, 

146) 정창우(2004), 앞의 책, p. 314.

147) 김국 , “도덕과 교육에서 도덕  성찰의 의미와 교수․학습 방안”, 『한국윤리교육학회』, 제27

권, 2012, p. 3.

148) 의 , p. 8.

149) 박세원, “도덕  삶과 성찰의 계  의미에 한 담론  탐구”, 『한국 등도덕교육학회』, 제

14집, 2004, p. 160. 



- 144 -

방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그가 제시하는 도덕  성찰의 목 , 상, 방법에 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150)

가. 도덕  성찰의 목  : ‘왜’

① 무엇을 한 도덕  성찰인가? 

② 도덕  성찰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나. 도덕  성찰의 상과 내용 : ‘무엇을’

① 개인의 도덕  행동 유형

② 인격 특성

다. 도덕  성찰의 방법과 자세 : ‘어떻게’ 

① 개인의 도덕  성찰 : 자아 성찰 방법 꾸 (Currere)151)

② 집단의 도덕  성찰

: 집단성찰은 구성원이 공유한 도덕  경험을 비 으로 성찰하는  

공동체의 노력이다.

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덕  성찰은 그 상인 도덕  경험을 통

해 과거- 재-미래의 시간 속에서 숙고와 반성  검토과정의 방법으로 자

신을 되돌아보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성  책임 일기는 학생들의 도덕  책임감을 형성

150) 김국 , “도덕  성찰의 의미와 교수․학습 방안”, 『교원교육』, 제29집 4호, 2013, pp. 213-217. 

151) W. F. Pinar(김 천 역), 『교육과정이론이란 무엇인가?』(서울: 문음사, 2005), pp. 61-68.

회귀

⇒

진

⇒

분석

⇒

종합

-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 과거를 

재

- 과거 경험을 

재 심과 

련지음

- 과거 경험과 

재 경험을 

해석하는 

질문과 응답

- 과거 경험, 

재 심, 

미래 비 에 

한 새로운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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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도덕교육 방법이 될 것이다. 반성  책임 일기는 

일반 인 일기처럼 학생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있었던 일들에 해 단순하

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들을 얼마나 책임 있게 수행했는가를 

되돌아보는 일기를 쓰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반성  책임 일기는 ‘의식

으로 쓰는 일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반성  책임 일기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던 나의 상황들을 도덕  책임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재해

석 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행

동들을 도덕  책임에 비추어 생각해 보고, 특정 도덕  상황에서 내가 어

떻게 반응하 으며, 어떠한 행동을 하 는지, 는 왜 하지 못했는지에 

해 생각해 보는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다. 도덕  책임이라는 것에 따라 의

도된 반성  책임 일기의 형태를 만들어서 자신의 일과를 체크해 보고, 반

성해 보는 시간들은 학생들로 하여  자신의 과거의 행동, 재와 미래의 

행동에까지 어떻게 행동하고 처하는 것이 도덕 으로 책임 있는 사람의 

행동인가에 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들을 제공할 것이다. 반성  책임 일

기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37> 시 1. 반성  책임 일기 개요 - 학교생활

나의 학교생활에 해 반성해 시다.

◎ 나는 학교의 일과를 ‘책임감 있게’ 해냈는가?

과연 나는 오늘 학교생활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해냈는지 반성해 시다.

1)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학교생활을 책임감 있게 해냈는지 그 지 못했는지에   

   해 써보고, 각각의 느낌을 쓰세요.

2) 하루 동안 학교의 일과 에 친구 혹은 선생님과의 계 안에서 도덕 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했던 경험과 느낌을 쓰세요.

3) 오늘의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도덕 으로 책임 있게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지에 해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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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8> 시 2. 반성  책임 일기 개요 - 가정생활

나의 가정생활에 해 반성해 시다.

◎ 나는 집에서 ‘책임감 있는 아이’인가?

과연 나는 집에서 맡은 일들을 잘 해냈는지 반성해 시다.

1) 오늘 집에서 맡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수행했는가?

   ( ) 책상 정리, 부모님과 정해놓은 약속 등

2) 하루 동안 집에서 부모님과의 계 속에서 도덕 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했  

  던 경험과 느낌을 쓰세요.

3) 오늘의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도덕 으로 책임 있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에 해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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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9> 시 3. 반성  책임 일기 개요 - 일상생활

나의 일상생활에 해 반성해 시다.

◎ 나는 ‘도덕 으로 책임감을 지닌 사람’인가?

과연 나는 일상생활에 타인의 요구와 도움에 반응하며, 도덕 으로 책임의

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에 해 반성해 시다.

1) 오늘 특별히 도덕  상황과 마주했는가? 그때 도덕  상황이라고 느 다면/  

   느끼지 않았다면 왜 그 게 생각했는지 경험한 것과 느낌을 쓰세요.

   

2) 도덕 으로 행동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었는가? 그 행동을 실  

   천함에 있어서 도덕  책임감으로 했는가?

3) 오늘의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도덕 으로 책임 있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에 해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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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반성  책임일기와 함께 나의 책임 있는 하루 생활들을 

들여다보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체크리스트를 통

해 내가 하루 동안 도덕 으로 책임 있게 행동했는지 그 지 못했는지를 

객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표-40> 시 4. 도덕  책임 - 체크리스트

◎ 나의 생활을 도덕 으로 책임 있게 반성해 보고, 평소에 잘하고 있으면  

   O표, 보통이면 △표, 잘못하면 X표를 하여 시다.

의 체크리스트는 시로 간단하게 제시되었지만 실제 활용될 때는 

학생들의 모둠 활동을 통해서 각 학 에서, 그리고 모둠에서 스스로 작성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도덕 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해 생각해보고 그것의 실천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으로써 

자발 인 도덕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 반성  책임일기에 체

크리스트를 넣어 하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면 자신의 행동을 좀 더 객 화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앞으로 도덕  책

임의 행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해 다짐해 보는 시간도 될 것이다. 

항목 평가

1 친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2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3 친구에게 고운 말을 사용하고, 친구를 존 하 습니다.

4 친구를 따돌리지 않았습니다.

5 친구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앞

으

로

의 

다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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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래 집단에 한 책임과제 부여

도덕  책임은 각자가 주어진 환경에서 맡은 도덕  임무 내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는 개념이다. 앞서 역할은 한 개인이 

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해내야 하는 임무 내지 소임을 뜻한다고 정

의하 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은 그 역

할을 수행하기 한 책임이 수반됨을 의미하며, 역할을 온 하게 잘 수행

해 내기 해 성실의 책임이 요구되며,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한 요구된

다. 

한편, 학교라는 장소는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학업, 놀이, 교우 계 등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것

들을 배우고 느낀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생활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으려면, 

학교생활을 더 의욕 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  학교생활이 요함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성실하게 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 게 된다면 학생들은 학교생

활이 어떠한 생활보다도 즐거울 것이며, 그러한 느낌들을 통해 학교생활에 

해 더욱 능동 이며,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가 의미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묻  지는 존재로 남기를 바라지 않는다. 학생들은 

선생님 는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다시 말하면, 학생

들은 단순하게 등․하교 하는 하루의 일과 의 한 사람으로서 왔다가 가

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어 하며, 그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학교에 정말 필요한 

존재이며, 학교 구성원을 해 늘 힘써주기를 바란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

다. 이는 학생에게 자신이 정말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을 인식시켜 과 동시에 학교에서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함으로써 앞으

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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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자신이 속한 집단 내지 공동체에서 자신의 능

력 내지 기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도덕  책임의 래 집단은 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책임의 과제를 부여

하고, 그것을 능동 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작은 공동체이

다. 도덕  책임의 래 집단 안에서 학생 모두는 한 가지씩의 역할을 부

여 받는다. 그 역할이 크던 작던 모든 학생은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를 들면, 학생들이 수업에서 모둠활동을 할 때, 각자 맡아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는 형태와 유사하다. 모둠활동 시에 무임승차자 내지 참여를 성실히 

하지 않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해 이끔이, 지킴이, 기록이, 칭

찬이152)를 두는 것처럼 학  체, 더 확장해서는 학교 체로 학생들에게 

책임의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책임 과

제153)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리 과제 - 칠  청소, 벽 낙서 지우기, 낙엽 치우기, 쓰 기통 주  

                    변 정리하기, 식 후에 주변 정리하기 등

나. 교사 보조 과제 - 도서  자료 조사  출, 교육 활동 계획 수   

                         립, 코치의 일 돕기

다. 학교 운  과제 - 안  책임 요원, 아침 방송, 학생 법정, 복도 감시

152) 모둠에서 역할과 부여된 과제

이끔이

- 사회자 역할 담당

- 모둠 활동이 원활하도록 리더쉽있게 이끌어 감

- 모둠 활동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 조율

지킴이
- 학습 비물 검, 학습 과제의 마감 등의 시간 리 담당

- 학  규칙 지키기, 사회  기술 지키기 등을 수

기록이
- 모둠 활동의 토의 내용  여러 활동을 기록

-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기록하고, 모둠원들에게 달

칭찬이
- 모둠 활동을 잘하거나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친구에게 칭찬을 듬뿍해 

- 모둠 활동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를 격려하고 극 으로 도와

153) H. Kirschenbaum(추병완․김항인․정창우 역), 『도덕․가치 교육을 한 100가지 방법』(서울: 

울력, 2006),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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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도덕  책임의 래 집단은 앞서 설명한 모둠 활동의 확장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각 학 의 학생을 35-40명 내외라고 했을 경우, 6모

둠 정도로 나 어 도덕  책임의 래 집단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각자 모둠에게 부여되는 도덕  책임 과제를 주고, 그 안에서 한 명

씩 다시 도덕과 계된 세부 인 책임 과제를 부여 받는 것이다. 학생들은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한 자유가 있으며, 도덕  책임 과제도 

학생들 스스로 토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 가능 할 것이다.

<표-41> 도덕  책임의 래 집단 ○학년-○반

수업 책임 모둠

이끔이
각 수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친구들을 격려하

고, 이끈다.

지킴이

수업 시에 극 으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수업 시

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잘 지키는지, 수업 시간을 

잘 수하는지에 해 체크한다.

기록이
수업 시에 친구들의 활동이나 행동들을 잘 정리하

여 기록한다.

칭찬이
수업 시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과  발 된 모

습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칭찬을 해 다.

반성이
수업 시에 잘 지켜지지 않은 것들과 개선해야 할 

것들에 해 생각해본다.

식 책임 모둠

이끔이
식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친구들의 질

서와 안 을 돕는다.

지킴이
식을 할 때, 차례를 잘 지키는 지, 식으로 인

한 작은 분쟁들을 잘 체크한다.

기록이
식을 할 때, 친구들의 활동이나 행동들을 잘 정

리하여 기록한다.

칭찬이
식을 할 때, 차례를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킨 

친구들에게 칭찬을 해 다.

반성이
식을 할 때, 잘 지켜지지 않은 것들과 개성해야 

할 것들에 해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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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덕  책임의 래 집단은 모둠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각자 

분명한 역할을 부여 받음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교 운 에 해 책임의식

을 갖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는 각 교실이나 학년별로 다른 도덕  

학  회의 모둠

이끔이
학  회의를 진행하고, 친구들이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분 기를 만든다.

지킴이
학  회의를 할 때, 진행 방법이나 순서 등을 안내

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리한다.

기록이
학  회의에 련한 내용들을 순서 로 상세하게 

잘 기록한다.

칭찬이
학  회의에 극 으로 참여하거나 학 의 발

을 해 좋은 의견을 내  친구들에게 칭찬해 다.

반성이
학  회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참여 시에 

생긴 문제 들에 해 생각해 본다.

교실 환경 모둠

이끔이

함께 사용하는 교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께 교실을 깨끗하게 리하는데 주도

한다.

지킴이
교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 규칙 등을 학생들

이 잘 지키고 있는지에 해 검한다.

기록이 청소 상태, 교실의 미화 환경 등을 체크한다.

칭찬이
교실 정리 정돈  맡은 구역 청소를 열심히 한 

친구들을 칭찬해 다.

반성이
청소가 잘 되지 않았거나 교실 환경을 해하는 

요인들은 없는지에 해 생각해 본다.

학교 환경 모둠

이끔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깨끗하게 리하는데 주도

한다.

지킴이
학교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 규칙 등을 학생들

이 잘 지키고 있는지에 해 검한다.

기록이 청소 상태, 학교의 미화 환경 등을 체크한다.

칭찬이
학교 주변의 정돈  맡은 구역 청소를 열심히 한 

친구들을 칭찬해 다.

반성이
학교 환경을 해하는 요인들은 없는지에 해 생

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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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과제를 부여하는 형태로 실시할 수도 있다. 한 어떠한 도덕  책임 

과제를 부여할 것인가를 학생들 상호 간의 토의로 정할 수 있다. 도덕  

책임의 래집단은 한 달에 한 번 교사와 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

며, 책임 과제는 모둠 별로 돌아가며 다양한 역할을 한 번씩 맡아보는 기

회를 갖는다.

도덕  책임 과제가 어떠한 유형의 과제이든 간에 도덕  책임의 래

집단을 구성하여 각자 역할을 부여 받아 실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에

서 유의미 할 것이라 기 한다. 첫째, 학생들은 도덕  책임의 래 집단을 

형성하여, 주어진 책임을 다함으로써 도덕 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을 배운

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부여된 과제는 학교에서 당연하게 해야 했던 

기 인 일들이다. 그러나 도덕  책임 래 집단의 핵심은 학생들이 그

러한 일들에 자신들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끼고 실천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했을 때, 스스로 달성한 것을 돌아보고 

확인할 때, 자신이 학교 운 에 의미 있는 부분을 담당했다고 느낄 때, 자

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 것에 해 인정받고 감사를 받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기를 기 한다.154) 둘째, 학생들은 도덕  책임의 

래 집단을 통해 학교( )에서 익힌 도덕  책임을 확장시켜 나갈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책임 과제를 부여 받고, 그것의 실천을 통해 정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이러한 경험은 학교를 벗어난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도덕  책임의 래 집단을 통해 스

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도덕

 책임의 래 집단이 기존의 훈육 방식이었던 하향식(top-down) 훈계에

서 수평 , 평등  학습 공동체로 변경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발 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됨을 의미한다. 

 

154) H. Kirschenbaum(추병완․김항인․정창우 역), 앞의 책, pp. 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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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야기를 활용한 도덕  책임의 모범 제시

이야기는 근본 으로 인간의 경험인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우리

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한 그러한 

이해능력을 통해서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155) 교육 으로 의미 

있는 지식은 이야기  방식을 통해서 교수된다. 교수 활동은 해석학 이고 

반성 인 활동으로서 지식은 이  것과는 다르게 실천 으로 변용된다. 여

기서 이야기의 기능은 앎을 말하기로 바꾸는 것임을 알 수 있다.156) 이러

한 과정은 사람들의 실천  경험들이 이야기의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

받고, 교수자의 해석과정을 통해 학습자에게 달되어 반성  균형상태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교수-학습 활동에서 이야기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 첫째로 인

식론  기능이다. 이야기는 학생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지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이야기는 변환의 힘으로 작동된다. 교훈 인 우화나 

도덕  이야기들은 그 계몽  내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그것에 몰입하거나 

헌신하게 한다. 한 학습자는 텍스트 속 인물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반추

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157) 특히,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

은 갈등상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도덕  용기의 모델, 덕의 모델들을 학

생들로 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한 교훈 인 도덕  

이야기들을 통해 도덕  단이나 추론 과정에서는 찾기 힘든 옳고 그름의 

수많은 사례들을 할 수 있다.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도덕  힘은 바로 

구체 이며 명확한 모범 인 사례들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158) 한 그 

이야기들을 통해 주인공이 되어보고, 실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면 어떻

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한다.  

155) 도홍찬, “도덕교육에서 이야기의 의미와 활용 유형에 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15

호, 2002, p. 2.

156) 도홍찬, 『이야기 문학 도덕교육』(서울: 인간사랑, 2011), pp. 24-25.

157) 도홍찬(2002), 앞의 , p. 4.

158) 박병기․추병완, 『윤리학과 도덕교육 1』(서울: 인간사랑, 2011), pp. 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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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E. A. Wynne)과 라이언(K. Ryan)은 문학이나 이야기가 지나고 

있는 도덕교육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159)

가.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삶에 한 지 인 이해와 감정  이해를  

   가능하게 해 과 동시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  그 게 행동하도록 만들  

   었는가에 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다.

나. 정의와 동정심에 한 구체화된 감각을 얻을 수 있으며,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 한 연구를 통해서 모범 인 행동을 배운다.

다.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거부되어지고 있는 삶에 한 이해와 감각을 익  

   히게 된다.

라. 이야기 속의 주인공과 악한 사람들을 보는 것에 의하여 삶의 도덕    

   실상과 이상을 한 이해와 감정을 심화시켜 다.

마. 주인공의 삶에 한 리  경험을 통하여 도덕  상상력과 민감성을  

   드높일 수 있다.

바. 문학과 역사 속에서 묘사된 이야기  삶 자체에 한 통찰력을 지닐  

   수 있다. 

사. 개인의 구체 인 행동을 올바르게 인도해  수 있는 도덕  모델들을  

   자기의 내부에 장시켜 다.

한편, 도덕  모범은 학생들이 그것을 따라 했을 때 도덕  삶을 살아

갈 가능성이 높은 형(典型)이다. 도덕  모범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사

실의 이야기여야 한다. 구체 인 시공간 속에서 특정한 인간에 의해 실

된 행 가 도덕  모범이 될 수 있다.160) 따라서 도덕  모범은 도덕  행

를 통해 이론화 한 것이 아니라 실천된 행 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  모범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161) 첫째, 도덕  가

159) 박병기․추병완, 앞의 책, p. 246.

160) 조석환, “도덕  모범의 도덕교육  의미와 활용 방안”,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46호, 2015, 

p. 3.

161) 조석환(2015), p. 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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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다. 학생들은 도덕  모범 사례를 하고, 나도 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둘째, 도덕성의 실  증거

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덕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덕성과 계된 

것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실 되어 나온 증

거이다. 셋째, 도덕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도덕  모범은 그 안에 도덕  

행 와 그 행 를 실천한 주인공, 주인공과 계된 사람들, 그 행  안에서

의 인과 계가 항상 동반된다. 넷째, 역사성과 지속성을 갖고 있다. 도덕

 모범에 련된 이야기는 시 와 장소를 떠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다섯째, 도덕  모범은 친근함을 담고 있다. 학생들에게 가장 일상 인 인

물, 를 들면 학  친구나 교사 등의 도덕  모범을 의미한다. 한 학생

들이 일상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바로 친근한 도덕  모범이 

된다.

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덕  이야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일상 인 경험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재들을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며, 도덕 으로 모범이 되는 모델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으로써 

그 이야기들을 통해 도덕  행동에 한 앎과 실천의 힘을 향상시켜 다. 

이를 바탕으로 도덕  책임에 련한 모범 사례를 학생들에게 이야기 형태

로 제공하여 그 상황 속 인물들이 되어 으로써 자신과 주변을 뒤돌아보

며 도덕 으로 책임감 있게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다  수 있다.

도덕  책임의 모범 사례는 다음과 같은 차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162)

162) 조석환(2015), 앞의 , p. 14에 나와 있는 <표-1> 도덕  모범 수업 모형의 차를 참고하여, 

도덕  책임의 모범 수업 모형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조석환이 제시한 도덕  모범 수업 모형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도덕  모범 수업 모형의 차>

도덕  

모범 

제시

도덕  

모범을 통해 

알고, 느낀  

발표하기

도덕  모범과 

같은 나의 경험 

는 알고 있는 

일 발표하기

도덕  모범에서 

본받을 도덕  

지혜, 도덕  

정서, 도덕  

행동을 찾아 

정리하기

도덕  모범의 

도덕  지혜, 

도덕  정서, 

도덕  행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계획 

세우고 다짐하기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반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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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도덕  책임 모범 수업 모형의 차

첫째 단계는 ‘도덕  책임 모범 제시’ 이다. 도덕  책임 모범은 학생들

이 쉽게 할 수 있는 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를 들면, 학  친구

들 에 도덕 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친구의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친구의 책임 있는 행동에 한 모범 

사례를 통해 나머지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과 

함께 ‘나도 도덕  책임 모범 사례의 친구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수 있다. 이러한 래 집단의 도덕  책임 모범 모형은 학생들로 

하여  도덕  책임 수행에 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넘어 도덕  책임

의 행동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동기화할 것이다. 한 교사는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알려진 우리 사회의 ‘평범한 웅’의 사례를 통해 학생들에

게 도덕  책임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다. 를 들어, 기울어져가는 세월

호에서 승객들을 구조하기 해 노력한 다른 일반 승객의 모습이나 선로에 

추락한 취객을 구하기 해 용감하게 뛰어든 고(故) 이수 씨의 이야기 등

도덕  

책임

모범 

제시

도덕  

책임

모범을 

통해 

알고, 

느낀  

발표하기

도덕  

책임 

모범과 

같은 나의 

경험 는 

알고 있는 

일 

발표하기

도덕  책임 

모범에서 

본받을 

도덕  

책임감, 

도덕  의지, 

도덕  

실천을 찾아 

정리하기

도덕  

책임 

모범의 

본받을 

도덕  

책임감, 

도덕  

의지, 

도덕  

실천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계획 

세우고 

다짐하기

생활 

속에서 

실천하

고 

반성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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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처럼 우리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보여  도덕  책임 

모범 사례는 학생들로 하여  도덕  책임의 실천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나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것

이다. 이때, 교사는 재구성된 이야기를 직  들려주거나 련 상을 보여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도덕 으로 책임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서 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계는 ‘도덕  책임 모범을 통해 알고, 느낀  발표하기’ 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 혹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의 도덕  

책임 모범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느낀 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간

혹 발표에 부담을 느끼거나 자신의 의견이 틀린 것 같아 망설이는 학생들

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는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학생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면서, 학생들이 사

례를 통해 느낀 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는 자리 혹

은 주변의 친구들과 느낀 을 공유하고 서로 이야기해 보는 시간들을 갖

는 것도 도덕 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해 깊이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단계는 ‘도덕  책임 모범과 유사한 나의 경험, 는 알고 있는 

일 발표하기’ 이다. 이 단계는 도덕  책임 모범을 자신의 삶과 직 으로 

연결하여 생각해 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의식 으로 자신이 

도덕 으로 책임 있게 행동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게 된다. 더불어 도덕

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했던 경험도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학

생들이 특별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던 행동에서도 도덕  책임

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

생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 있었던 행동들에서 도덕 으로 책임 있게 행

동할 수 있었던, 혹은 그 게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함

께 의견을 공유하며 찾아보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단계는 ‘도덕  책임 모범에서 본받을 도덕  책임감, 도덕  의

지, 도덕  실천을 찾아 정리하기’이다. 학생들은 도덕  책임 모범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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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느낀 , 그리고 련된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도덕  책임 모범

에 담겨져 있는 도덕  책임감, 도덕  의지, 도덕  실천에 련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이처럼 도덕  책임을 통해 도출 가능한 교

훈들을 어보고, 각 모둠의 친구들과 의견들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자신

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도덕  책임감, 도덕  의지, 도덕  실천에 련된 

것들을 알게 될 수도 있으며, 친구들과의 공유된 의견을 통해 더욱 도덕

으로 성숙해 갈 것이다. 

다섯째 단계는 ‘도덕  책임 모범의 본받을 도덕  책임감, 도덕  의

지, 도덕  실천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계획 세우고 다짐하기’ 이다. 이 단

계에서는 학생들 자신과 친구들이 함께 공유했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도덕

 책임감, 도덕  의지, 도덕  실천에 련된 행동을 자신의 삶과 련지

어 구체 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한 단순히 계획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이 세운 계획은 지키겠다는 다짐도 함

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표를 교실의 공개된 곳에 모두 게시하여,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학생들이 도덕 으로 책임 있게 행동

할 수 있는 실천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반성하기’ 이다. 이 단계는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의 모든 생활공간에서 도덕  책임을 실천하거나 못했

을 때, 혹은 실천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등 자신의 행동을 도덕  책

임과 련하여 반성해 보는 단계이다. 따라서 교사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

히 도덕  책임과 련한 단원 내지 교과 내용에서 일회 으로 사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 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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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덕  책임감 형성을 한 환경 구성 방안

     1) 도덕  책임 공동체 형성

학생들에게 도덕  책임감을 심어주고 도덕 으로 책임 있게 사는 법

을 가르쳐주기 해서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에서 도덕  책임이 

무엇인가에 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학교 공간을 

도덕  책임에 해 생각하고 느낄 수 있고, 실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만드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  도덕  책임을 내면화 할 수 있게 

해 으로써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더 큰 사회로 나아갈 때에도 도덕 으로 

책임감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덕

으로 책임을 느끼고, 생각하고, 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에게 도덕  책임에 한 환경  개선 사항

으로 정의 공동체와 리코나(Lickona)의 포  근의 도덕 공동체 정의를 

활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 , 정의공동체는 학교 안의 학교, 는 큰 학교 안의 로그램과 같

은 것으로 구성된다. 정의공동체들에서 의사결정은 직 참여 민주주의로 

결정되며, 이러한 과정은 모든 학생들로 하여  정기 인 입법  경험을 

가지게 해주는 동시에 민주  지도력을 한 기회를 보장하는 장 을 가진

다. 학생들에게 직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민주  과정들은 학생들 스

스로 공평하고 자치 인 집단을 만들도록 돕는다. 그리고 학생들은 민주  

과정을 통한 정의 공동체 안에서 신뢰, 참여, 집단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다. 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 가 타인과 집단에 미치는 향을 고려

하여 선택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163)

콜버그는 정의 공동체에 한 내용을 질(jill)과 그의 학  친구들의 사

163) D. K. Lapsley & K. C. Power(정창우 역), 앞의 책, pp.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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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통해 설명한다. 질은 정의공동체 학교에 온지 두 달 만에 돈을 훔쳤

다. 그녀는 자신의 동료 몇몇의 반응에 놀랐는데, 그 이유는 그 동료들이 

도에 한 그녀의 변명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느 구도 

도를 자백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해결책을 질이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 한 거부했기 때문이다. 질의 동료

들은 질에게 그녀 자신의 도 행 뿐만 아니라 도가 이 게 ‘큰 일(big 

deal)’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 해서도 강한 책임

감을 갖도록 요구했다. 학교 차원에서 그녀의 행 에 해 보상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불편한 입장에 질을 몰아넣으면서 집단 배상조치가 통과 되었

다. 질의 사례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같은 이상(ideal)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학생들 스스로 민주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도 학생

들의 행동과 책임감에 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이다.164) 이러한 질의 사례를 통해 집단 인 책임감의 실천이 학생 각

각의 개인 인 책임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집단이 

도덕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행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 에 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한편, 정의 공동체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들의 동료들이 규칙

을 따르기를 기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에 해 

“주인의식(ownership)”을 갖는 것과 학교 규칙과 목표를 유지하기 해 교

사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는 바에 해 말했다.165) 이러한 학생들

의 반응과 생각은 자신 스스로가 학교에 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 선생님을 포함한 학교 공동체 구성

원 모두가 학교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자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

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를 도덕 공동체로 만드는 것과 련된 가장 포 인 

164) D. K. Lapsley & K. C. Power(정창우 역), 앞의 책, pp. 199.

165) 의 책,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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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개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리코나(Lickona)이다. 리코나는 학교를 

도덕 공동체로 만들기 한 구체 인 방안은 학교에 도덕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가 제시한 여섯 가지 구체 인 방안은 아래와 같다.

<표-43> 도덕 문화를 형성하기 한 여섯 가지 방안166)

리코나가 제시한 도덕 문화를 형성하기 한 6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학교를 도덕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학교 선생님, 학생들 모두 첫째로, 

도덕 인 분 기를 형성함에 있어서 서로를 존 하고 동하는 분 기를 

형성하여, 장차 사회로 나가게 될 때에도 이러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

166) 추병완, 『도덕 발달과 도덕 교육』(서울: 하우, 2007), pp. 337-338.

1. 교장 선생님의 도덕 ․학구 인 지도력

2. 학교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학교의 가치들을 시범 보이고, 장려하고, 고양 시  

  켜 주는 범학교  차원의 규율

3. 범학교 인 공동체 의식 : 타인의 고마운 행동에 해 학생들이 감사함을   

  표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는 일, 모든 학 들이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활  

  동에 책임을 갖도록 하는 일 등

4. 민주 인 학생 자치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이 곳은 우리 학교이며, 우리  

  는 우리 학교를 더할 나  없이 좋은 학교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감정을   

  조장해주는 학생들의 리 체제

5. 상호 존 , 공정, 동의 도덕  분 기가 학교에서의 성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성인과 학생들 사이의 모든 계 속에서 스며들게 하는 것

6. 학교의 일과 시간 가운데 일부를 도덕  심 사항들에 할애함으로써 도덕  

  의 요성을 고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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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학교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결정할 때,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을 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결정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를 학교의 주인이자 요한 구성원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얼마

나 요한 사람인가를 느끼게 되는 동시에 학교의 사안들을 결정하는 체험

을 통해 도덕  책임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 이러한 경험의 축 은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도덕 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바

로 설 수 있는 토 가 될 것이다.

     2) 도덕  책임감을 지닌 도덕교사로서의 문성 교육

우리는 교사를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 교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주는 그 의

미에 해서는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교사들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이다. 교사가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어떻게 성장하게 만들었는지, 

지 의 나에게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기억한다. 이러한 교사에 한 

기억 내지 인식을 바탕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한 고정 념들은 다음과 같

이 표 되어져 왔다.

<표-44> 교사직의 고정 념들167)

귀 한 재능

- 선천 인 리더십 기술을 가진 사람들

- 재능을 펼칠 고 열정 이고 학문 으로 스마  

  트한 사람들

실용  기술
- 암묵  노하우(know-how)와 같이 숙련된, 수많  

  은 시간의 반복  숙달을 통한 기술

간단한 테크닉들의 목록
- 학생의 수 높이기

- 문해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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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44>에서 보이듯, 교사라는 직업에 한 그동안의 고정 념

은 일단 교사가 되기 해 교사의 분야에서 학문 으로 우수해야 한다는 

것, 교사로서 학생들을 다루거나 교사의 업무에서 나름의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교사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높이기 한 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이를 통하여 수치화

하여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다. 한 교사의 기술 

내지 교사의 표  방식, 학생들을 다루는 기술 등은 때로는 느껴지는 방식

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으로 증명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그 자

신의 직업에 해 천직이자 헌신의 자세로 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그 다면 오늘날의 교사 직업은 어떠한 을 요구할까. 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교사 직업으로서 필요한 요소들도 물론 요하지만, 보다 교사

라는 직업에 해 문 인 자본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해 심을 가져야 한다. 그 다면, 교사로서 훌륭한 역량을 

가졌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사 집단을 아주 효과 으로 

만드는 문  자본에는 5개의 C가 있다. 첫째, 역량(Capability) 혹은 문

 지식(Expertise), 둘째, 헌신(Commitment), 셋째, 경력(Career), 넷째, 문

167) H. Andy & F. Michael(진동섭 역), 『교직과 교사의 문  자본』(서울: 교육과학사, 2014), 

pp. 66-71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정확한 과학
- 양 인 증거와 많은 사람들을 상으로 해서 

효과를 거둔 교육 인 방식을 교사가 활용

데이터 심 사업
- 모든 국가․학교․교사․학생의 성취행동을 추

해서 악하는 것

말로 표 할 수 없는 아트
-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고 느껴지는 방식 

속에서 이해되는 것

성직 - 신성한 천직 혹은 선교자  헌신과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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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Culture), 다섯째, 맥락(Context) 혹은 교수의 조건(Condition of 

teaching)이다. 이 다섯 가지에 한 설명은 아래 <표-45>과 같다.

<표-45> 교사의 문  자본 5C172)

교사는 더 이상 단순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해석되지 않는

다. 교사는 의 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문 인 자본을 지닌 사람이어

야 한다. 문가로서의 교사라는 의미에는 의 표에서 제시한 요소 외에

도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사는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168) 교사들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믿으면서 새로운 상황들을 믿음직스럽게 다루는 능력.

169) 력  문화가 특징인 학교는 근면과 헌신, 집단  책무성, 학교에 한 자부심의 장소가 된다. 

H. Andy & F. Michael(진동섭 역), 앞의 책, p. 201.

170) 집단  책임은 자신을 넘어서는 정체성의 확 와 심화로 구성된다. 한 학교의 교사 개개인이 자

기 학 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체 학생들과 일체감을 가질 때 그것이 집단  책임이다. 

집단  책임은 단순히 헌신이 아니라 역량들을 깊고 넓게 활용하는 것이며, 그것은 정  경쟁을 

포함한다. H. Andy & F. Michael(진동섭 역), 앞의 책, p. 242.

171)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요한 역에서 실행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함께 탐구하고, 그들이 학습한 

것을 구 하기 해 실천하는 곳을 의미한다. 력을 통한 향상과 결정들이 과학  ․ 통계  증

거가 아니라, 경험  ․ 집단  단에 의해 안내되는 곳. 그리고 이들이 효과  혹은 비효과 인 

실행에 한 성숙하고 도 인 화를 통해 발 하는 곳. H. Andy & F. Michael(진동섭 역), 앞

의 책, pp. 221-222.

172) H. Andy & F. Michael(진동섭 역), 앞의 책, pp. 113-71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역량(Capability)

- 능력(competence)이상의 것

- 수행이나 성취에 필요한 특질들을 갖는 것

- 열정 인 헌신과 도덕  명분 + 성공의 경험

- 문  기술 + 목표와 열정에 한 동기

헌신(Commitment)
- 도덕 이면서 동시에 정서  상태

- 헌신이 넘쳐나고 효과 이려면, 교사 효능감168)이 필요

경력(Career) - 교사들의 경력에 따르는 문 인 지원

문화(Culture)
- 력  문화169)

- 집단  책임170)의 문화

맥락(Context) - 문  학습 공동체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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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실에서 도덕 으로 

행동해야 하고,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합의된 가치들을 달하며, 학생들

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교사는 보통 교실 안에서 외부의 감독․감시를 받지 않고 독립 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교사가 학생들을 비윤리 으로 우하는 경

우, 학생들은 이를 무기력하게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것의 부당성을 인식조

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173) 다시 말하면, 교사가 비도덕 인 행동을 할 경

우 학생들은 고스란히 그 희생물이 될 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

럼 교사는 자신의 문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에게 큰 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해 책임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교사들은 의 문  자본들을 잘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교

사로서의 책임감을 우선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도덕 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책임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은 반응(response)과 반응성

(responsiveness)사이의 실천  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 반응은 교육가들이 항상 교육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실을 의미한

다. 반응성은 모든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의 계 인 속성을 환기시킨

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에 하여 마주 서 있고 그들의 상호작용의 질이 

공유하는 이해의 질을 결정한다. 한 책임은 이러한 반응과 반응성 사이

에서 교사에게 내가 구인지와 미래에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기 하는지

의 측면에서 이해된다. 이것이 가르치는 것을 도덕  실천으로 만들고, 교

사가 가르치는 수업을 살아있게 만든다.174) 따라서 교사는 교사에게 주어

진 환경을 완 하게 인식하고, 어떠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환경에 

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제 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교사

173) J. R. Rest & D. Narvaez(문용린․홍성훈․이승미․김민강 공역), 『윤리경 시 의 문직업인

의 윤리발달과 교육』(서울: 학지사, 2006) p. 137.

174) S. Stengel. Barbara, “Teaching moral responsibility: Practical reasoning in a pedagogical 

"wonderrand'”, Matthew N. Sanger.  & Richard D. Osguthorpe, The Moral Work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Teachers College Press, 2013),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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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에게 주어진 환경을 책임감 있게 인식하고, 해석해 내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동시에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있는 환경에서 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반응해 내야 함을 의미한다. 반응으로서의 행동은 한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의 선(善)보다 더 많은, 하나의 목표보다 더 많은, 하나의 규

칙이나 원칙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항상 작용하고 있는 간편 추론(heuristi

c)175)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교사가 결정하지 않고도 학생들이 생각을 

구성하도록 만들 수 있다. 책임이 수반되어 있는 교사의 반응 체제

(response framework)는 학생들이 다음의 세 가지를 하도록 독려한다.176)

1. 앞에 닥친 도 을 확인할 때 모든 요소들을( 는 정교함의 수 을  

   나타내는 만큼 많이) 고려할 것.

2. 가능한 반응을 상상하고 시험해 볼 것.

3. 나의 것보다 그들 자신의 가치 책임에 일치하게 행동할 것,     

   그러나 한 사회  실천으로서,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교직     

   을 특징짓는 가치 책무에 해서도 인식할 것.

의 세 가지를 통하여 교사들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계 속에

서,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폭 넓게 바라보며, 극

으로 반응할 것이다. 한 아무런 생각 없이 무 심하게 반응하는 태도

가 아닌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반응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교사로서 학생에 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자 자신의 직업에 

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게 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교사가 학생들

에게 도덕 으로 책임 있는 본보기가 된다. 즉, 교사의 도덕  책임에 근거

한 행동들, 도덕 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는 자세들이 학생들의 도덕  

책임 모델의 표본이 된다는 것이다. 

그 다면 교사들에게 교육 인 책임감을 심어주기 한 교육은 어떻

175) 심리학 인 용어로,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 인 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 이

고 합리 인 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의 기술.

176) S. Stengel. Barbara, op. cit.,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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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무엇을 기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사의 교육 인 책임감은 실천

 추론의 9개의 요소를 통해서 교육가능하다. 9개의 요소들은 인식

(recognition), 시간(time), 증거(evidence), 계(relation), 습 (habit), 

(perspective), 권력(power), 용기(courage), 맥락(context)이다. 

<표-46> 교육  책임감을 한 실천  추론의 9가지 요소177)

학교는 사회  공동체로 학생들이 서로서로 상호작용하고 교사와도 상

호작용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를 들면, 타인의 필요와 배려에 해 이성

으로 설명하고 도덕 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운다. 교사는 

177) S. Stengel. Barbara, op. cit., pp. 56-58.

인식(recognition)
- 지각된 것과 개념이 함께 오는 과정

- 교사가 지각된 것과 실제 개념의 결합

시간(time) - 문  단과 교육  책임감의 발 에 시간이 필요

증거(evidence)
- 행동에 있어서 옹호 가능한 단에 다다르는 것은 

증거를 충분히 생각하는 것에 기 고 있음

계(relation)
- 해석과 반응의 구조는 최소한 서로간의 어떠한 행동

의 의미를 의미 짓는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암시

습 (habit)
- 처음에는 꽤 의도 으로 습득되고, 이것의 반복 내지 

습 은 본능 으로 드러나게 됨

(perspective)

- 한 사람의 입장은 무엇이 보이는가와 인식되는가에 

향을 미침

- 한 사람의 입장은 자아와 가치를 형성하는 하나의 

이야기, 즉 삶의 내러티 의 함수(function)임

권력(power)
- 지배나 통치를 유지하지 않고, 민주 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실천  추론을 발 ․장려하는 방향

용기(courage)
- 교사의 상황은 항상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됨

맥락(context)
- 교사들이 처해있는 맥락에 따라 실천  추론의 실천

이 좌우된다. 즉 교육  책임감은 맥락에 민감하다.



- 169 -

학생들이 어떻게 도덕 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실제 삶의 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학생들이 교실과 학교, 그리고 다른 선생님

에게 학생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해 향을  수 있는 

요한 역할 모델이다. 게다가 교사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안녕을 해 

책임감을 수행하고자 확신하고 결정의 과정을 설명할 때 타인의 안녕을 

해 책임감을 수행하는 방법에 해 알려주는 요한 재인이 되어야 한

다.178) 

특히, 도덕교사로서 지녀야 하는 자질과 역할에는 많은 책임감이 요구

된다. 따라서 도덕교사는 지식을 발견하는 차의 모범만이 아니라 도덕  

행동의 모범이어야 하며, 동시에 학생들을 향하여 늘 따뜻한 사랑과 배려

를 아끼지 않으며 학생들의 도덕  삶을 끊임없이 고무시켜 주는 윤리  

스승이 되어야 한다.179) 한 도덕교사는 도덕과 교육에 한 좋은 비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도덕교사는 단순하게 도덕  지식을 달하

는 사람이 아닌, 학생들을 도덕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도덕교사는 도덕교사로서의 신념과 열정을 지니고 있어

야 한다. 도덕을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천직(天職)으로 여기면서 도덕교과

를 가르치는 그 자체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한다.180) 

이러한 도덕교사의 모습은 다른 교과교사들과 구분되는 도덕교사만의 

특별한 문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잘 알고, 잘 가르치는’ 다른 교

과교사의 문성에 더하여 ‘잘 실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물론 도덕교사

가 ‘잘 실천하는’ 상은 옳다고 생각하는 바, 즉 도덕이다. 교사로서 자신

이 맡은 과목을 잘 알고 가르치는 것에 더하여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곧 도덕교사로서의 핵심  역량에 도덕  책임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도덕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도덕성을 잘 실천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의 과목에 하여, 그리고 그러한 과목을 배운 

178) D. de Ruyter, op. cit., p. 32.

179) 박병기․추병완, 앞의 책, p. 251.

180) 박 하, “바람직한 도덕․윤리교사의 자질과 역할”, 『도덕윤리과교육』, 제37호, 2012, pp. 

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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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하여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

교사는 학생들에게 도덕  책임을 가질 것을 교육하기에 앞서 스스로가 도

덕  책임감을 가진 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

덕교사의 솔선수범은 도덕  책임의 구체 인 실천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도덕  책임감을 지닌 도덕교사로서의 문성 교육은 바로 이 지

을 출발 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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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것의 도덕교육  함의를 탐구하 다. 본 연구는 주로 

다음의 연구문제에 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도덕  

동기화와 도덕  책임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의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도덕  책임의 도덕교육

 함의는 무엇인가.

Ⅱ장 ‘동기와 책임의 의미와 역할’에서는 본격 인 연구에 앞서 인간 

동기와 책임의 의미와 역할을 확인하 다. 첫째로, 동기의 의미와 역할에서

는 동기가 행동의 추진력, 행동의 방향 제공, 개인의 자아 형성이라는 역할

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둘째로, 책임의 의미와 역할에서 책임은 

인간 행동 과정을 분석하기 한 도구로 활용 될 수 있으며, 미래까지 

향을 미치는 행동에 해 고려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Ⅲ장 ‘도덕  동기화의 특성과 역할’에서 도덕  동기화는 여러 형태의 

도덕  동기 에서 도덕  행동으로 나아가기 한 발자와 같은 역할을 

함을 밝히었다. 그리고 도덕  동기화에 한 구체 인 요소들을 도덕 심

리학의 인지 , 정서 , 통합  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첫째로 인지

 에서의 도덕  동기화는 정의, 공정성, 이성, 추론, 책임 단과 같

은 요소들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둘째로 정서  

에서의 도덕  동기화는 사회 으로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거나 보편

으로 도덕과 계된 규칙이라 일컫는 것과 련된 정서, 이타  정서, 공

감, 타인의 안녕, 복지와 련된 정서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주로 행 자 내부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정서의 요인들이 도덕  행동의 

발자인 도덕  동기화의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통합  에서의 도덕  동기화는 스트, 나바에츠,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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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의 을 심으로 논의하 다. 스트는 도덕  동기화라는 것은 인

지와 정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며, 도덕  가치를 경제․사회․종교 

등의 다른 가치들보다 더 우 에 두려는 동기라고 하 다. 다음으로 나바

에츠는 앞선 스트의 4구성 요소를 발 시켜 윤리  동기화 혹은 이

라는 표 을 사용하여 도덕  동기화에 한 하  기술들을 구체 으로 제

시하 다. 나바에츠는 도덕  동기화를 해 행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

들을 구체 으로 나열하여 도덕  동기화를 한 기술들을 교육하는데 시

사 을 제공하 다. 마지막으로 블라지는 도덕  정체성이론을 통해 도덕

성과 자아의 통합을 주장하며, 이것이 도덕  행동으로 가기 한 발자

로서 도덕  동기화라고 주장하 다.

이처럼 도덕  동기화는 도덕  행동이 실천  측면에서 더욱 잘 드러

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한 도덕  동기화는 도덕  상황들을 

좀 더 민감하게 읽어 내며 그 상황을 정확하게 단해 낼 수 있는 도덕  

통찰력의 형성에 기여한다. 그리고 도덕  동기화는 도덕  행  발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도덕  동기화는 여러 도덕  동기 가운데 하나 혹은 그 

이상이 행 자의 내면에서 복합 으로 작용하여 그것이 도덕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덕  동기화는 여러 가지 도

덕  동기와 련된 요소들이 행동으로 나아가기 해 행 자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도덕  행 의 발자라고 할 수 있다. 

Ⅳ장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의 역할’에서는 도덕  

책임의 의미를 개인  차원으로부터 사회․공동체  차원으로 나아가는 방

향으로 정의하 다. 이는 도덕  책임이 개인  차원에서의 책임뿐만 아니

라 타인과의 계  차원에서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개념임을 뜻한다. 따라

서 도덕  책임의 의미를 인간 존재의 본질  특징, 도덕  자아의 요소, 

자기-결정의 힘, 덕으로 나 어 논의하 다.

다음으로 도덕  책임이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담당하는 역할을 

3가지로 나 어 논의하 다. 첫째, 도덕  책임은 도덕  동기화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 도덕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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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근원이 된다. 둘째, 도덕  책임은 도덕  동기화가 발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덕  책임의 각 요소들은 도덕  동기화

의 각 요소들에게 향을 주어 도덕  행동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 

셋째, 도덕  책임은 행 자 스스로 자신의 여러 행동들에 해 책임을 갖

는 것과 동시에 특정한 상황과 장소, 그리고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도덕

으로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한다. 

Ⅴ장 ‘도덕  책임의 도덕교육  용과 함의’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종

합하여 도덕  책임을 한 교육 방법을 으로 살펴보았다. 도덕  

책임에 한 구체 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기에 앞서 기존 도덕과 교육과정

과 교과서에서 ‘책임’에 해 어떻게 기술하 는가를 분석하 다. 그리고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도덕교육의 목표와 내용으로서 도덕  책임

을 한 교육 용 방안을 검토하 다.

도덕  책임감 형성을 한 구체 인 도덕교육방법으로는 ‘반성  책

임 일기 작성’, ‘ 래 집단에 한 책임과제 부여’, ‘이야기를 활용한 도덕  

책임의 모범 제시’를 제안하 다. 첫째, 반성  책임 일기 작성은 단순하게 

하루의 일과를 기술하는 것이 아닌 의식 으로 자신의 행동들을 얼마나 책

임 있게 수행했는가를 되돌아보는 일기쓰기이다. 이는 도덕  책임의 

에서 의식 으로 자신의 행동과 상황들을 성찰해 보는 일기의 한 형태이

다. 둘째, 래 집단에 한 책임과제 부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단순히 

의무감에 따라 왔다가는 공간이 아닌 ‘나에게 특별하며, 의미 있는 곳’으로 

인식하기 한 교육방법이다. 책임의 래집단은 학생 각자가 한 가지씩의 

임무를 맡으며, 좁게는 교실 내에서, 넓게는 학교 체로까지 이어지는 도

덕  책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도덕 으로 책임지는 방법을 배우며, 무의식 으로 받아들 던 많은 행동

과 상황들을 도덕  책임에 근거하여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셋째, 

이야기를 활용한 도덕  책임의 모범 제시이다. 도덕  이야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일상 인 소재들을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도덕  책임 모범 수업 모형의 차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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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들을 통해 학생들은 도덕  책임 모범에서 본받을 수 있는 도덕  

책임감, 도덕  의지, 도덕  행동들을 찾고, 구나 도덕 으로 책임감 있

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도덕  책임을 한 교육 방법들이 효과 으로 실 되기 해서는 도

덕  책임을 교육하기 한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학교는 

도덕  책임 공동체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도덕 으로 책임 있게 행

동하기 해서 학생들 스스로 학교의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여야 하며, 학교의 문화를 도덕 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의 

도덕 이고 책임감 있는 환경 부분에서 교사에 한 문성 교육이 요구된

다. 이때 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요구된다. 먼 , 교사는 상황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능한 반응들을 상상하고 시험하고 민감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교사 심이기보다 그들 자신의 가치 책무에 일치하게 행

동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로서의 도덕  책임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문성에 한 교육에 

있어서 도덕  책임감을 심어  수 있는 체계 인 로그램들이 요구된

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교사들에게 교육 인 책임감을 심어주기 한 9

가지의 요소를 제안하 다. 

본 연구는 ‘도덕  행동의 실천’이라는 도덕교육의 목표와 동일한 지향

을 두고 출발하 다. 즉, 도덕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나 단순히 타인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해주는 것을 넘어서 도덕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사

람으로 키워내기 한 방법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표이다. 이를 

해 연구자는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  책임 개념을 심으로 

탐구하 다. 왜냐하면 도덕  동기화에 있어서 책임의 부재는 도덕 으로 

행동해야 할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도덕  행동의 실패

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  책임이 도덕

 동기화에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밝히기 한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 다. 그 결과 도덕  동기화는 단순히 도덕  행

동 이 에 발생하는 하나의 단계를 넘어서서 도덕  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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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와 같은 역할을 함을 밝히었다. 그리고 도덕  책임이 도덕  동기

화에 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발견하 다. 한 도덕  동기화가 도덕  

행동을 한 발자가 되는 것과 같이 도덕  책임은 도덕  동기화를 

한 발자이자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도덕교육에서 용할 수 있는 도덕  책임의 교육방

법과 환경 구성 방안을 제시하 다는 특징을 갖는다. 도덕  책임감 형성

을 한 도덕 교육 방법으로는 반성  책임일기 쓰기, 책임의 래 집단 

구성, 도덕  책임의 모범 사례 활용 활동을 제시하 다. 이는 도덕  행동 

실천을 한 도덕  책임 교육에 의미 있는 방법들이 될 것이며, 실제 학

교 장에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덕  책임감 형성을 

한 환경  개선사항으로 도덕  책임 공동체 형성과 도덕  책임감을 지

닌 도덕교사로서의 문성 교육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해 도덕  책임에 

한 교육이 학생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을 둘러싼 학교의 

모든 환경에서 용되어야 함을 주장하 다. 특히, 학생을 교육하는 도덕교

사의 도덕  책임감 형성을 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이처럼 본 연구는 도덕  동기화의 원천으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도덕  책임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도덕교육  함의에 해 논의하 다. 

앞으로 도덕  책임이 도덕  동기화의 과정에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밝히는 효과성 검증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도덕  책임을 형성

시켜주는 방안들, 컨  도덕  책임의 래 집단이나 도덕  책임 모범 

모델과 련된 경험연구를 진행한 뒤, 그 효과성을 밝 내는 작업을 진행

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도덕  행동의 실천’을 한 다

양한 방면의 노력들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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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ole and the Formation Plan of Moral 

Responsibility as the Source of Moral Motivation 

Kim Hye ji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ough there are a little bit of difference about what the final goal of 

moral education is depending on researchers, it seems no different opinion 

in that most of them aim at ‘the practice of moral behavior.’ The existing 

moral education has been focused on moral development in cognitiveㆍ

emotionalㆍintegrative terms. However, this kind of approach has had the 

limitation to induce students’ moral behavior. In this respect, the 

researcher considers that students need to give their attention to ‘moral 

motivation’,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y do I have to behave 

morally?’ to bridge the gap between ‘moral education’ and ‘the practice of 

moral behavior’ through it. In the other words, instead of focusing on the 

moral behavior itself as the result to induce ‘the practice of moral 

behavior,’ it was the starting point of this research that the emphasis on 

moral motivation to induce those behavior grew students’ power to select 

moral behavior for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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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the practice of moral behavior’ could be divided as several 

aspects. For example, there are the case of ‘morally-looking’ behavior for 

the sake of avoiding the punishment(or of winning the prize) in spite of 

reluctance, the case that the person follows the virtues prescribed by the 

rules without personal willingness, and the case that the moral behavior 

is practiced due to the deep inside empathy with the importance of moral 

behavior. The former 2 kinds of cases are in the 

position(consequentialism) that if the practice of moral behavior is valid 

is judged by aspects of external appearing behaviors, and the last case is 

in the position(motivation theory) that moral behavior is judged by 

person’s internal motivation to practice moral behavior. Like this, motives 

for moral behavior are divided into 2 competing claims. The essential 

element to intensify the latter claim is moral responsibility. In the other 

words, if moral motivation could induce moral behavior voluntarily, moral 

responsibility performs the role not of the external factor, but to help 

pure moral factors to be realized. In this respect, moral responsibility 

becomes the source of moral motivation. 

This study disclosed 3 following results. First, it was revealed that 

‘moral motivation,’ the process prior to moral behavior,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moral insight and performs the role of activator to help to 

show moral behavior off. That is because moral motivation is connected 

with the doer’s believes or a value system. That means unlike simply 

given various motives for moral behavior, moral motivation comes from 

internal awareness of ‘why do I behave like that?’ and performs the role 

to help the doer have a moral insight into the situations and make right 

decisions on them. In this respect, why moral motivation is important as 

moral insight and moral behavior trigger is because people often don’t 

follow it in spite of their knowledge and awareness about what is 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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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s importance. Moral motivation inspires the confidence about ‘why 

do I have to behave morally’ and the resolution ‘to behave morally,’ and 

takes in charge of the important role for moral behavior.

Second, it was also disclosed that moral responsibility performs the 

role to help the doer to be motivated not by motives regardless of 

morality, but by pure moral motives. It is because moral responsibility is 

the resource to interpret moral situations. In the other words, clear 

awareness of ‘what responsibility do I have for this moral situation in 

front of me?’ could reduce the moral failure to cowardly stay away from 

the moral situation or pretend not to notice it. This role of responsibility 

could be found from various aspects of society as well as moral 

situations. For example, a person who have clear awareness about the 

responsibility from his/her own duty or role could do ‘what he/she is 

supposed to do’ by him/herself regardless of any economic interest or 

person needs. However,  a person lack of the responsibility not only has 

difficulty to perform his/her given role, but also has tendency to have 

irresponsible excuses for his/her behavior by him/herself. Likewise, moral 

responsibility forms the awareness that a person thinks ‘I have the moral 

responsibility in this situation,’ and makes moral motivation and behavior 

possible in terms of pure meanings regardless of any external motives. 

That means moral responsibility is the source of moral motivation and 

the origin of the practice of moral behavior. 

Finally, the application and implication of moral education was 

disclosed to grow moral responsibility as the source of moral motivation. 

On the ground of theoretical contents, to begin with the application of 

moral education, the orientation of moral education based on moral 

responsibility was examined by the analysis of ethics curriculum and 

textbook related with moral responsibility. Thus,  ‘reflectiv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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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ry writing’, ‘giving a responsibility task to peer group’, and ‘presenting 

a model of moral responsibility by using of stories’ were suggested as 

detailed methods of moral education.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a 

school should be a community of moral responsibility and the specialty 

education should also be done by ethics teachers with moral 

responsibility as a method to make the environment for effective 

application of these ways. In the future, if efficacy verification researches 

are performed to disclose that moral responsibility take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moral motiv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come a 

research with more significance.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more 

detailed education plans related with moral responsibility education as the 

source of moral motivation will be researched. 

Keyword : moral responsibility, moral motivation, moral behavior,

           mo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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