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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도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 연구

조 석 환

우리 시대 사회 각계각층의 교육적 요구들이 집약된 화두가 바로 ‘인

성 교육’이다. 그리고 사회정서학습(SEL)이나 긍정 심리학과 같이 정서

를 중심으로 인성 교육에 접근한 방안들이 주목 받고 있다. 도덕교육은 

이러한 방안들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를 

행복과 가치의 근원으로 스스로 키워 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길러 주

어야 한다. 그동안 도덕교육은 정서의 도덕적 지위와 역할을 밝히고 교

육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덕적 정서 교

육을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이유는 도덕적 정서 교육의 

출발점인 ‘정서’나 ‘도덕적 정서’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것이 무

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와 도덕적 정서 개념을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

하여 도덕적 정서 교육의 이론적 기반과 교육 원리를 밝히고, 이를 근거

로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과 운영 방법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는 ‘도

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를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과

정과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Ⅱ장에서는 정서와 도덕적 정서의 개념 그리고 도덕적 정서 분

류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다양한 정서 이론을 분석하여 정서의 개념을 

신체적 각성, 목적의식, 감정, 사회적 ․ 표현적 측면이 통합된 심리적 구

성체로 정의하고, 정서의 종류, 기능, 발달 과정도 살펴보았다. 이를 바

탕으로 ‘철로 생명 구하기’와 유자입정(孺子入井)의 사례를 통해 정서

의 도덕적 의미를 추출하고 도덕적 정서에 관한 네 가지 입장을 분석하



였다. 또한 정서가 도덕적 가능태이며 동시에 비도덕적 가능태임을 밝히

고 그 가능성을 도덕적 정서 능력치라 명명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도

덕적 정서의 개념을‘어떤 정서가 특정한 상황에서 도덕성을 확보한 상

태로 발현되었을 때, 즉 도덕적 행위를 유발했을 때의 정서’로 정의했

다. 그리고 도덕적 정서 분류 방법으로서 사단(四端)의 의미를 살피고, 

이에 따른 도덕적 정서의 분류 방법을 제안했다.

둘째, Ⅲ장에서는 도덕적 정서 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체계화 하였다. 

정서 지능, 긍정 심리학, 사회정서학습에서 정서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

의 중요성, 정서적 유능성의 의미와 내용, 정서적 행복의 도덕적 의미와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했다. 또한 공자, 맹자, 중용 그리고 아리

스토텔레스와 배려 윤리를 통해 정서의 도덕적 가능성과 도덕적 정서화

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어서 뇌의 정서 관련 구조와 신체적 

작동 원리를 검토하여, 도덕적 정서 교육의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 

셋째, Ⅳ장에서는 도덕적 정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원리를 체

계화하였다. 우선 도덕적 정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내적 정서 측면의 실현 조건으로서 도덕적 정서 능력

치, 정서 상태, 정서 건강이며, 다른 하나는 외적 과정 측면의 실현 조건

으로서 도덕적 지향, 도덕적 습관, 도덕적 사고이다. 이러한 실현 조건이 

교육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도덕적 정서 교육의 구조를 설정하였다. 그리

고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의 운영 원리를 소·중·대 범위로 나누고 각

각의 운영 원리를 제시했다. 

넷째, Ⅴ장에서는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을 체계화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정서와 도덕적 정서 관련 내용을 분석

하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 도덕적 정서 교육의 성격을 규정하고 목표를 

설정한 후 내용 체계도 함께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덕

적 정서 교육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도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 

방안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도덕적 정서의 토대형성 교육 방

안’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성 교육 방안’이다. 

도덕적 정서의 토대형성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학



급 환경’ 조성이다. 정서적 학급 환경을 물리적 정서 환경과 심리적 정

서 환경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바람직한 

정서 모델’설정이다. 바람직한 정서 모델로서 교사, 또래 친구, 정서 규

칙, 정서 모범 위인을 설정하고, 각각의 모델링 방법을 제시했다. 셋째, 

‘정서적 유능성’함양이다. 정서적 유능성이 크게 자기, 타인, 집단, 전

체의 네 차원의 능력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각 차원의 하위 능력들

을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정서적 행복’유지이다. 정서적 

행복의 도덕적 의미를 탐색하고, 정서적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인격 강점과 회복탄력성을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성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지

향’설정이다. 도덕적 지향점은 학생의 정서가 도덕적으로 정향되도록 

만들고, 발현된 정서의 도덕적 타당성은 도덕적 지향점을 기준으로 평가

되고 조절된다. 도덕적 지향점을 현실적 수준과 이상적 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현실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 형성 방법으로 가치 명료화 접

근과 진로 교육을 제시하였고, 이상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 형성 방법

으로 도덕적 인간상과 도덕적 보편 가치를 제시했다. 둘째, ‘도덕적 습

관’형성이다. 공자의 예(禮) 사상에서 습관의 도덕적 가능성과 도덕적 

습관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종류를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감정의 

습관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습관 형성 방법으로는 구사(九思), 구용(九
容), 도덕적 정서 공책 등을 제시했다. 셋째, ‘도덕적 사고’함양이다. 

정서를 도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 사고는 중용적 사고이다. 중용

적 사고를 실천적 사고, 성찰적 사고, 상황적 사고, 배려적 사고, 공감적 

사고, 목적 지향적 사고, 조화적 사고로 나누어 이를 함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도덕적 정서 교육의 운영 방안을 소·중·대 

범위로 나누어 체계화 하였다. 소 범위 운영 방법으로 도덕과 단원 설정 

운영 방법과 도덕적 정서 분류 운영 방법을 제시하였다. 중 범위 운영 

방법으로 도덕적 학급 경영 운영 방법과 연간 도덕과 수업 운영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 범위 운영 방법으로는 학교 경영 운영 방법과 학년별 심



화 운영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중에서 도덕적 학급경영 운영 방법이 도

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 방안의 목적을 가장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실

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정서가 특정한 상황에서 도덕적 정서로 실현되었다는 것은 도덕

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순간 그는 도덕적 인간이다. 그러나 상

황은 끝없이 달라지며 우리는 매순간 다르게 생겨나는 정서를 상황에 맞

게 조화롭게 발현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게 된다. 이때 도덕적 지향점과 

도덕적 습관 그리고 도덕적 사고가 도덕적 정서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된다. 동시에 안정된 정서 환경의 학급에서 바람직한 정서 모델과의 상

호작용을 이루면서, 정서적 유능성을 함양하게 된 학생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도 갖게 될 것이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정서는 도덕적 정

서화의 든든한 바탕이다. 

논의를 마무리 하면서 본 연구자는 도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 연구

가 학생들의 정서 문제에 대한 도덕교육의 해법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

기를 희망하며, 또한 추후 도덕적 정서 교육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교

육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정서, 도덕적 정서, 도덕교육, 도덕적 정서 교육

학  번: 201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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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은 이성의 능력으로 세상 만물의 보편적 질서를 파악하려고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feeling)과 타자를 포함한 맥락으로부터 

독립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신체를 가진 인간은 완벽한 객

관성에 도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

이다. 이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생명의 유지와 연장

이다. 이때 자기 보존의 본능적 욕구는 타자를 수단화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이끈다. 그러나 이성의 합리적 능력은 

타자의 파멸보다는 공존의 길을 찾는다. 그 길이 나와 타자 사이의 공정

과 공평의 실현 즉 정의(justice)이다.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정

의로운 것이며, 정의로운 것이 옳은 것이고, 옳은 것이 도덕적인 것이 

된다. 도덕적인 사람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판

단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따라서 이성 중심의 도덕교육은 도덕적 지

식, 도덕적 판단 능력과 같은 이성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주력한다. 

이때 실천보다 이론이, 행(行)보다 지(知)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정서(emotion)는 자기보존을 위한 본능적 이기성으로 작용하면

서, 동시에 선한 본성의 씨앗을 품고 타자를 위한 자기희생의 이타성으

로도 기능한다. 이 두 가지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정서는 어느 경우이건 

자신을 모든 타자 및 대상과 연결시키는 능력이다. 정서를 통해 인간은 

길가의 꽃 한 송이, 그 위에 앉은 벌레 한 마리, 하늘을 나는 새와 연못

에서 뛰어오르는 물고기, 자신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 모든 것 또

는 그 이상의 초월적인 것들과 하나가 된다. 일심동체(一心同體), 물아일

체(物我一體)는 정서가 일으키는 신비이다. 이러한 정서의 능력을 통해 

인간은 관계의 지평을 나에서부터 타자와 자연 그리고 초월적 존재에까

지 넓힌다. 그러나 정서는 언제든 자기와 타자를 파괴하는 충동적 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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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와 조절, 억제의 대상이기도 하다. 

우리는 정서를 통해 타자들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된다. 하나

는‘좋음[好]’이고 또 하나는 ‘싫음[不好]’이다. ‘좋은 것’은 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다. ‘싫은 것’은 하기 싫

고, 멀리 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이다. 이 때 도덕적인 사람은 사람들

이 좋아하는 것을 실천하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다. 또한 자신이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사람이며, 이기심을 극

복하고 올바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정서 중심의 도덕교육

은 정서를 다스리고 조율하며 조화롭게 발현하는 마음의 수양에 집중한

다. 이때 이론보다 실천이, 지보다 행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정서적인 존재이다. 한 인간 내에서 이성은 상황

과 맥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으로 

작동하고, 정서는 즉각적인 접근과 회피에 대한 반응을 통해 사람을 상

황 속으로 개입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인간은 이성을 

통해 상황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정서를 통해 상황 속으로 뛰

어들어 행위를 만들어 낸다. 이 둘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항상 같이 

작동한다. 교육은 인간이 가진 딜레마이자 무한한 가능성인 이성과 정서

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관한 시도이며, 도덕교육

은 이성과 정서의 장점에 주목해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키워 내려는 

기획이다. 

지금까지 도덕교육은 이성 교육의 측면에서 도덕적 지식(도덕규범과 

기본 생활 예절에 대한 이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 왔고, 정

서 교육의 측면에서 도덕적 감정․정서, 도덕적 실천 의지 및 태도를 형성

시키려 노력(교육부, 2013: 21-23)하면서, 이성과 정서를 함께 중요시해 

왔다. 이른바 지·정·행의 통합적 도덕성을 교육시키려고 노력해 온 것

이다. 하지만 정서 교육의 측면에서 도덕교육은 사회적으로 그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학생들의 정서 문제에 효과적인 대안

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긍정 심리학, 감정 코칭, 비폭력 대화법, 상담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등과 같은 대증(對症)적 접근들이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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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합적 접근으로 제시된 ‘인성 교육’에서도 도

덕교육은 지식 전달 중심에서 실천 지향적으로 내용을 개선하고 강화하

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효과적이라고 주목받는 치료적 방안들이 갖는 장

점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정서는 본질적으로 주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서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학생 본인이 자신의 정서에 대한 주인으로 

살고, 정서를 통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정서적 문제를 도덕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덕교육은 이러한 정서 교육을 해 나갈 방법과 역량을 갖

고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도덕교육에서 정서의 역사를 살

펴봄으로써 도덕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자원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연구의 목표 지점을 보다 정확하게 설정하고자 한다. 

19세기 초에 출현한 초기 심리학은 정서를 자연적 도전에 대한 신체 

반응과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순응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는 다윈의 이론

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의 심리학 연구들은 이러한 순응적 기

능보다는 내적 상태로서의 정서 그리고 정서가 신체의 어디에서 비롯되

는지에 관한 구조주의적 논쟁에 주목한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급진적 

행동주의자들은 자극과 행동 반응 중심의 연구 속에서 정서의 지위를 격

하시켰다. 이러한 논쟁들은 결국 뇌가 어떻게 주관적 경험을 주도하고 

조직하는지에 관한 신경 과학적 전통을 출현하게 하였다(LaFreniere, 위

영희 외 역, 2006: 3-22). 

이후 다마지오(J. Damasio)는 게이지의 사례를 통해 이성과 정서가 상

호 의존하고 있으며 분리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Damasio, 

1994). 비슷한 시기 샐로비(P. Salovey)와 메이어(J. Mayer)도 정서를 성향

(trait)이 아닌 일종의 능력(ability)이라는 ‘정서 지능(EQ, emotional 

quotient)' 개념을 제시한다(Salovey & Mayer, 1989). 이 무렵 골맨(D. 

Goleman)은 정서 지능이 탁월한 사람은 감정 조절이 뛰어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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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등 인지 기능도 우수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는 주장을 통해 사

람들이 정서에 대해 큰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Goleman, 1995). 이와 같은 

정서에 관한 긍정적 관점은 학교 교육이 정서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대

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학업 및 사회정서학습협회(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CASEL)’의 주도로 사회정서학

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Merrell & Gueldner, 2011).

정서가 점점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어 온 것처럼 현재 도덕 심리학 

분야에서도 정서는 도덕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점차 인정받고 있다. 그러

나 도덕 심리학의 초기 역사에서 정서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그것은 

도덕성의 핵심을 정서나 행동보다는 ‘인지(cognition)’로 보는 피아제

(J. Piaget)와 콜버그(L. Kohlberg)의 인지 이론이 도덕 심리학의 주류로 

자리해 왔기 때문이다. 콜버그와 반대 입장에 서서 공감과 배려와 같은 

정서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호프만(M. L. Hoffman)과 길리건

(C. Gilligan), 그리고 나딩스(N. Noddings) 역시도 도덕성에 있어 인지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도덕성이 인지, 정서, 행동 중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되거나 실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레스트(J. 

Rest)의 4구성 요소 모델(four component model)이나, 도덕적 인격이란 

도덕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습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 모두에서 각 영역에 

적합한 기준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튜리엘(E. Turiel), 누치(L. 

Nucci), 스메타나(J. G. Smetana) 등의 사회 인지 영역 이론(the social 

cognitive domain theory) 그리고 블라지(A. Blasi)와 데이먼(W. Damon)의 

도덕적 정체성 이론(moral identity theory)과 같은 접근들은 인지와 함께 

정서 그리고 행동의 통합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정서를 도덕성의 중요

한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그린(J. Greene)

과 하이트(J. Haidt)는 도덕 판단이 피아제나 콜버그가 말하는 것처럼 단

순히 추론과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와 정서적 직관이 함께 관여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social intuitionist model)’을 제시하면

서 도덕적 선택과 판단에서 정서와 직관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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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을 종합하여 최근 나바에츠(D. Narvaez)는 일상적인 도덕적 상황

에서 자동적으로 발휘되는 수준의 도덕적 전문성 모델인 ‘통합적 윤리 

교육(integrative ethical education)’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최근의 연

구들은 뇌 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성에 의한 숙고와 직관에 

의한 도덕적 자동성 그리고 정서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이정렬, 정창

우, 2012: 269-286).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성과 정서는 직관이라

는 개념과 함께 대립과 화해, 그리고 융합의 새 길을 모색해 가고 있는 

중이다. 

서양에서 정서가 미운 오리에서 백조가 되어 가고 있다면, 동양(원시 

유학)에서 정서는 원래부터 백조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원시 유학에

서 보는 사람다움의 본질은 정서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자에게서 인(仁)으로, 맹자에게서 사단(四端)으로 대표된다. 도덕적 인

간이 되는 것은 이러한 정서를 어떻게 확충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에 달

려 있다고 보는 것이 원시 유학 사상이다. 

원시 유학은 정서 심리학이나 도덕 심리학에서 정서의 문제를 바라보

고 다루는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정서를 대한다. 정서 심리학은 정서

의 원인과 구조, 발생 과정을 밝혀내어 정서의 발달 과정을 규명하고 정

서적 문제 상태의 해결과 긍정적 정서의 함양을 통한 행복한 삶의 영위

에 그 목적을 둔다. 예를 들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 정서 심리

학은 그것의 원인이 되는 자극의 발견을 통해 극복과 치유를 시도한다. 

한편 도덕 심리학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서 정서의 역할에 대한 

분석에 중심을 둔다. 예를 들면, 두려움이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도덕 행위에 미칠 효용성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유학은 좀 더 도덕적이

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두려움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자는 두려움에 

대해 묻는 제자 사마우에게 “자기 스스로 돌아보아 거리낌이 없다면 무

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語』 卷12 「顔淵」: “子曰 
內省不疚 夫何憂何懼”)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공자는 삶의 도덕적 지

향과 도덕적 신념 속에서 도덕성의 확보를 통해 두려움이라는 정서를 해

소시킨다. 또한 두려움의 정서를 자신이 비도덕적인 상태로 전락하는 것



- 6 -

을 걱정하는 두려움으로 바꾸어 당당한 도덕적 삶을 담보하는 두려움이 

되게 만든다. 이와 같이 정서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

루는가에 따라 정서는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서양 도덕교육에서 정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었

든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 논의들 속에 도덕교육과 정서 교

육을 위한 중요한 교육적 방법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정서 

문제를 해결할 도덕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학생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과 정서적 건강이다. 좋은 정서적 기

질을 타고난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이라도 양육과 교육을 통

해 훌륭한 정서적 성숙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의 정서를 잘 교육 

받은 학생들은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정서는 우리의 판단이 이기적 판단이 되지 

않도록 직관적으로 도덕의 길을 인도해 갈 것이며,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통해 도덕적 실천을 해 나갈 힘을 줄 것이다. 이러한 정서를 소

유했다는 것은 삶 속에서 타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갖

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처럼 정서는 행복한 삶과 도덕적 삶 모두의 핵심적 요소이다. 도덕

교육은 학생들이 도덕적 자기완성을 향해 끝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정서 교육의 

역할은 정서에 도덕적 의미와 지위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평생을 통해 

정서를 수양하고 계발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

덕교육에서는 도덕적 정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고민해야 한다.

현재 도덕교육의 분야에서 도덕적 정서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특정한 도덕적 정서를 중점적으로 다루

고 있는 연구들이고, 다른 하나는 본 연구와 유사한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과 관련된 것들이다. 앞의 것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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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부끄러움’, ‘죄의식’ 등의 특정 정서의 함양을 추구하는 

것들이다. 후자와 관련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것

은 특정 정서들을 동시에 함양하는 방식과 도덕과교육, 학급 활동,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방식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

다. 이처럼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정서 교육에 관한 연구는 적지는 않은 

편이다. 다만 도덕적 정서 교육의 논의들을 포함해 도덕교육에서 ‘도덕

적 정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까지 제시한 

연구는 현재 부족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정서 교육을 

기본적인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

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본 도덕적 정서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도덕교육의 역사를 통해, 도덕적 정서 교육의 필요성과 그것이 보다 체

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도덕적 정

서 교육의 체계화’를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은 정서와 도덕적 정서 개념의 체계화, 도덕적 정서 교육의 기반 이론의 

체계화, 도덕적 정서 교육 원리의 체계화,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의 체

계화, 도덕적 정서 교육 운영 방법의 체계화를 통해 달성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제적 연구 방법(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기반으로 문헌 연구 및 이론적 탐색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주요 연구 자료로는 동서양의 정서 관련 철학, 정서 심리학, 도덕 심리

학, 도덕교육, 뇌 과학, 도덕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헌을 살펴볼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자료들에서 정서, 정서 교육, 도덕적 정서 교육

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해 도덕적 정서 교육 체계화를 시도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도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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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정서와 도덕적 정서의 개념을 

정립하고 내용을 확인해 도덕적 정서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일반적으로 정서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정서를 단일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네 가지 차원 

즉, 생리적·생물학적, 인지적·주관적, 기능적·목표 지향적, 사회적·

표현적 측면에서의 정서의 정의를 살펴보고, 정서를 복합적인 차원에서 

정의하는 리브의 정서 정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위한 정서의 개념 정

의를 할 것이다. 셋째, 기본 정서와 복합 정서의 분류법을 통해 정서의 

종류와 정서 간의 관계를 살필 것이다. 넷째,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

면에서 정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고, 아동기의 중요한 정서 발

달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를 위한 도덕적 정서 개념을 

확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철로 생명 구하기의 실제 사례들과 유자입정

의 맹자의 성선 논증을 비교하면서 정서의 도덕적 의미와 역할을 탐색하

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도덕적 

정서 능력치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도덕적 정서 개념을 정의

할 것이다. 여섯째, 도덕적 정서를 분류하는 기존의 분류 체계를 간단히 

살펴보고, 맹자의 사단(四端) 개념을 이용해 도덕적 정서의 분류 체계를 

설정해 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도덕적 정서 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탐색하고 체계화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학생들의 정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서적 유능성과 정서적 행복의 내용과 교육 방법의 가능성을 가진 정서 

지능, 긍정 심리학,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을 살펴 볼 것이다. 둘째, 정서

의 도덕적 실현 가능성과 이를 위한 능력과 관련된 내용과 교육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공자의 정서관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인 정서 

생활의 모델로서 공자의 삶과 그의 정서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논어

(論語)』를 중심으로 탐색할 것이다. 그리고 『맹자(孟子)』에서 맹자의 

정서관을 살펴보고, 『중용(中庸)』을 중심으로 도덕적 사고로서의 중용

적 사고의 개념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서관과 배려 

윤리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정서 관련 뇌 구조와 신체적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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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확인할 것이다. 뇌의 구조를 정서와 관련된 부분, 정서가 신체적

으로 작용하기 위한 호르몬 전달 체계와 각각의 기능에 대해 살펴 볼 것

이다. 

Ⅳ장에서는 도덕적 정서 교육 체계화의 원리를 구상할 것이다. 도덕

적 정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건, 구조, 운영의 원리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도덕적 정서 교육의 조건을 도덕적 

정서화 개념과 관련하여, 내적 정서 측면 실현 조건과 외적 과정 측면 

실현 조건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둘째,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의 

구조를 도덕적 정서의 토대형성 구조와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성 구조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도덕적 정서 교육의 구조의 종합 원리

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의 운영 원리를 제안할 

것이다. 

Ⅴ장에서는 도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 방안을 구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도덕적 정서와 관련된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도덕적 정서 교육의 성격을 규정하고 목표를 설정

할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정서 교육의 내용 체계를 제시할 것이다. 셋

째,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 체계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의 실제를 탐

색할 것이다. 우선 도덕적 정서의 토대형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실에서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위한 정서 환경의 중요성을 심리적 정

서 환경과 물리적 정서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을 마련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 인지 학습에서의 모델

링의 방법론을 근거로 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정서를 발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바람직한 정서 모델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이를 설정 해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정서 지능과 긍정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능성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형

성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행복의 내용과 중요성

을 알아보고, 이를 얻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시키는 방안을 알아

볼 것이다. 넷째,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덕적 지향의 중요성과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를 고찰해 보고,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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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과 현실적 차원으로 나누어 도덕적 지향을 설정하여 추구하는 방법

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도덕적 습관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고 쉽게 도덕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서

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적 접근을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감

정의 습관으로 나누어 보고 그 각각의 내용과 형성 방법을 알아볼 것이

다. 마지막으로 중용(中庸)적 사고가 가진 도덕적 사고로서의 특징을 분

석해보고, 그 각각의 함양 방안을 찾아 볼 것이다.

Ⅵ장에서는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의 운영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첫

째, 소 범위 운영 방법으로 도덕과 단원 설정 운영 방법과 도덕적 정서 

분류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둘째, 중 범위 운영 방법으로 도

덕적 학급경영 운영 방법과 연간 도덕과 수업 운영 방법을 알아볼 것이

다. 셋째, 대 범위 운영 방법으로 학교 경영 운영 방법과 학년별 심화 

운영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3. 용어 정의

본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다르게 또는 새롭게 정의하여 사용하는 용

어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문에 담겨 있다. 다음 

은 이 용어들에 대한 간략한 정의이다.

■ 정서: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에서는 학술적 용어로 ‘감정’이나 

‘감성’이란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말에서는 감정이나 

감성 또는 느낌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영어에서는 흔히 

‘emotion’ ‘feeling’ ‘affect’ 의 세 가지 용어가 쓰인다. 이 

용어들의 용법을 정리하자면, ‘affect’는 의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비인지적인 평가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감정을 다루는 

용어이고, ‘feeling’은 의식화된 감정의 측면을 지칭하는 용어로

서 생리적, 심리적인 측면을 포함하며, ‘emotion’은 심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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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강한 feeling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학자들에 따

라서는 이 세 용어의 정의나 경계가 불분명하다. 정서는 emotion에 

대한 학술적 번역어이다”(이정모, 2012). 본 연구에서는 ‘정서

(emotion)'를 기본 용어로 사용하고, 정서를 상황성과 개별성의 차

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감정이란 표현을 함께 사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Ⅱ장 1절에서 이루어진다.  

■ 도덕적 정서:  도덕적 정서란 어떤 정서가 특정한 상황에서 도덕성

을 확보한 상태로 발현되었을 때, 즉 도덕적 행위를 유발했을 때의 

정서이다. 모든 정서는 도덕적 정서로서 실현될 가능성을 갖고 있

으며 비도덕적 정서로 실현될 가능성도 갖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정서는 도덕적 정서로 실현될 수 있는 도덕적 정서 능력치를 다르

게 갖는다. 

■ 도덕적 정서 능력치: 정서는 도덕적 정서가 될 수도 있고, 비도덕적 

정서가 될 수도 있다. 이때 각 정서는 도덕적 정서 능력치와 함께 

비도덕적 정서 능력치를 함께 갖는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랑

은 도덕적 정서 능력치가 높고 비도덕적 정서 능력치는 낮다. 마찬

가지로 미움은 도덕적 정서 능력치가 낮고 비도덕적 정서 능력치가 

높다. 

■ 도덕적 정서화: 도덕적 정서화란 어떤 정서가 특정한 상황에서 도

덕적 행위를 유발시켜 도덕성을 획득하는 과정과 도덕성을 확보한 

상태를 포함해 부르는 말이다. 정서를 도덕적 정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 정서화 능력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능

력으로 도덕적 지향, 도덕적 습관, 도덕적 사고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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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덕적 정서에 대한 이해

1. 도덕적 정서 이해의 기초

1) 정서의 정의와 분류

(1) 정서의 정의

 인간은 일생 동안 다양한 정서(emotion)를 경험한다. 그러나 정서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를 케이건(J. Kagan)의 

정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정서는 다양한 자극을 통해 발생하는 감정과 생각, 행동과 관련

된 주관적 경험이다. 정서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할 때 신체가 즉

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 양심이나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

을 통제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할 수 있는 집중 상태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선택

과 판단 그리고 기억과 학습에 도움을 주며, 사람들 간의 친밀한 

유대 관계나 세대의 번식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agan, 

2007: 25-26).

이처럼 정서는 주관적인 체험의 영역에서 복합적인 작용과 역할을 하

기 때문에 한 두 문장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 그러나 도덕적 

정서 교육을 위해서는 ‘도덕적 정서’의 개념을 정의해야 하고, 도덕적 

정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서’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의 개념이 달라지면 도덕적 정서 교육의 목표와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서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작업은 정서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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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것에는 ‘느낌

(feeling)’, ‘기분(mood)’, ‘감정(affect, feeling)’ 등이 있다.

느낌(feeling)은 외적 자극이나 내적인 욕구·심상·사고 등과 관련되

어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주관적인 의식 상태이다. ‘외로움을 느꼈다’

와 같은 주관적 경험과 ‘맛을 느꼈다’, ‘추위를 느꼈다’와 같은 신

체적 감각을 통한 경험, 그리고 ‘잘못을 느꼈다’와 같이 사실이나 생

각을 인정하거나 인식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서에 비해 일시적으로 나타

나며 특별한 이유나 특정한 대상이 없이 막연하고, ‘왠지 느낌이 안 좋

아’와 같은 미래 예측의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느낌은 정서에 비해 미

분화된 상태로서 쾌나 불쾌의 정도로 표현된다(정명화 외, 2005: 69). 

기분(mood)은 유발 자극이 뚜렷하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 과정에서 인지와 사고를 안내하는 작용을 한다. 기분은 크게 유쾌한 

기분, 불쾌한 기분, 중립적인 기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서가 외부 

자극에 의해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인 것에 비해 기분은 몇 시간에서 

며칠 단위로 이어지기도 한다(Green, 1992: 34; Oatley & Jenkins, 1996: 

30). 

감정(affect, feeling)은 상황에 따라 기분이나 정서의 의미로도 사용되

기 때문에 엄밀히 구별하기 어렵다. 대체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느낀 심정이나 기분을 말한다. 이것은 ‘너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 

‘감정이 메마르다’, ‘걱정, 실망, 우울, 흥분, 즐거움 등 갖가지 감정

의 혼란에 빠지기 쉽다’ 등과 같이 정서 일반이나 특수한 정서 하나하

나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한다(Turner & Stets, 2005: 48, 245). 이와 

같이 정서와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다는 

것은 정서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emotion)’를 기본 용어로 사용하고 맥락에 따라 

감정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정서를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서가 여러 가지 차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크게 생리적·생물학적, 인지적·주관적, 기능

적·목표 지향적, 사회적·표현적 측면의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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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Reeve, 2009: 329-363; kalat & Shitoa, 민경환 외 역, 2011: 3-6; 

김유미, 2005: 14-17). 이 네 측면은 정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생리적·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정서란 중요한 사건에 대한 지각과 동

시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느낌(James, 1884)이며, 정서의 중추

로서의 시상하부가 각성될 때 단순한 감각 경험이 내장과 내분비계의 변

화를 수반하는 고유한 유전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신체적 기제이다

(Cannon, 1920). 인지적·주관적 측면에서 정서란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

것에 따른 심리적 반응 양식과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행

동의 경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상황에 대한 평가 이후에 연쇄적으

로 일어나는 대처 과정이다(Lazarus, 1991). 이것은 상황에 대한 평가가 

없으면 정서도 없다는 입장이다. 기능적·목표 지향적 측면에서 정서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순응할 수 있도록 행동을 돕는 내적인 동기

(Plutchik, 1980)이며, 자극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구조화된 반응으로서 파

괴 대 보호, 결합 대 거부, 탐색 대 지향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

로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기능적인 역

할을 한다(Plutchik, 2003). 사회적·표현적 측면에서 정서란 어떤 사건과 

관련된 인지적 반응의 변화, 행동 경향성의 변화, 환경과의 관계를 설립

하고 조정하는 방식의 변화, 특정한 관심사와 욕구의 준비성과 관련된 

변화이다(Frijda, 1986).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정서 정의를 통해 도덕적 정서 교육을 위한 

정서 개념은 단일한 차원에서만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덕적 정서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정서는 학생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정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브(J. Reeve)의 정서 

정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그가 정서의 복합적인 측면을 포함

한 정서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브는 정서를 감정(feeling)과 신체적 각성(bodily arousal) 그리고 목

적의식(sense of purpose)과 사회적·표현적(social-expressive) 측면의 네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Reeve, 2009: 299-300). 정서의 

네 측면을 각각 살펴보면, 감정 요소는 정신과 인지 과정에 근거하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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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관적 경험을 제공한다. 신체적 각성 요소

는 생리와 신경의 활성화로 구성되고, 어떤 정서가 발생하는 동안 그 상

황에 신체가 적응하여 대처할 수 있게 준비시켜 주며, 이러한 것과 관련

된 호르몬 체계와 자율 신경계의 활동이 포함된다. 뇌의 활성화와 신체

의 각성 그리고 생리적 활동은 정서와 서로 밀접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떤 특정한 정서를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신체적 각성이 나타나게 

된다. 목적 요소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목표 지

향적인 특성을 갖게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고 정서를 통해 이익을 얻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사회적·표현적 요

소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언어와 얼굴 표정, 몸짓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의사를 전달한다(Reeve, 2009: 

299-300). 이와 같이 정서는 개인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사건들에 직면

하여 도전과 적응을 돕기 위해 정서의 네 측면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동

시에 발생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구성체이다(Reeve, 2009: 300). 이를 나

타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리브의 정서 모형(Reeve, 정봉교 외 역, 2011: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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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논의들이 갖고 있는 정서에 대한 내용은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

반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정서 교육에서 정서를 어떻게 이

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리브의 견해를 바탕으로 도덕교육을 위한 정서 개념을 정의한다. 

 정서는 신경 체제의 활성화로 호르몬 분비와 자율 신경

계의 활동을 포함하는 신체적 각성이며, 그것으로 인해 특정

한 신체적 느낌을 동반한 감정이고, 목표 지향적인 강한 동

기를 형성하는 목적의식이며, 언어와 얼굴 표정, 몸짓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사회적·표

현적 측면이 통합되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구성 체

계이다(Reeve, 2009: 299-301).

(2) 정서의 분류

정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서의 원형질로서 근본적으로 서로 

구분되는 기본 정서의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어떤 정서가 기본 정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종 내의 보편성’, ‘특정한 원형적인 사건의 촉

발’, ‘생애 초기에 발생’, ‘모든 문화에 걸친 보편적 표현 양식’, 

‘뇌나 자율 신경계의 독특한 생리적 기반’의 다섯 가지 기준을 만족해

야 한다(kalat & Shitoa, 민경환 외 역, 2011: 39-42; LaFreniere, 위영희 

외 역, 2006: 124-125). 

캠퍼(T. D. Kemper, 1987)와 플러칙(R. Plutchik, 1980, 2001, 2003)은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해 기본 정서 분류법을 제안하고 있다. 캠퍼는 

기본 정서 분류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표-1>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Kemper, 1987: 266). 이것을 보면 대체로 ‘공포’와‘분

노’, ‘슬픔’과 ‘기쁨’은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기본 

정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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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기본 정서

Plutchik

(1962, 1980)

공포(fear), 분노(anger), 슬픔(sadness), 기쁨(joy), 

수용(acceptance),  혐오(disgust), 기대(anticipation), 

놀람(astonishment) 

Scott

(1980)

공포(fear), 분노(anger), 외로움(loneliness), 즐거움(pleasure), 

사랑(love), 불안(anxiety), 호기심(curiosity)

Epstein

(1984)
공포(fear), 분노(anger), 슬픔(sadness), 기쁨(joy), 사랑(love)

Tomkins

(1962,1963)

공포(fear), 분노(anger), 향락(enjoyment), 흥미(interest), 

혐오(disgust), 놀람(surprise), 수치심(shame), 경멸(contempt), 

고통(distress)

Izard

(1972,1977)

공포(fear), 분노(anger), 즐거움(enjoyment), 흥미(interest), 

혐오(disgust), 놀람(surprise), 수치심/수줍음(shame/shyness), 

경멸(contempt), 고통(distress), 죄책감(guilt)

Panksepp

(1982)
공포(fear), 격노(rage), 돌연한 공포(panic), 기대(expectancy)

Arieti

(1970)

공포(fear), 격노(rage), 만족(satisfaction), 긴장(tension), 

생리적 욕구(appetite)

Brenner 

(1980)
즐거움(pleasure), 불쾌함(unpleasure)

Fromme 

and 

O’Brien 

(1982)

공포(fear), 분노(anger), 비탄, 체념(grief, resignation), 

기쁨(joy), 의기양양(elation), 만족감(satisfaction), 충격(shock) 

Ekamn

(1973)

공포(fear), 분노(anger), 슬픔(sadness), 행복(happiness), 

혐오(disgust), 놀람(surprise)

Osgood 공포(fear), 분노(anger), 불안-슬픔(anxiety-sorrow), 기쁨(joy), 

<표-1> 기본 정서군(Kemper, 1987: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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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고요한 즐거움(quiet pleasure), 

흥미/즐거운 기대(interest/expectancy), 경탄(amazement), 

지루함(boredom), 혐오(disgust)

Shaver and 

Schwartz

(1984)

공포(fear), 분노(anger), 슬픔(sadness), 행복(happiness), 

사랑(love)

Fehr and 

Russell

(1985)

공포(fear), 분노(anger), 슬픔(sadness), 행복(happiness), 

사랑(love)

Sroufe

(1979)
공포(fear), 분노(anger), 즐거움(pleasure)

Trevarthen

(1984)
공포(fear), 분노(anger), 슬픔(sadness), 행복(happiness)

Malatesta 

and 

Haviland

(1982)

공포(fear), 분노(anger), 슬픔(sadness), 기쁨(joy), 흥미(interest), 

눈썹찡긋(browflash), 고뇌(pain), 이맛살 찌푸리기(knit brow),  

Emde

(1980)

공포(fear), 분노(anger), 슬픔(sadness), 기쁨(joy), 흥미(interest), 

놀람(surprise), 고뇌(distress), 수치심(shame), 수줍음(shyness), 

혐오(disgust), 죄책감(guilt)

플러칙이 제안하고 있는 심리 진화론적 정서 분류 이론은 가장 영향

력 있는 정서 분류 연구 중의 하나이다. 그는 이전의 정서 분류 연구들

을 종합하여 발표하면서, 기쁨(joy), 슬픔(sadness), 신뢰(trust), 혐오

(disgust), 두려움(fear), 분노(anger), 놀람(surprise), 기대(anticipation)를 

기본 정서로 제안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기본 정서 모형에서 제시한 기

본 정서의 개념과 함께 정서의 양극성, 강도, 유사성의 개념을 종합하여 

정서의 3차원 복합 모델을 제시한다. 그는 이것을 [그림-2]와 같이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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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정서의 3차원 복합 모델(Plutchik, 2001: 349)

이 모형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운데 원의 바로 바

깥쪽에는 기본 정서가 배치되어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기본 정서의 안

쪽에 있는 정서들은 기본 정서보다 강도가 강한 것이며 바깥쪽에 있는 

것은 기본 정서보다 정서가 약한 것이다. 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볼 

때, 존경(admiration)-신뢰(trust)-수용(acceptance)이 있다. 신뢰가 기본 

정서이고 이보다 안쪽에 있는 존경은 강도가 더 강한 것이고, 신뢰보다 

바깥에 있는 수용은 강도가 약한 것이다. 둘째, 존경(admiration)-신뢰

(trust)-수용(acceptance)과 마주보고 있는 것은 혐오(loathing)-거부

(disgust)-지루함(boredom)이다. 이들은 마주보는 위치끼리 서로 대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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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빈도 높음 발생 빈도 보통 발생 빈도 적음

기쁨(joy)+

신뢰(trust)=

사랑(love)

기쁨(joy)+

두려움(fear)=

죄책감(guilt)

기쁨(joy)+

놀람(surprise)=

환희(delight)

신뢰(trust)+

두려움(fear)=

복종(submission)

신뢰(trust)+

놀람(surprise)=

호기심(curiosity)

신뢰(trust)+

슬픔(sadness)=

감상성(sentimentality)

두려움(fear)+

놀람(surprise)=

겁(alarm)

두려움(fear)+

슬픔(sadness)=

절망(dispair)

두려움(fear)+

혐오(disgust)=

수치심(shame)

놀람(surprise)+

슬픔(sadness)=

실망(disappointment)

놀람(surprise)+

혐오(disgust)=

?1) 

놀람(surprise)+

분노(anger)=

격노(outrage)

슬픔(sadness)+

혐오(disgust)=

후회, 자책(remorse)

슬픔(sadness)+

분노(anger)=

시기심(envy)

슬픔(sadness)+

기대(anticipation)=

비관(pessimism)

<표-2> 복합 정서(combinational emotions) (Plutchik, 2003)

정서이다. 이러한 대립성을 그는 양극성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기쁨

(joy)과 슬픔(sadness), 신뢰(trust)와 혐오(disgust), 두려움(fear)과 분노

(anger), 놀람(surprise)과 기대(anticipation)는 서로 반대되는 정서이다. 정

서를 나타내는 언어에는 강도가 내재되어 있다. 어떤 정서 단어가 있으

면 그보다 강한 개념 또는 약한 개념의 단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

여움보다 강한 단어는 분노나 격노가 있고, 약한 단어에는 짜증이나 성

가심이 있다. 셋째, 정서 언어들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서로 인접한 정

서들이 합쳐지면서 이차 정서들이 만들어진다. 복합 정서의 내용은 <표-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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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disgust)+

분노(anger)=

경멸(contempt)

혐오(disgust)+

기대(anticipation)=

냉소(cynicism)

혐오(disgust)+

기쁨(joy)=

음울함(morbidness)

분노(anger)+

기대(anticipation)=

호전성(aggression)

분노(anger)+

기쁨(joy)=

긍지(pride)

분노(anger)+

신뢰(trust)=

우월감(dominance)

기대(anticipation)+

기쁨(joy)=

낙관(optimism)

기대(anticipation)+

신뢰(trust)=

순응(fatalism)

기대(anticipation)+

두려움(fear)=

불안(anxiety)

이상에서 살펴본 캠퍼와 플러칙의 기본 정서 분류에 대한 논의를 통

해 기본 정서와 복합정서의 종류를 확인해 보았다. 정서를 분류하고 명

명하는 작업은 도덕적 정서 교육을 위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정서를 분류하고 명명하는 능력은 정서적 유능성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 더해 하나 더 생각해 볼 점은, 현대 서양 학

자들이 제시한 기본 정서 분류가 동양의 전통적인 기본 정서 분류법인 

‘칠정(七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예기(禮記)에서는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가지고 태어나 상황에 처하면 저절로 드러나는 일곱 가지 유형의 

정서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기쁨(喜), 성냄(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

랑(愛), 미움(惡), 욕구(欲)이다(『禮記』「禮運」: “何謂人情 喜怒哀懼愛
惡欲七者 弗學而能”). 수 천 년 전의 동양의 정서 분류법과 현대 서양 

학자들의 정서 분류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기본 

정서가 문화나 시대를 초월한 본질적인 속성임을 알게 한다. 또한 칠정

의 분류법이 도덕교육의 유용한 정서 분류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1) 플러칙은 이 부분을 제시하지 않고, ‘?’ 표로 제시하고 있다.  



- 22 -

2) 정서의 기능과 발달

(1) 정서의 기능

‘정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대립적인 

입장이 있다. 하나는 정서를 인지와 이성, 그리고 합리적인 원리가 결여

된 파괴적이고 무질서한 행동으로 보는 전통적인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를 신체적이고 환경적인 요구에 개인이 적응하도록 돕는 최적화된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기능이라고 보는 입장이다(Keltner & Gross, 1999: 

467-468). 여기서는 후자의 입장에 중점을 두어 정서의 기능을 알아보고

자 한다. 

정서의 긍정적 기능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서의 개인적 측면을 살펴보자. 대표적인 정서의 기능주의 

이론인 진화론적 정서 이론과 애착 이론은 정서가 삶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며 생존을 유지하고,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선택을 하도

록 돕는 것으로 본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슬퍼하고 화를 내고 두려

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거나 적응하기 위해서 특

수한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서는 스스

로를 보호하는 에너지로서 작동한다. 초조하거나 공격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정서가 마음에 영향을 끼쳐 우리에게 행동을 준비하게 하여 

특정한 준비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플러칙은 정서의 기능은 인간

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구체적 기능은 안전, 

장애 제거, 자원 얻기, 상실한 것의 회복, 상호 지원, 유해 물질 배출, 영

역에 대한 지식, 회복을 위한 시간 얻기 등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Plutchik, 2001: 348; Rauland, 전옥례 역, 2008: 55; Lopez, 권석만 외 역, 

2011d: 28). 그는 <표-3>과 같이 정서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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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사건 인지 정서 행동 효과

위협 위험 공포 탈출 보호

장애물 적 분노 공격 파괴

가치 있는 

물건 얻기
소유 기쁨

다시 얻기 또는 

재결합
번식

가치 있는 대상의 상실 포기 슬픔 울음 재결합

자기 그룹의 소속원 친구 수용 돌봄 친애

불쾌한 대상 독 혐오 구토 거부

새로운 영역 조사 기대
전체에 대한 

파악
탐색

예기치 못한 사건 무엇이지? 놀람 멈춤 시간 벌기

<표-3> 자극 사건에 대한 정서 반응(Plutchik, 2001: 348)

다음으로 정서의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자. 캘트너(D. Keltner)와 하이

트에 의하면 정서 기능의 사회적 측면은 개인적 수준, 상호 관계적 수

준, 집단적 수준, 문화적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Keltner & Haidt, 1999). 

개인적 수준(individual level)에서 정서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이나 사

건에 대한 평가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정보를 통

해 자신 앞에 나타난 상황이나 대상에게서 불쾌한 정서가 유발되었다면 

회피하고 싶어지고, 유쾌한 정서가 발생했다면 다가가고 싶어진다. 또한 

정서와 관련된 생리적이거나 인지적 과정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기회들에 개인을 준비시키는 기능을 한다(Keltner & Haidt, 1999: 

509-510).

상호 관계적 수준(dyadic level)에서 정서는 얼굴 표정, 음성, 몸짓 등

의 정서 표현을 통해 한 개인이 상대방의 정서 상태나 신념 또는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두 사람은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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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정서를 통합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서적 의사소통은 

한 개인이 중요한 사회적 사건에 적응하는 데 다른 사람이 협조할 수 있

도록 타인을 자신이 원하는 정서 상태로 유도한다. 이렇게 정서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인 자극이나 방해물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정서 상태와는 다른 정서를 표

현하면서 상호작용의 방향을 유도해 가기도 한다(Keltner & Haidt, 1999: 

510-511). 

집단적 수준(group level)에서 정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경계를 확

인하고 집단 성원들과 일체감을 갖도록 해준다. 동시에 집단 안에서 구

별되는 차별적 정서 표현은 개인이 집단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타협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집단 내의 지위에 따

라 개인은 다른 정서를 체험하고 자신에 맞는 정서를 표출하게 된다. 정

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타협하고 양보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

다(Keltner & Haidt, 1999: 511-512).  

문화적 수준(cultural level)에서 정서는 한 개인이 문화적 정체감을 형

성하여 그 문화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한다. 정서

는 아이들이 그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 체계를 학습하는 사회화 과정을 

돕는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정서적 갈등은 각자가 형성한 문화적 규범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기도 한다(Keltner & Haidt, 1999: 513-514). 

(2) 정서의 발달

아동기의 정서는 어떻게 성숙되고 교육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의 

양상을 좌우한다(정명화 외, 2005: 285-286). 정서에서 발달단계라는 개념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특성(trait)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서는 외부의 유발 자극에 크게 의존하고 학자들 간에 발달단계

에 대한 일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서의 종류에 따라 발달 단계가 다르

다. 따라서 정서 발달에는 단계적 모형보다는 연속적 모형이 더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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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김유미, 2005: 200-206). 

아동기의 정서 발달은 ‘개별 정서의 출현과 발달’, ‘자기 정서의 

이해와 인식의 발달’, ‘타인 정서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발달’, ‘정

서 조절과 표현 능력 발달’의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아동기의 정서 

발달의 네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정서의 출현과 발달 측면에 대해 살펴보자.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에 접어들게 되면 대부분의 기초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아동기에도 정서 발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아동기 말기

에는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의 피드백이 없어도 자신이 어렵게 해낸 

과업에 자긍심을 느끼고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정서를 

형성한다. 그리고 수치심이나 자긍심과 같은 복합 정서들을 이해하는 능

력이 증가하여 이러한 정서들은 더욱 더 내면화되면서 개인의 책임감과 

통합된다. 이와 함께 정서적 사건에 대해 설명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바꾸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며 부정적인 정서 

표출을 숨기는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Santrock, 곽금주 외 역, 2007: 

359-360). 

둘째, 자기 정서의 이해와 인식의 발달 측면에 대해 살펴보자. 아동기

에 들어서서 유아기와 달리 특별히 향상되는 정서 능력은 바로 한 개인

이 동시에 하나 이상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능력은 타인의‘혼합된 감정’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이 된다.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정서 표현인 얼굴 표정과 말투, 행

동 등이 그 사람의 실제 정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동

기 초기에는 두 가지 정서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이는 

동일한 정서가(情緖價)를 갖는 두 가지 정서가 발생하는 것에 국한된다. 

예를 들면, ‘생일 선물을 받아 즐겁고 좋았어요’, ‘친구가 나를 놀려

서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와 같이 동일 정서가를 갖는 두 

가지 정서를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는 정도이다. 아동기 초기에는 아직 

상반된 정서가를 갖는 정서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

각한다. 이 수준의 아동은 동일한 정서가를 갖는 정서들을 발달시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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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서로 다른 정서의 범주를 형성하며 각 범주의 정서들이 분화된다. 

아동들은 정적 정서 세트(예, 기쁨, 즐거움 등)와 부적 정서 세트(예, 화, 

미움 등) 내에서의 정서들을 분화시켜 나가지만, 두 상반된 세트 안의 

정서들을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반된 정서가를 동시에 느끼지 못한

다. 아동기 중반이 되면 동일한 사건에 서로 대조적인 정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상반된 정서가 동시에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즉, 동일한 사건에 행복

과 슬픔을 함께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동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느끼

는 것이다. 아동기 후반에 들어서면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반된 정서가

의 정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놀이기구를 타려니까 두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요’와 같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혼합된 정서를 분류하는 능력은 아동기를 통해 성

장하나 정확하게 분류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지적 성숙과 많은 

경험이 필요하며 청소년 후기가 되면 능숙하게 된다(최경숙, 2006: 225; 

Kostelnik, et al., 박경자 외 역, 2011: 180-181; Harter & Buddin, 1987: 

388-399; 유경, 2000: 8-10).

셋째, 타인 정서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발달 측면에 대해 살펴보자. 

이 시기의 아동은 타인이 자신과는 다른 조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게 된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서로가 다른 정보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성숙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자신과 타인이 같은 정

보를 갖고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인해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 그리고 타인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발달로 인해 타

인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

인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Shaffer, 송길연 외 역, 2008: 266-267). 

아동은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성숙함에 따라,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

한 이해와 해석을 위해 신체적이고 상황적이며 역사적인 정보를 종합적

으로 고려한다. 타인이 슬픈 이유는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소중한 장난감을 잃어버렸거나 기르던 강아지가 아프기 때문일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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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정서의 원인이 외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내

적인 부분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수준에 다다르는 것이다. 

또한 타인이 현재 슬퍼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

억으로 유발된 정서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아동기 후기가 되면 같

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유발하며,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정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

지 측면의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은 아동기에 높아지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Kostelnik et al., 박경자 외 역, 2011: 182-183).

넷째, 정서 조절과 표현 능력 발달 측면에 대해 알아보자. 유아기에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종종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이것은 잘못

된 정서 모델링이나 정서 표현 방법을 모르거나 스스로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Kostelnik et al., 박경자 외 역, 2011: 194). 그

러나 아동기에 들어서면서 정서 조절과 표현 능력은 빠르게 발달한다. 

특히 이 시기는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정서의 한 축을 담당한다. 

또래와 자신을 비교하고 또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며 또래로부터의 고립

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적절히 드러낼 수 있도록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려

고 한다. 따라서 아동기 학생들은 정서의 표출 규칙에 맞추어 정서를 조

절 표현하는 정도가 향상된다. 정서 표현 규칙에 맞게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학교생활에서 또래들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자기 조절과 관련된 전략은 보다 다양해

지고 복잡해진다(Shaffer, 송길연 외 역, 2008: 167). 

이 시기에 정서 조절과 관련하여 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정서에 대한 

사회적 규칙을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발생한다. 유아기에 자신의 정서를 

즉각적으로 표현하던 것이 이 시기에는 적절한 사회적 규칙에 맞게 정서

를 조절한 후 표현해야 함을 알게 되면서 정서에 개방적이기 보다는 감

추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실제로 느끼는 정서와 사회적으로 용인되

는 방식의 정서 상태가 차이가 날수록 아동은 정서적 불쾌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열등감, 소외감, 자기 의심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정서 능력

의 발달이 항상 정서적으로 편한 상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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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정서 능력의 발달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정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 정서에 휘둘리지 않게 되며 타인과 

더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

서 모두를 상황과 관련하여 조절해야 함을 알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Kostelnik et al., 박경자 외 역, 2011: 183-194). 

이상에서 살펴본 아동의 정서 발달은 인지적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

으며 도덕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언어 능력의 발달, 공

감 능력의 발달, 정서 조절과 표현 능력의 발달, 마음에 관한 이해의 발

달 등은 도덕성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정서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도덕적 정서의 개념을 분

석적으로 접근해 정의할 것이다. 

2. 도덕적 정서의 정의와 분류

1) 도덕적 정서의 정의

(1) ‘철로 생명 구하기’와 유자입정(孺子入井)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못된 놈’이라는 표현이 있다. ‘못 

된’이란 ‘사람이 되지 못한’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그 사람의 사고판

단 능력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언행이 몹시 좋지 않다는 사

람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못된 인간은 다른 사람

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그것을 즐기는 인간이다. 우리는 못된 인

간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도 똑똑한 머리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극

대화하면서 타인을 거리낌 없이 해치는 인간을 특히 더 싫어하고 미워한

다. 이와 같이 ‘못된 놈’이라는 표현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며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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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상실된 인간에게 붙이는 우리말 표현이다. 한

마디로 못된 놈은 전형적인 비도덕적 인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못된 인간의 전형에는 ‘놀부’가 있다. 그의 못된 

행동을 보면, ‘초상난 데 춤추기’, ‘우는 아해 볼기치기’, ‘갓 난 

아해 똥 먹이기’, ‘아해 밴 계집 배 차기’, ‘우물 밑에 똥 누기’, 

‘호박에 말뚝 박기’, ‘불붙는 데 부채질하기’ 등이 있다(서인석, 

1999: 168). 이외에도 동생인 흥부를 대하는 태도나, 제비 다리를 부러뜨

리는 모습 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마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하는 악행들이다. 

놀부와 같은 못된 인간의 반대편에는 좋고 선한 인간, 즉 ‘착한 사

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된 사람’이라고도 표현한다. 된 사

람이란 ‘사람이 된 사람’ 즉, 사람다운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된 사람

은 마음씨가 착하고 고우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

하는 사람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아파할 일을 차마 하지 못하는 사람이

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 걱정을 끼치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려 깊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 할 줄 알고 

옳지 못한 행동에 분노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된 사람은 우리가 도덕

적인 사람에게 붙이는 일상적 표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못된 놈과 된 사람의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일상적

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사람에는 정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정서적 느낌이 우리가 생

각하는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 좋음과 싫음의 개념에 깊이 연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는 근본적으로 도덕의 문제와 겹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서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덕적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용

기를 내었던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이하 ‘철로 생명 구하기’)와 우물

로 기어들어 가려는 아이를 구하는 이야기인 맹자의 유자입정을 검토해 

보면서 정서와 도덕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철로 생명 구하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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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엄청난 용기, 때로는 극단적이고 무모해 보이는 사건들에는 의외

로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 중에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2001년 일본 도쿄의 신오쿠보 역 2번 플랫폼 선로 위

로 추락한 취객을 구하려고 했던 이수현의 사례이다. 한국 청년 이수현

과 일본인이 취객을 구하기 위해 철로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 이 일은 

일본과 한국 모두에 깊은 슬픔과 감동을 주었으며 인간의 도덕적 용기의 

사례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란인 청년과 한국인 청년 윤중수가 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한 사건이다. 이들은 2012년 7월 19일 오후 7시 경 2호선 신천

역 승강장에서 취객이 철로로 떨어지자 곧 바로 뛰어내려 취객을 구해 

냈다. 이란인 청년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온 기자에게 다음과 같

이 말했다.

 취객이 내 바로 옆에서 비틀거리다가 떨어져서 아무 생각 없이 곧

바로 선로에 뛰어 내렸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연합뉴스,  

2012. 7. 21).

세 번째 사례는 청년 정영운이 취객을 구한 일이다. 2013년 5월 18일 

경부선 평택 역 승강장에서 취객이 선로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화물

열차는 역을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미 역 입구

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 순간 한 청년이 선로로 뛰어내려 취객을 선로 

옆 안전 통로로 잡아당겼다. 3초 후 열차가 무서운 속도로 두 사람 옆을 

스쳐 지나갔다. 취객을 구한 후 정영운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

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선로로 뛰어들지 않을 수 없을 겁

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지나가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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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히 취객을 구했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죠. 또 다시 그

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선뜻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구하겠다는 말

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 경험을 했으니 제 성격상 

또 사람을 구하러 내려갈 것 같습니다(연합뉴스, 2013. 6. 6).

네 번째 사례는 2007년 7월 10일 저녁 6시 30분경 금천 구청 역에서 

자살을 하겠다며 선로로 뛰어들어 누운 할아버지를 고등학생이 구한 일

이다. 인터넷을 검색 해보면, 철로 생명 구하기의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지 않다. 신문 기사

에 나온 내용을 통해 추측할 뿐이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한 학생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다음은 이곳의 대화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철로에서 할아버지를 구한 고등학생과 기자의 대화>

기자: 그때 상황을 말해 주겠니?

학생: 학원 가려고 지하철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한분이 

죽고 싶다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

리가 들리자 할아버지가 철로에 내려가 누웠어요.

기자: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니?

학생: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저도 바로 뛰었어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제 눈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기자:  그게 다였어?

학생: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생

각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

가 죽으면 슬플 것 같아서.

기자: 근데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학생: 그렇긴 한데 그 순간에 구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http://blog.daum.net/ajebi6628/159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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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사례 중에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사람들

이 생명을 잃은 이야기도 있다.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달려오는 열차를 보고 선로로 뛰어드는 행동을 하게 만

든 것은 무엇일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취객과 함께 죽

은 고 이수현의 사례는 취객의 목숨을 구한 다른 사건들보다 더 이해하

기 어렵다. 취객을 확실히 구할 수 있거나, 구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자

신의 목숨을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합리적 행동이

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었다. 그러나 우리

는 이들의 행동을 숭고한 도덕적 행동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

을 도덕적 인간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냥 구경만 했던 다른 사람들과 이들을 다르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어떤 힘이 이들을 갑자기 도덕적 인간으로 만든 것일까? 물론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한 사람들’을 비도덕적인 사람이라 말하지 않는

다. 또한 나눔과 봉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

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정도의 도덕적 행동은 학교 교육과정으로서의 

도덕교육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철로 생명 구하기의 도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맹자는 앞에서 살펴본 철로 생명 구하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

고 있다. 맹자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 이때의 마음

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서를 포함한다. 이것은 우물가로 엉금엉금 기

어가 우물에 빠지기 직전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누군가 지켜볼 때, 우리

에게 갑자기 생기는 정서이다. 이것은 차마 그냥 바라볼 수 없어 달려들

어 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다. 아이가 우물에 빠지기 직전의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이를 구하기 위해 달려갈 것이며, 이때 이 행동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고 맹자는 주장한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차마 

위험한 상태로 그냥 둘 수 없는 마음[不忍人之心]’이다. 그냥 둘 수 없

는 이유는 그 대상이 너무 가엽고 불쌍하기 때문이다.2) 

2) 물론 ‘철로 생명 구하기’의 상황에서 선로로 뛰어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

럼,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이 그냥 바라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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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의 논리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에서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로서 발생한 행동이 아니며 그렇

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마음, 즉 그 정서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철로 생명 구하기와 유자입정의 행동에는 공통된 무엇이 있다. 철로 생

명 구하기와 유자입정의 차이점은 철로 생명 구하기는 자신의 목숨을 잃

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유자입정은 자신의 생명에 위험

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통점은 두 경우 모두 타자의 생명이 위급

한 상황이며, 나의 도움을 통해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상황을 마주한 순간 그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상대에 대한 측은한 마음 즉, ‘정서’와 깊은 관련

이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정서를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놓

인 A의 상황을 지각한 B에게서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서가 발

생하고, B는 A를 구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A와 B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때, 둘 사이를 연결해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면부지의 타

자를 향해 자신의 전존재를 바칠 수 있도록 한 강한 동기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쥴리앙(F. Jullien, 1966)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맹자는 ‘불인(不忍)의 반응’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맹자는 서양철학이 동정심으로 인식하는 것을 단지 ‘참

을 수 없는 반응’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가 느끼는 개인성은 나와 

타인 간의 상호작용의 수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만

물의 모든 현상을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실화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 세계는 상호적이며 지속적인 격동인 것이다.〔………〕

이 있을 것이다. ‘나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내 아이도 아닌 데 내가 왜 

힘들여서 구해야 해. 자기 부모가 보살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아이를 구하고, 선로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가 부정

되는 것은 아니다. 엄연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자입정 류’, ‘철로 생명 구

하기 류’의 일들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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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의 불인 반응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반응은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나와 타인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

용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극은 나의 감정 

속에 확대되면서 즉시 나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 반응을 특징지

어 주는 것은 감동이다. 이 감동의 힘은 나로 하여금 어떠한 이해관

계나 심사숙고의 차원을 뛰어넘게 해준다. ‘불인의 반응’은 고립

된 객체로서의 ‘나’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일으키는 

현상 자체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침착

하게 자세를 가다듬기에 앞서 내 바깥세계로의 진행을 서둘러야 함

을 느끼는 것이다.〔………〕불인의 반응은 결코 허약한 것이 아니

다. 그것은 타인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불쑥 나타나면서, 갑자기 우

리에게 존재 공동체를 상기시켜 준다. 그것은 ‘나와 타인’ 사이를 

다시 활기 있게 만들어 준다. 인간의 삶은 바로 이러한 연계인 것이

다(Jullien, 허경 역, 2004: 50-55). 

이상의 내용을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라도 고통과 위험에 처하

게 되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정서가 발생하고,  그 정서로 인해 

타인을 위해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로에 떨어진 사람과 나 사이에 

공간이 있다. 우물에 들어가려는 아이와 나 사이에도 공간이 있다. 그리

고 심지어 선로에 떨어진 사람과 천진난만하게 우물에 막 들어가려는 아

이는 내게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대상을 

보는 순간 대상과 나 사이의 공간을 뛰어 넘어 대상이 내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대상이 내게 달려와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움직인

다. 바로 이 움직임이 정서이며, 정서가 나를 행동하게 만든 것이다. 이

것에 대해 앞의 인용구에서 쥴리앙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극은 나

의 감정 속에 확대되면서 즉시 나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 반응을 특

징지어 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感動]이다. 이 감동의 힘은 나로 하여금 

어떠한 이해관계나 심사숙고의 차원을 뛰어넘게 해 준다”고 말하고 있

다. 

물론 도덕적 행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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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예를 들어,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서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람을 구하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수반되어

야 한다. 달려오는 기차의 속도를 계산하고, 선로에서 안전한 곳으로 가

장 빨리 옮기는 방법을 순간적으로 판단하며, 민첩하게 몸을 놀리는 순

발력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정서 능력, 머뭇거리지 

않는 단호함 등 많은 요소들이 협력하여 도덕적 행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도덕적 행위는 선로 위에 떨어진 사람에 대한 ‘측은

함’이라는 정서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타인의 불행 앞에서 발생하는 측은지심은 즉각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심사숙고의 결과가 아니다. 이해관계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순수하게 타인을 구하기 위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는 자기를 초월하여 이기적 존재에서 이타적 존재로 변화한다(Jullien, 허

경 역, 2004: 24-25). 

간단히 말해서, 측은함이라는 정서가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힘, 즉 도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측은함이라는 

정서가 항상 도덕적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갖고 

싶다는 장난감을 사주지 못하는 가난한 부모가 자식을 측은하게 여겨 절

도를 했다면, 이는 측은함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유발한 것이다. 또 맞고 

들어온 아이가 측은해 부모가 대신 복수를 해주었다면, 이것도 측은함이 

비도덕적 행동을 유발한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가난에 절망한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측은해 해서 함께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다면, 이도 측은

함이라는 정서가 비도덕적 행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서 자체가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며, 정서가 도덕적 

행위를 만들어 낼지 못할지는 그때의 상황과 대상에 따른 도덕적 적합

성, 즉 도덕성의 획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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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적 정서 개념의 분석적 접근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적 정서’의 

개념을 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서와 도덕적 행동의 관

계를 명확하게 나누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첫

째, 정서는 항상 도덕적 행동을 만든다. 둘째, 정서는 항상 비도덕적 행

동을 만든다. 셋째, 정서는 항상 도덕적 행동을 만드는 것과 항상 비도

덕적 행동을 만드는 것이 따로 있다. 넷째, 정서는 도덕적 행동과 비도

덕적 행동의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담고 있는 가능태이다. 그러나 이러

한 구분은 이성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때,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입

장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덕적 정서의 개념을 정립

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입장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그것에 관

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정서가 도덕적 정서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경

우와 있다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입장 A: 정서는 도덕적 정서가 될 가능성이 없다. 도덕적 

행동을 위해서 이성은 정서를 억제하고 통제해야 

한다. 

입장 B: 정서는 도덕적 정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

서는 이성의 일방적 지휘를 받을 때만 도덕적 행위

를 유발할 수 있다.  

입장 A는 정서는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 정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의 정서의 의미는 주로 정념(passion)이라 할 수 있다. 정념은 수동

적이며 비자발적인, 이성을 잃은 강렬한 감정 상태로서 주로 격노와 성

적 충동 등을 일컫는다(박정순, 1996: 72-74). 정서의 의미를 이것에 한정

한다면 정서는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정의한 심리적 구성체로서의 정서 개념은 정념에 한정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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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따라서 정념 상태의 정서만으로 정서의 도덕적 가능성이 부정될 

수 없다. 

입장 A와 관련하여 정서와 도덕의 긍정적 관련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서가 도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칸트(I. Kant)가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현상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예지적 존재이다. 그는 본체적 자아가 현상적 자아를 통제하는 

상태를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이때 감정은 현상계에 속하는 것으로 타

율의 근거이자 동물적 수준에 속하는 경향성의 하나일 뿐이다. 감정과 

같은 경향성은 무엇이 의무이고 도덕인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그 우연적 속성 때문에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도덕의 

근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수한 이성의 능력이다. 이성이란 경

험보다 앞서서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이 갖고 있는 추론 능력이다. 이러

한 이성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법칙을 알아내는 능

력이다. 이성의 능력을 통해 자연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도덕법칙은 정언

명령이며 그 핵심은 보편화 가능성이다(박찬구, 2006: 120-126, 142). 

철로 생명 구하기의 행위는 도덕적인 것이다. 오히려 너무 도덕적이

라 보통 사람이 따라 하기 어려운 영웅적인 도덕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

들의 행위는 보편화하기 어렵다. 이수현이 우리에게 ‘당신들도 철로에 

누군가가 쓰려져 있으면 항상 무조건 철로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한다

면, 우리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그의 죽음으로 

인해 큰 상처와 괴로움을 겪었을 그의 부모님과 지인들을 생각해보면, 

그의 행위 전체가 완벽히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도덕적 깨달음을 얻었지만, 또 한편 그의 지인들

은 큰 슬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행위에 따른 모든 

조건을 다 고려하고 그것이 도덕적인 것인가 아닌 가를 판단할 수 없다. 

새로운 조건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그때마다 판단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의 행위가 도덕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그 순간의 행동이다. 매일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던 

조폭이 철로에 뛰어들어 다른 사람을 구했다면, 그 사람 삶 전체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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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 할 수 없을지라도 그 행위 자체는 도덕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

다.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의 모든 원인을 따져 그것의 정언성과 가언성

을 구별할 수는 없다. 

 이성과 정서가 서로 도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제로섬 방식으

로 사고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성도 정서도 

도덕성에 기여하며, 동시에 이성도 정서도 모두 비도덕성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도 정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 라디오 방송에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의 눈물겨운 사연이 

나올 때, 전화 기부를 위해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도덕적인 것이다. 그

리고 그 행위는 이성을 통해서도 정서를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정서를 통해 느끼고 이성을 통해 사고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부를 한다. 정서와 이성이 협동하여 도덕적 행위를 만들

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정서가 언제나 항상 도덕적 행위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정서가 도덕적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은 거

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입장 B는 정서가 도덕적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도덕적 행동에 있어 주된 기능을 하는 것은 이성이며, 이성의 일방적 감

독 아래서 정서는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정서는 

이성이 도덕적 행동을 더 잘 유발시키기 위한 도우미의 역할에 한정된

다. 이것은 정서가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휘자는 

이성이며 정서는 이성의 지휘에 잘 따르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협력자나 부하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라 할 수 있다. 

이성과 정서의 도덕적 행위의 주도성에 대한 문제는 도덕적 행위의 

동기화의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콜버그에 있어 도덕적 동기화를 위

해서는 도덕적 행위를 위한 사회적 입장 채택(social perspective-taking)

과 같은 인지적 작용이 우선시되고, 정서적 차원이 이차적으로 고려된

다. 이처럼 콜버그에게 정서는 인지적 구성 과정에서 비롯되어 수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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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화의 핵심 요소는 인지이다. 그러나 

호프만은 공감 같은 정서는 인지 발달 수준이 미약한 유아에서도 발견되

는 생물학적인 기초적 경향성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의 동기화의 요소

로서 정서적 요소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서가 개입되지 않고 인

지 그 자체에 의해서 도덕적 동기화가 촉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

우에 정서는 인지보다 먼저 발생하여 도덕적 행위를 인도한다(정창우, 

2006: 259-263). 

앞서 살펴본 철로 생명 구하기의 상황에서도 목격자가 철로로 뛰어드

는 것은 거의 즉각적인 반응이다. 또한 이성적 판단으로는 구조가 불가

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철

로로 뛰어든다. 이때 우연한 목격자를 구조자(도덕적 행위자)로 바꾸는 

즉각적 선행(先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실제 사례에 

근거할 때 정서이다. 따라서 정서는 이성의 보조나 협력자의 수준에만 

머물지 않는다. 정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성의 일방적 지도를 받지 않

고도 도덕적 행위를 유발한다. 

다음으로 정서에 따라 도덕성이 고정적이라는 입장과 발현되기 전에

는 도덕적으로 중립이라는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입장 C: 정서는 그 자체로 도덕적 정서이거나 비도덕적 정

서이다. 도덕적 정서의 특성을 가진 정서는 항상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고, 비도덕적 정서의 특성을 

가진 정서는 항상 비도덕적 행위를 유발한다. 이성

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입장 D: 정서는 발현되기 전에는 중립적이다. 상황과 만나 

발현될 때 정서는 도덕적 정서가 될 가능성과 비도

덕적 정서가 될 가능성을 둘 다 갖는다. 정서는 이

성과 상호 보완과 협력적 관계를 통해 도덕적 정서

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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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C는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정서와 비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정서가 각각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주로 사랑, 공

감, 감사, 동정심, 자비 등의 정서를 도덕적 정서로 생각하고 시기심, 적

의, 원한, 질투심, 격노, 미움 등의 정서를 비도덕적 정서로 생각한다. 또

한 근본적으로 나쁜 행위인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비도덕적 행위와 깊이 

결부된 정서들은 비도덕적 정서라고 보는 것이 이러한 입장이다. 그러나 

강간이나 살인의 행위에 어떤 정서가 동반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반된 정

서 자체가 그 행위와 동일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의 

정서는 대부분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타인의 안전과 성장을 

갈망하는 상태를 만들어 낸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이기심을 극복하고 

절대적 희생의 상태에까지 갈 수 있게도 한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정서

가 항상 도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자기애의 형태로서 

극단적 이기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 이

외의 존재들을 공격하거나 희생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려는 소유욕은 대상을 오히려 억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긍정적이며 주로 친사회적으로 기능하는 정서도 비도덕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을 대부분 비도덕적 정서로 인식되는 개념인 미움과 비교해 살펴

보자. 미움은 미워하는 타자에 대한 증오와 공격을 동반한다. 타자의 손

실과 상처가 미워하는 주체의 기쁨이 된다. 이런 경우 우리는 미움을 비

도덕적 정서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미움은 상황에 따라 도덕적 정서로

서 기능한다. 불의한 세력에 대한 미움은, 미움을 가진 주체에게 분노를 

유발해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도덕적 행동을 하게 만든다. 미움을 받아

야 할 대상에 대한 미움은 상황을 도덕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미움은 도덕적 정서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항상 도

덕적 정서로서 기능하는 정서도 없으며 항상 비도덕적 정서로서 작용하

는 정서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고정된 의미에서 정서가 항

상 도덕적 정서이거나 항상 비도덕적 정서일 수는 없다. 

입장 D는 정서는 발현되기 전에는 도덕적으로 중립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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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서 그 자체는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며, 정서가 어

떤 상황 속에서 도덕적 행동을 유발 했을 때 그 정서를 도덕적 정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정서가 도덕적 정서가 될 수 있고, 

모든 정서가 비도덕적 정서도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과 관

련하여 『중용』 1장의 다음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희로애락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일컫고, 그것이 

발현되어 상황의 절도에 들어맞는 것을 화라고 일컫는다(『中庸』 

1章: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희로애락 즉, 정서는 발현되지 않았을 때는 도덕적이지도 비도덕적이

지도 않다. 그리고 발현되어 상황에 딱 들어맞으면 도덕적인 것이 되고, 

아니면 비도덕적인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김용옥(2011)의 해석을 살펴보

자.

중이란, 희로애락이란 감정이 구체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그 나

름대로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발현 발전되기 이전의 상태, 즉 무감

정의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이 동적 평형(dynamic equilibrium)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그런데 중의 상태에 있는 

감정은 반드시 발현되기 마련이다. 인간은 무분별의 경지로써만은 

살 수가 없다. 인간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별의 과정이며, 분별

의 예지를 습득하는 과정이다.〔……〕모든 분별적 삶의 상황은 시

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때 우리의 감정은 필연적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감정의 발현은 발현되는 방식이 있다. 그 방식

이 반드시 주어진 절도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김용옥, 2011: 247). 

우리가 슬픈 상황과 만났을 때 마음에서 슬픔이 만들어져 나온다. 기

쁜 상황과 만났을 때 마음에서 기쁨이 만들어져 표현된다. 화가 나는 상

황과 만났을 때 화가 만들어져 표출된다. 정서가 발현되는 과정은 너무 

빨라 만들어졌다는 표현을 쓸 수 없는 즉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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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정서는 상황과 만나야 만들어진다. 상황과 만나기 직전, 그것이 중

용에서 말하고 있는 중(中)의 개념이다. 중의 상태는 정서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 그 정서를 만들어 낼만한 상황을 만나지 못해 정서

가 미발(未發)된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정서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정서는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그 발현의 

순간, 예(禮)에 맞아 조화로움[和]을 달성하면 도덕적 정서가 되고, 그렇

지 않을 경우 비도덕적 정서가 된다. 따라서 정서를 절도에 맞도록 조화

롭게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정서의 종류와 강

약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전체를 관장하는 정서의 도덕

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간추려 보면, 입장 D는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도덕적 사고의 중요성도 함께 주장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정

서가 도덕적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도덕적 정서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

으며 이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정서가 도덕적 정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덕적 정서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입장 D를 중심으로 하면서

도 나머지 세 가지 입장들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각 입장

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은 도덕적 정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입장 D와 관련하여 ‘도덕적 정서 능력

치’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앞의 논의들을 종합해 도덕적 정서의 

개념을 정의할 것이다.

(3) 도덕적 정서 능력치

입장 D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정서는 도덕적 정서가 될 수 

있으며 비도덕적 정서도 될 수 있다. 둘 다의 가능성을 포함한 상태이

다. 따라서 정서는 ‘도덕적 가능태’ 이면서 동시에 ‘비도덕적 가능

태’이다. 이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중용』에서 발현되지 않은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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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中)이라 하고 절도에 맞게 발현된 상태를 화(和)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의 정서는 발현되어 화가 될 수도 있고, 불화가 될 수도 있

다. 

그러나 정서가 도덕과 비도덕 양자의 가능성을 모두 가진 가능태라고 

해서 모든 정서가 양쪽의 가능성을 50 대 50의 비율로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서가 도덕적 가능성과 비도덕적 가능성을 어떤 

비율로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도덕적 정서와 비도덕적 정서를 각 

수직선의 양 극단에 있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해보자.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정서는 수직선에서 도덕적 정서에 가까이 위

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랑은 도덕적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타인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등은 사랑의 대상을 해치지 않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다. 사랑은 도덕적 행위를 유발할 도덕적 정서로서의 능력, 즉 ‘도덕적 

정서 능력이 높은 정서’이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 정서라

고 할 때 쉽게 ‘사랑’과 같은 정서를 떠 올리는 이유이다. 그러나 모

든 사랑이 항상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정서 때문에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예를 들어, 멸종 위기의 

희귀한 난을 너무 사랑해서 산 속에서 파내어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와

서 돌보는 행위를 유발한 사랑은 비도덕적 정서이다. 

이와 반대로 미움이라는 정서는 수직선에서 비도덕적 정서와 가까이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움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도덕적으로 작

용할 수도 있다.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에 대한 미움은 강자에 대항해 약

자를 돕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교사의 미움은 

학생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움은 미워하는 주체나 미움의 대상이 되는 타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 미움은 공감과 배려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공격과 파괴의 행

위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미움은 이성을 도구화해 타자에게 해를 

입히도록 주체를 충동질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움의 정서는 비도덕적 정

서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 ‘도덕적 정서 능력이 낮은 정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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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 도덕적 정서 능력이 높고 낮은 그 상태를 ‘도덕

적 정서 능력치’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랑과 미움의 경우처럼 각 정서는 고유하게 도덕적 정서 능력치를 다르

게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모든 정서가 

일반적 상황에서의 도덕적 정서 능력치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분노보다 도덕적 정서 능력치가 높은 정서라고 볼 수 있지만, 비

도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용서보다 분노가 더 도덕적 

정서 능력치를 높게 발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정서는 수직선 위

에서 도덕적 정서와 비도덕적 정서의 양 극단 사이의 어느 곳에 위치한

다. 그 위치에 맞게 정서는 고유한 도덕적 정서 능력치를 갖는다. 하지

만 정서는 도덕적 정서가 되기도 하고, 비도덕적 정서가 될 가능성도 항

상 함께 갖는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정서는 항상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에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 가능태로서의 정서

가 도덕적 정서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도덕적 사고이다. 심리적 구성체인 정서가 도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발현된 상황의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진다. 미움의 

도덕적 정서 능력치와 사랑의 도덕적 정서 능력치가 다르지만, 그것이 

도덕적 정서로서 구체적 맥락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사고의 

힘이 필요하다. 물론 사랑과 미움은 상황에 따라 도덕적 사고에 크게 의

지하지 않고도 도덕적 정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힘들게 무거운 폐

휴지 수레를 끌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밀어주는 경우에 

도덕적 사고의 힘은 적게 작용해도 상관없다. 이때 무거운 폐휴지 수레

가 차로를 막고 있다고 뒤에서 욕을 하며 비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자

가용 운전자를 향한 미움의 마음으로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하

는 것도, 도덕적 사고에 크게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덕

적 행동이다. 

하지만 미움과 사랑이 도덕적 정서로 발현되기 위해 도덕적 사고의 

힘이 크게 필요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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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 하는 사람이나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차비를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

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도덕적 사고의 힘이 필요하다. 도

움을 요청하는 상대방의 의도가 돈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수 있다. 또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그

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신의 행위가 도덕적인 행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쌍하다는 정서만

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더 정교한 도덕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

지로 예를 들어, 버스의 노약자 석에 앉아 있는 젊은이를 보자마자 미움

의 정서가 발현되었다면, 일어나라고 하기 전에 그 젊은이가 혹시 아픈 

것은 아닌지 고려하는 도덕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서가 가진 도덕적 정서 능력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상

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는 도덕적 사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덕적 사고의 도움은 아주 조금 필요할 경우도 있고 

많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이상의 도덕적 정서 능력치에 대한 논의를 종

합하면 [그림-3]과 같다. 

[그림-3] 정서의 도덕적, 비도덕적 발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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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적 정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자 한다.

‘도덕적 정서’란 어떤 정서가 특정한 상황에서 도덕성을 

확보한 상태로 발현되었을 때, 즉 도덕적 행위를 유발했을 때

의 정서이다. 모든 정서는 도덕적 정서로 실현될 가능성을 갖

고 있는 ‘도덕적 정서 가능태’이며, 동시에 비도덕적 정서로 

발현될 가능성도 갖고 있는 ‘비도덕적 정서 가능태’이다. 그

리고 각각의 정서는 도덕적 정서로 실현될 수 있는 도덕적 정

서 능력치를 다르게 갖는다. 

2) 도덕적 정서의 분류

(1) 도덕적 정서 분류 체계의 필요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준으로 하면 모든 정서는 도덕적 정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정서를 분류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움은 정서이지만 ‘도덕적 미움’은 도덕적 정서이

고, 분노는 정서이지만 ‘도덕적 분노’는 도덕적 정서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랑은 정서이지만 ‘비도덕적 사랑’은 비도덕적 정서이고, 기

쁨은 정서이지만 ‘비도덕적 기쁨’은 비도덕적 정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에 서면 굳이 도덕적 정서를 분류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도덕과에서 도덕적 정서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대상으로서의 도덕적 정서를 분류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

유는 기본적으로 도덕과는 교육과정과 단위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학교와 교실마다 서로 다른 학생들에게 당장 필요한 구체적

인 도덕적 정서 교육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류되어 구체

적인 의미 규정을 통해 제시되는 도덕적 정서는 학생들의 정서가 지향해

야 할 도덕적 목표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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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선 도덕적 정서의 분류 체계를 시도한 몇몇 연구의 도덕

적 정서 분류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연구들을 통해 도덕적 정서

로 분류되고 있는 정서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맹자의 사단 개념

을 틀로 사용한 도덕적 정서 분류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덕적 정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는 하이트(2003)와 스피커

(B. Spiecker), 그리고 김태훈(2013)의 연구가 있다. 하이트는  도덕적 정

서를 ‘자아 의식적인 도덕적 정서(수치심, 죄책감, 당혹감, 자부심, 만족

감)’, ‘타인 비판적인 도덕적 정서(경멸, 노여움, 혐오)’, ‘타인의 고

통과 관련된 도덕적 정서(공감, 동정심, 감정이입)’, ‘타인 칭찬적인 도

덕적 정서(감사, 경외감)’등으로 분류한다(Hadit, 2003: 852-866). 스피커

는 도덕적 정서를 ‘도덕적 규칙 정서(죄책감, 수치심, 정의감, 의무감, 

분개 등)’와 ‘이타적 정서(동정심, 관심, 공감, 배려심, 애정 등)’으로 

분류한다(Spiecker, 고미숙, 2010: 92-94에서 재인용).  김태훈은 도덕적 

정서를 ‘자아에 초점을 둔 긍정적 유의성 정서(자긍심)’, ‘자아에 초

점을 둔 부정적 유의성 정서(수치심, 죄의식, 당황)’, ‘타인에 초점을 

둔 긍정적 유의성 정서(공감, 동정, 존경, 감사)’, ‘타인에 초점을 둔 

부정적 유의성 정서(비난, 분노, 혐오)’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김태훈, 

2013). 

이상의 분류 방식을 종합해 보면, 우선 논리적인 분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안으로 기존의 도덕적 정서로서 인정되어 왔던 정서들을 분류하

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분류 방식의 근거에 대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어떤 방식의 논리적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수많은 분류 방식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또한 인간의 정서

는 근본적으로 체험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분류하는 방식은 논리적 

사유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논리와 정서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정서 분류의 논리적 접근법의 문제점을 피하고, 도덕적 정

서 교육을 위한 정서 분류법을 만들기 위해 맹자의 사단(四端)을 이용한 

도덕적 정서 분류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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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단(四端)과 도덕적 정서 분류

맹자의 사단(四端)에 의한 분류 방식이 기존의 논리 중심의 분류 방식

과 다른 점은, 맹자의 주장대로라면 그것이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

는 도덕적 정서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분류 방식의 근거가 사람

의 마음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은 분류 방식의 정당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다. 또한 사단은 가장 대표적인 도덕적 정

서로 인정되어 온 것으로 ‘사단칠정 논쟁’을 통해 깊고 오래된 학문적

인 기반을 갖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도덕과를 통해 도덕적 정서 

교육을 할 때 학생들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정서적 체험을 기반으로 한 

분류라는 점에서도 교육적 정당성과 수월성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맹자의 사단을 도덕적 정서 분류 방식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앞서 살

펴본 ‘도덕적 정서 능력치’라는 개념을 분류 방식 속에 적용할 수 있

다. 그 이유는 사단이 갖는 특성 때문이다. 사단에서 단(端)은 실마리이

다. 인간의 도덕적 가능성은 인간의 마음[心] 속에 작은 불씨, 한 줄기의 

물, 작은 싹의 수준으로 들어 있다. 이것은 도덕성의 출발점이며 가능성

이다. 이러한 도덕적 가능성을 넓히고 넓혀서 생활 속에서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맹자는 이

러한 공부를 확충(擴充)이라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끄러움이나 동정심의 정서도 

도덕성의 출발점으로서 하나의 실마리에 불과하다(Jullien, 허경 역, 2004: 

61-64). 특정 정서가 도덕적 정서로서 분류되더라도 그것 역시 사단처럼 

단지 실마리일 뿐이다. 그러나 정서는 도덕과교육을 통해 도덕적 실현 

가능성을 높여가는 확충의 과정을 거치며 상황 속에서 보다 쉽고 확실하

게 도덕적 정서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단을 분류 방식으로 

쓴다는 것은 분류 방식의 개념 자체가 앞에서 살펴본 철학적 의미를 내

포한다는 장점이 있다. 

사단의 분류 방식이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사단 개념의 포괄성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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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이다. 예를 들어 측은지심 개념의 포괄성과 포용성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위해 주고 

싶은 마음, 돕고 싶은 마음 등을 포괄한다. 따라서 측은지심 군으로 분

류될 수 있는 정서들은 기본적으로 동정심, 배려, 공감, 사랑 등을 넘어 

애틋함, 헌신 등의 다양한 정서들을 그 개념 안으로 담을 수 있다. 그렇

다면 구체적으로 사단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으로 분류될 수 있

는 도덕적 정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측은지심(惻隱之心)은 대상에 대한 연민과 애절함이다. 주자는 이것을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가련하게 여김이 간절한 것이고 아픔이 깊은 

것’(『孟子集註』 「公孫丑 上」, 제6장의 朱子註 : “惻 傷之切也 隱 
痛之深也”)이라 했다.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서의 측은한 마음

은 인간이 가진 정서의 도덕적 출발점이며 동시에 인간이 금수와 구별되

는 단서의 시작점이다. 측은지심은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이다. 측은지

심은 계산된 정서가 아니며 대상을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안타

까움의 정서이다. 이렇게 대상을 가엽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대상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동정심을 통한 감정이입은 배려적 행동을 

통해 타인을 위한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측은지심은 인(仁)의 실마리이기 때문에 측은지심을 확충하는 노력을 

통해 인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인을 실천하기 위한 출발점은 측은지심의 

정서를 발현하여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측은지심은 동정심과 공감 

그리고 배려를 실천하는 생활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 측은지심을 확충

해 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恕)의 생활을 해야 한다. 서를 힘써 행하

면 인을 구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 된다(『孟子』「盡心 上」: “強恕而
行 救仁莫近焉”). 서를 행하는 구체적 방법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孟子』「衛靈公」: “子曰 其恕乎 己所不
欲 勿施於人”). 이는 소극적 의미로서의 배려라 할 수 있으며, 서를 적

극적 차원으로 확대하면, 자신이 서고 싶으면 남도 서게 해주고, 자신이 

성취하고 싶으면 남도 성취하게 해주는 수준으로 나아간다(『論語』 卷6 

「雍也」: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소극적 차원에서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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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을 느끼고 공감하며 적극적 차원에서는 배려를 통해 타인이 바로 서

도록 돕는 것이다(최영찬 외 2003: 192-193, 295-304; 이상호, 2011: 

103-128: 蔡仁厚, 천병돈 역, 2009: 69-109).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측은지심의 성격을 기준으로 볼 때, ‘측은지심 군’으로 분류될 수 있

는 도덕적 정서는 ‘동정심’, ‘공감’, ‘배려’, ‘사랑’ 등이 있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은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다. 주자는 이를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과 타인의 잘못에 대한 미움이라 설명했다

(『孟子集註』「公孫丑 上」 제6장의 朱子註 : “羞 恥己之不善也 惡 憎
人之不善也”). 수오지심은 의(義)의 단서이다. 『논어』에서 의는 정당한 

것, 합리적인 것, 순리에 맞는 것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의 의미로 

사용되며, 예(禮)에 합리성과 정당성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맹자』에서 의는 도덕 의지와 인생의 방향, 도리와 수오지심의 의미로 

사용된다. 수오지심과 관련된 도덕적 정서는 의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

다(최영찬 외, 2003: 138-139).

공자는 의로움을 보고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論語』卷2「為政」: “見義不為 無勇也”). 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부끄러워 할 줄 

아는 것과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미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용기의 출발

점이다. 의를 실현시키는 용기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 공자는 용기 있

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論語』卷9「子罕」: “子曰 知者
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스스로를 돌아보아 잘못한 것이 없으면 두

려움이 있을 수 없으나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부끄러움(恥)을 느낀다. 

자공이 공문자의 사람됨에 대해 묻는 말에 공자는 아랫사람에 묻기를 부

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論語』 卷5 「公冶長」: “不恥下問”). 

더 나아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 할 수 있다면 결코 부끄러움

을 당하지 않을 것(『孟子』 「盡心 上」: “孟子曰 人不可以無恥 無恥
之恥 無恥矣”)이라는 맹자의 말은 부끄러움의 도덕적 정서로서의 지위

를 말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최영찬 외, 2003: 133-145). 이상으로 수오

지심과 관련하여 ‘수오지심 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도덕적 정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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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러움, 불선한 것에 대한 미움, 용기, 의분, 정의감 등이 있다.

사양지심(辭讓之心)은 공경지심(恭敬之心)과 함께 쓰인다. 사양지심은 

자기의 것을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며 공경지심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다. 주자는 사(辭)는 풀어서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며, 양(讓)은 

미루어 남에게 주는 것으로 설명하였고(『孟子集註』「公孫丑 上」, 제6

장의 朱子註 : “辭 解使去己也 讓 推以與人也”), 공(恭)은 경이 외모에 

드러난 모습이요, 경(敬)은 공이 안에 주체로서 간직되어 있는 것이라 설

명한다(『孟子集註』「告子 上」, 제6장의 朱子註 : “恭者 敬之發於外者
也 敬者 恭之主於中者也”). 이렇게 보면 사양은 자기를 버리고 타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공경은 

엄숙한 마음으로 삼가면서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사양지심

과 공경지심은 예의 단서이다. 다른 사람의 친절이나 호의에 대해 사양

하는 마음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미안한 정서가 드러난 것이다. 미안

한 마음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배려로 이어진다. 또한 다른 

사람의 호의에 대한 감사의 정서가 발생하여 타인에 대한 존경과 공경으

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예가 실현될 수 있게 된다(최영찬 외, 2003: 

298-301; 이상호, 2011: 114-115).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사양지심과 공경지

심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양지심 군’의 도덕적 정서는 존경심, 감사, 

공경, 미안함 등이 있다.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사실의 진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행위의 

도덕성의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를 포괄한다. 시(是)는 선에 대한 긍정판

단이며 비(非)는 악에 대한 부정판단이다. 주자는 시(是)는 그것이 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것이며, 비(非)는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르다고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孟子集註』「公孫丑 
上」, 제6장의 朱子註 : “是 知其善而以為是也 非 知其惡而以為非也”). 

시비지심은 지(智)의 단서로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다. 시비지심은 당연

히 인식 활동이지만 개념적 인식이나 분석과 추리 과정을 통한 판단과는 

다르다. 사단지심은 인간에게 구유된 정서적 양식이기 때문에 시비지심

은 자아 체험을 통한 판단과 관련된다. 따라서 시비지심에 따른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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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은・수오・사양의 정서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최영찬 외, 2003: 

302-304; 蒙培元, 김용섭 역, 2005: 131-147).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시비

지심 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옳은 것에 대한 긍정감’과‘옳지 

못한 것에 대한 거부감’등이 있다. 

사단지심을 도덕적 정서의 분류 기준으로 설정하고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도덕적 정서들을 분류해 본다면 <표-4>와 같을 것이다. 또한 각 분

류군에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정서 군(群) 도덕적 정서 유형 

군 동정심 , 공감, 배려, 사랑 등

수오지심 군 부끄러움, 미움, 용기, 의분, 정의감 등

사양지심 군 존경심, 감사, 공경, 미안함 등

시비지심 군
옳은 것에 대한 긍정감, 

옳지 못한 것에 대한 거부감 등

<표-4> 사단과 도덕적 정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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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덕적 정서 교육의 이론적 기반

1. 이론 선정의 근거와 상호관계

 본 장에서 탐색하려고 하는 도덕적 정서 교육의 이론들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정서적 유능성과 정서적 행복, 도덕

적 정서화를 위한 정서의 역할, 정서 관련 뇌의 구조와 신체적 작동원리

이다. 도덕적 정서 교육을 위해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이론들이 갖는 

의미와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구성체로서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인간 삶의 모든 차원과 관

련되어 있는 정서는 인간에게 내적으로 항상 잠재되어 있거나 인간을 어

떤 상태에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상황을 만나면 정서는 발현된다. 정서

가 발현되면 그 때 인간은 자신의 정서를 체험하게 되며, 타인에게 그것

을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정서는 크게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도덕교육은 인간 

내의 정서 문제와 인간 밖으로 드러나는 정서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

기 때문이다. 이를 간단히 말해보면 인간 내에 정서의 힘을 길러주는 측

면과 길러진 정서의 힘을 도덕적으로 발현시키는 측면의 두 부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야 도덕적 정서 교

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내적 측면과 관련하여 도덕적 정서 교육은 학생이 정서적 유능성을 

함양하고 정서적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론적 기반을 정서 지능 이론, 긍정 심리학 이론, 사회정서학습 

이론이 함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론들이 순전히 인간의 내적 심리 상

태로서의 정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 이론들은 인간 내의 정서를 

잘 양육하고 발달시키며 좋은 상태를 갖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 더 큰 관

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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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측면과 관련하여 도덕적 정서 교육은 정서를 도덕적 정서로 발

현하는 도덕적 정서화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정서를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론, 정서의 도

덕적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이론, 정서의 도덕적 실현의 과정을 밝히는 

이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론적 기반을 공자, 맹자 그리고 중용을 포함

한 원시유학의 정서 이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서 이론, 배려의 정서 이

론이 담고 있다. 이 이론들은 정서를 철학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동시

에 그것이 도덕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서를 도덕

적으로 발현할 때 필요한 기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정서

를 도덕적으로 이끌 도덕적 지향, 정서를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발현하

도록 만드는 도덕적 습관, 복잡한 상황과 맥락에서 가장 적절하게 도덕

적으로 정서를 발현하도록 돕는 도덕적 사고에 대한 이론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적 측면이 주로 심리적 측면이라면, 외적 측면은 

주로 철학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측면에 더하여 

정서 관련 뇌 구조와 신체적 작동 원리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탐색하고

자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고가 뇌에 기반 하는 것처럼, 정서도 마찬

가지이기 때문이다. 교육이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목적으로 학생을 도달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면, 학생에 대한 심리적, 철학적, 문화적 이해에 

앞서, 인간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에는 신

체와 뇌에 근거하는 이성과 정서에 대한 과학적 이해이다. 현대의 뇌 과

학 이론들은 이성과 정서를 담당하고 있는 뇌의 특정 부분과 그것의 기

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서를 담당하는 뇌의 부분에 이

상이 생기면 심리학적이거나 철학적으로 도덕적 정서 교육에 접근하는 

것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적 환경에 크게 영

향을 받아 인간의 모든 정서 상태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도덕적 정서 교육의 이론에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다. 신체적으로 

정서가 발생하고 움직이는 메커니즘의 핵심인 뇌와 뇌의 정서 신호를 신

체적으로 전달하고 발생시키는 호르몬에 대한 이해는 도덕적 정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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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다. 이상에

서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 그리고 과학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필

요한 이유와 그 관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음절에서부터 그 각

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서적 유능성과 정서적 행복 

1) 정서 지능과 정서

학교에서 ‘모범생’이라 불리던 학생들이 사회에서는 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들 중 하나가 ‘정서 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일 것이다. 정서 지능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원래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가족과 친척들, 동네 

어른들,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하며 배우는 능력

이었다. 그러나 도시화와 개별화로 인한 이웃의 상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우 관계의 단절,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가

정교육 부족, 과다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정서 지능은 

이제 교육을 통해 개발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정서 지능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선천적이며 고정적 개념인 IQ(intelligence quotient)와는 달

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교육과 적합한 훈련 방식을 통해 얼마든

지 변화와 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의 핵

심적인 능력이라는 점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다(Goleman, 1995). 

정서 지능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서 지능을 정서와 관련된 정보들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간주

하는 능력 모델(ability model)이다. 다른 하나는 정서 지능을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과 관련되어 IQ를 제외한 개인의 재능이나 성격 특성을 모두 

모아 놓은 것으로 보는 혼합 모델(mixed model)이다(정옥분 외, 2008: 

260-261). 본 연구에서는 능력 모델은 샐로비와 메이어(Salov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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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er, 1989, 1997)의 연구를 중심으로, 혼합 모델은 골맨(Goleman, 1995)

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서 지능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정서 지능의 능력 모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샐로비와 메이

어(1997)는 정서 지능의 네 부문(the four branches of emotional 

intelligence) 이론을 제시한다. 이것은 정서 지능이 가장 낮은 수준의 정

서 지각 능력(the ability to perception of emotion)부터 정서 사고 촉진 

능력(the ability to reason using emotions), 정서 이해 능력(the ability to 

understand emotion)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 조절 능력(the 

ability to manage emotions)의 네 가지 다른 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별로 

네 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첫째, 정서 지각 능력이다. 이것은 각 개인이 정서와 정서 내용을 지

각하며 정확하게 평가하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이다. 여기서 1수

준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 느낌, 생각 속에서 정서를 구별하고 감지하는 

능력이다. 2수준은 타인이나 예술품 또는 디자인 등에 들어 있는 행동, 

모습, 언어, 소리의 정보를 가지고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3수준은 

자신의 정서 및 정서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

력이다. 4수준은 정직한 감정 표현과 거짓된 감정 표현, 정확한 감정 표

현과 부정확한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Salovey 

& Mayer, 1997: 10-11; 정옥분 외, 2008: 263-271). 

둘째, 정서 사고 촉진 능력이다. 이는 정서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1수준은 중요한 정보에 집중함으로써 정서가 사

고를 촉진하는 능력이다. 이는 복잡한 갈등 상황에서 사고가 분산되는 

것을 막고 가장 필요한 곳에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2수준은 느낌과 관련된 판단이나 기억을 돕기 위해 정서를 발

생시키는 능력이다. 새로운 일에 대한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상기시키고 

그때의 느낌과 정서를 생생하게 회상함으로서 현재의 판단과 이해에 도

움을 얻을 수 있다. 3수준은 정서적 상태가 바뀜에 따라 개인의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정서가 변하면 개인의 관점이 



- 57 -

낙천적인 것에서 비관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러한 가변성을 이

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는 능력이다. 4수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행복한 정서가 추론과 창조성을 촉진하

는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정서를 생성하고 이용하는 능력이다

(Salovey & Mayer, 1997: 10-11; 정옥분 외, 2008: 263-271).  

셋째, 정서 이해 능력이다. 이는 정서적 지식을 활용하고, 정서를 분

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여기서 1수준은 정서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

해 능력으로, 정서에 이름을 붙이고 정서와 명칭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

며 정서의 강도에 따라 다른 명칭이 부여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

랑과 좋아함 사이의 관계를 알고 서로 다른 명칭이 붙은 의미를 이해하

는 능력이 이 수준에 해당하는 능력이다. 2수준은 정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인식하는 능력이다. 슬픔은 상실감을 동반하는 것과 같이 정서가 

특정한 상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과 인과관계에 따라 정서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다. 3수준은 복합적인 정서의 해석 능력이다. 공포와 놀

람이 혼합된 경외감이나 동시에 사랑과 증오의 감정을 느끼는 복합적인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4수준은 정서들 간의 전환에 대한 이해 능력

이다. 이것은 분노가 만족으로 또는 수치심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정서

들 사이의 변화의 연쇄와 정서들 간의 추이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다(Salovey & Mayer, 1997: 10-11; 정옥분 외, 2008: 263-271). 

넷째, 정서 조절 능력이다. 여기서 1수준은 정서를 수용하는 능력이

다. 유쾌한 정서, 불쾌한 정서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 자세를 유

지하며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다. 2수준은 정서적 상황에 개입하거나 거

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다. 정서에 대해 반성적으로 생각하며 정서와 행

위를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고 자신에게 유용한지를 판단하여 개입하거

나 차단하는 능력이다. 3수준은 정서를 반성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다. 

자신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반성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

력이다. 4수준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다. 정서가 전달 

해주는 정보를 과장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부정적 정서는 완화하고 긍정

적 정서는 강화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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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ovey & Mayer, 1997: 10-11; 정옥분 외, 2008: 263-271).  이를 정리

하면 <표-5>와 같다. 

정서의 지각, 평가, 표현

자신의 신체 

상태, 느낌이나 

사고에 따라 

정서를 규명할 

수 있는 능력

언어, 소리, 외관,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나 

디자인, 예술품 

등에 들어 있는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정서와 관련된 

욕구를 표현하는 

능력

정확한 정서 

표현과 정확하지 

않은 정서 표현, 

솔직한 정서 

표현과 솔직하지 

않은 정서 표현을 

구별하는 능력

정서를 통한 사고의 촉진

정서가 사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중요한 

정보로 사고를 

집중시키는 능력

느낌과 관련된 

판단이나 기억을 

돕기 위해 

정서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기 위해 

정서의 전환과 

정서 상태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고려하는 능력

문제 해결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

정서의 이해와 분석

정서들에 명칭을 

부여하고 명칭과 

정서들 간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슬픔이 상실감을 

동반하는 것과 

같이 정서들이 

전달하는 

의미들을 

이해하는 능력

사랑과 증오가 

동시에 존재하는 

감정이나 공포와 

놀람이 연합된 

경외와 같은 

혼합된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

화에서 만족으로, 

화에서 

수치심으로의 

변화처럼 정서들 

간의 변화를 

인지하는 능력

정서적, 지적 성장을 위한 정서의 반영적 조절

유쾌한 감정과 

불쾌한 감정들 

모두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

정서의 유익성이나 

실용성에 따라 

정서에 개입하거나 

벗어나는 능력

자신의 정서나 

타인의 정서를 

반성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능력

부정적 정서는 

완화, 긍정적 

정서는 강화함.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표-5> 정서 지능의 네 부문 모형(Mayer & Salove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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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정서 지능의 혼합 모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골맨은 정

서 지능을 “역경에 굴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충

동을 제어하고 만족하고 싶은 욕구를 뒤로 미루는 능력,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고 고민과 걱정거리 등이 사고 능력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

력, 희망을 갖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Goleman, 1995: 34)으로 본다. 그

는 이를 구체적으로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신 정서 인식이다. 정서 지능의 핵심적 능력인 자기 정서 인

식은 발생한 감정(feeling)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능력, 자신의 감정 상태

를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능력이다(Goleman, 1995: 43). 순간순간 변화하

는 감정을 살피는 능력은 자기 이해와 심리학적 통찰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며 다른 정서 지능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능력이

다. 자기 정서 인식 능력은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 속에서도 중립적인 입

장에서 자기를 성찰하며 지금 자신의 기분과 그 기분에 대한 자신의 생

각 모두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나쁜 기 떨쳐 내는 능력, 즉 

정서 관리 능력의 기초이다.

둘째, 정서 관리하기이다. 자기 정서 인식 능력에 기반 하여 자신의 

감정을 균형 있게 다루는 능력이다(Goleman, 1995: 43). 정서 관리 능력

은 감정을 그 자체로 가치와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적절한 비율 속에서 행복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자신이 극단적이거나 병적인 감정 상태에 처해 있음

을 알아차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극도의 분노가 폭발한 순간에 상

황을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려 분노

의 연쇄를 중단시키는 등의 분노 조절의 노력을 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

함된다.

셋째, 스스로에게 동기 부여하기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정서의 힘

을 이용하여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도록 감정을 조절하여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다(Goleman, 1995: 43). 불안, 우울, 화와 같은 부

정적 정서들은 작동 기억을 방해해 목표 달성과 성취를 방해한다. 그러

나 충동 통제와 만족 지연, 기분을 조절해 사고를 활성화하고 긍정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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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몰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정서적 특질들은 정서 지능의 

동기부여 능력이다.

넷째, 타인 정서 인식이다. 이것은 정서적 자기 인식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대인관계 능력 중의 하나인 감정이입이다(Goleman, 1995: 43). 사

람들은 말보다는 어조, 몸짓, 표정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다. 

이러한 타인의 비언어적 정서 표현을 해독하는 능력이 감정이입이다. 자

신의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표현의 능력이 높을수록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기술이 뛰어나게 된다. 감정이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의 

요구나 필요를 그들의 미묘한 신호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다. 감정이입의 

초기적 능력은 타고나는 것으로 보이며 양육의 과정에서 양육자와 아이 

간에 수없이 반복되는 정서적 소통의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 아기와 양

육자 간의 정서의 상호작용 속에서 리듬이 발생하며 그 경험을 통해 정

서적으로 조율된 상태의 경험을 획득한다. 정서를 조율하는 능력은 정서 

지능의 한 능력이다.

다섯째, 관계 조정하기이다. 이는 타인의 정서를 잘 다루는 능력으로

서 인간관계를 영위하는 핵심적 기술이다(Goleman, 1995: 43-44). 다른 

사람의 정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관리와 감정이입의 정서 능력

이 성숙해야 한다.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도 이 부분의 정서 지능이 없으

면 인간관계에 실패하게 된다. 훌륭한 사회적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자

신이 속한 문화의 정서 표출 규칙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한다. 잘못되거나 

어설픈 정서 표출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곤란함과 분쟁을 일으킨다. 예

를 들어 사회적 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화가 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일단 그의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과 

관점에 감정이입을 하고 정서적 조율을 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여 좀 

더 긍정적인 상태로 이끈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 능력에는 사람들을 조

직하고 이끌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룹 조직 능력, 갈등을 방지하고 발

생한 갈등을 중재·조정·협상·화해시키는 해결 중재 능력, 다른 사람

의 감정을 금방 파악하고 사람들과 쉽게 교류하며 감정이입과 관계를 잘 

맺는 개인적 관계 맺기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과 동기, 관심에 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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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 탐색이 뛰어나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사회적 분석 능력이다. 이

러한 대인관계 능력들은 앞에서 살펴본 정서 능력들을 바탕으로 한다. 

이상의 샐로비와 메이어, 그리고 골맨의 정서 지능 개념이 도덕적 정

서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지능이 행복을 위해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서를 억누르거나 제거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관리하는 

좀 더 능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자신의 정서와 그 정서를 체험하는 자

신, 나아가 타인의 정서에 대한 유연한 입장 견지가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정서를 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

고 있다.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다. 골맨은 정서적 조율(emotional attunement)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

며 나와 타인의 정서를 조율해가며 도덕성을 향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중

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셋째, 정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보다 구체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정서 지능의 분석적 하위 요

소들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적 접근을 위해 어떤 기능을 도덕교육 차원

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2) 긍정 심리학과 정서

긍정 심리학은 인간 심리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인간의 행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Seligman, 김인자 역, 2011). 

인간은 누구나 편안하고 유쾌한 긍정적 정서를 지향하고 불편하고 불

쾌한 부정적 정서를 지양한다. 이렇게 인간을 근본적으로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가정 하에서 긍정 심리학은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가진

다. 그리고 그것의 실현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첫째,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긍정적 심리 상태, 즉 사

랑, 친밀감, 행복감, 안락감, 만족감, 희망, 열정, 활기, 확신 그리고 미래

에 대한 낙관적 생각 등의 긍정 상태(positive states)를 구성하는 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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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요인, 그것들이 삶에 미치는 효과와 이를 증진하는 방법을 연구한

다. 둘째, 개인들이 갖는 긍정적인 성격 특성과 강점 즉, 창의성, 끈기, 

지혜, 겸손, 용기, 열정, 낙관성, 유머 등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탁월한 성품이나 덕목을 구성하는 긍정 특질(positive traits)에 대해 연구

한다. 셋째, 인간의 행복과 자기실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즉, 가족, 

학교, 직장, 지역사회와 같은 기관들이 긍정 기관(positive institutions)으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성과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권석만, 2012: 

23-34).  

행복한 삶은 긍정 심리학이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연구 목표이다. 

긍정 심리학은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첫 번째는 

행복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스럽고 유쾌

한 상태라는 쾌락주의적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

은 ‘주관적 안녕3)(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행복

감, 삶의 만족도, 몰입 경험, 긍정 정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

째는 행복은 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인격 강점

과 덕목을 계발하여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자기실현적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심리적 안녕

(psychological well-being)’라는 말을 선호하고 인간의 긍정적 특질, 즉 

지혜, 용기, 절제, 관용, 창의성 등의 인격 강점과 덕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석만, 2012: 49-50).   

쾌락주의적 관점의 행복은 ‘주관적 안녕’이며 이것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삶의 만족도로 구성된다. 주관적 안녕은 주로 ‘자기 보고형 

평정 척도’에 의해 주로 측정된다. 이것에 의해 측정된 결과들에 의하

면 주관적 안녕은 어떤 한 시점의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중대

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체험은 쾌감, 긍정 

3)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의 개념은 흔히 행복으로 번역되었으며, 긍정 심

리학자들은 ‘안녕(well-being)'이나 ‘번영(flourish)'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다. 전

반적으로 볼 때, 안녕이나 번영보다는 행복이 더 선호되는 개념이다”(정창우, 2013: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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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긍정 경험과 관련된다. 쾌감을 발생시키는 동일한 자극에 노출되

면 둔감화 또는 습관화의 과정을 통해 쾌감에 적응하게 된다. 행복에는 

쾌감의 강도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더 중요하다. 쾌감보다 주관적 안녕

에 더 핵심적인 요소는 긍정 정서이다. 그 이유는 쾌감이 특정 자극과 

연결되어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인 데 반해 정서는 주관적 느낌과 

함께 특정한 생리적 반응·사고·행동 패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긍정 정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이론이 있다. 하나는 긍정 정서는 

사건에 대한 사고와 대처 행동의 융통성과 폭을 넓히고 그 결과로 얻어

진 경험은 다시 미래의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자원으로 축

적되며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확장과 축적 이론

(broaden-and-build model)이고(Fredrickson, 2001), 다른 하나는 긍정 정

서가 부정적 정서로 발생한 신체적 문제와 심리적 후유증을 치료하여 안

정된 상태로 회복시키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원상 복구 가설(undoing 

hypothesis)이다(Fredrickson, et al., 2000). 

이 외에도 긍정적 정서 상태는 다양한 적응적 반응을 촉진한다. 긍정 

정서는 창의력과 이타적 성향을 증진하고 공격성을 줄이며 일에 대한 만

족도를 높이고 과거의 기억 회상에도 도움을 준다. 긍정적 정서 상태를 

통한 긍정 경험은 구체적으로 사랑과 친밀감, 몰입 경험, 여가와 안식 

경험, 강렬한 행복감으로서의 절정경험, 초월적 의식 상태로서의 고원 

경험(plateau experience)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높은 삶의 만족도라

고 할 수 있는 주관적 안녕은 직업, 종교와 상관관계가 있고 나이, 성별, 

수입과 사회계층, 교육 수준, 지능과는 낮은 상관을 갖는다. 또 성격적 

심리적 요인인 낙관성, 자존감, 외향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과도 상관

성을 갖는다. 이런 요인들 중에서 주관적 안녕은 유전적 요인과 성격 특

성, 정서 성향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 우세하다(권석만, 2012: 

51-129).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행복은 ‘심리적 안녕’이며 이것은 인격 강점

과 덕성을 포함하는 긍정적 특질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개인은 자신

이 지닌 미덕과 대표 강점(signature strength)을 발휘하여 행복을 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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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샐리그만의 주장이다

(Seligman, 김인자 역, 2011: 28). 그에 의하면 진정한 행복(authentic 

happiness)은 자신의 대표 강점을 찾고 계발하여 매일 매일 활용하는 것

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대표 강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자질

과 긍정적인 감정들로 이루어진 긍정적인 성격 특징이다. 대표 강점과 

재능을 잘 발휘하면서 느끼는 정서가 만족감이며 이러한 만족감 속에서 

좋은 삶(good life)이 가능하다. 대표 강점을 통해 좀 더 가치 있고 중요

한 것들에 기여할 때 의미 있는 삶(meaning life)을 살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러한 삶이 이어지는 상태를 충만한 삶(full life)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 강점에 주목한 학

자들은 인간의 긍정적 특질인 인격 강점과 덕성의 분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권석만, 2012: 165-167). 

피터슨과 샐리그만은 긍정적 특질의 분류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보편

성, 행복 공헌도, 도덕성, 타인에의 영향, 반대말의 부정성, 측정 가능성, 

특수성, 모범의 존재, 결핍자의 존재, 풍습과 제도의 열 가지 기준을 마

련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6개의 핵심 덕목과 그 하위 요

소인 24개의 강점으로 구성된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인

격 강점과 덕성에 대한 VIA 분류 체계(VIA classification of character 

strength and virtues)이다. 이것은 지혜와 지식(wisdom and knowledge), 

자애(humanity), 용기(courage), 절제(temperance), 정의(justice), 초월

(transcendence)의 6개 덕목과 각각 3~5개의 하위 강점들로 구성된다(권

석만, 2012: 174-350). 

이상에서 살펴본 긍정 심리학의 이론은 도덕적 정서 교육을 위해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행복과 도덕적 인격은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도덕 교과를 통해 학생들의 행복의 기반을 

세우고, 행복을 학생의 도덕적 삶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교육적 접근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 기관은 긍

정적인 여건을 조성해 구성원들이 긍정 정서, 강점 발휘, 가치 발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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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개인의 행복과 자기실현을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긍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행복, 조직

의 생산성, 사회적 기여의 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긍정 기관은 구성원들의 정서적 상호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만족도는 관계의 강도, 구성원 간의 애정, 의사소통의 빈도

에 영향을 받는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것은 긍정적 정서 분위기

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와 학급이 학생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

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3) 사회정서학습과 정서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 그러나 사회정서학습의 영역에 속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

면 기본적으로 정서 지능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회정서학습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친사회적 기술, 정서 인

식, 자기 통제, 정서 조절, 자기 주장, 능동적 참여, 효과적인 또래 관계 

훈련, 갈등 해결, 책임 있는 의사 결정, 분노 관리, 음주 흡연과 약물 남

용 예방, 공감, 자기 존중감 발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Merrell & 

Gueldner, 신현숙 역, 2011: 29, 67-68; Matthews, Zeidner &, Roberts, 문

용린 외 역, 2010: 500). 

이와 같은 접근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정서학습은 교실 수업과 

일상적인 상황의 응용을 포함한다. 사회정서학습을 통해서 아동은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의 영역

과 관련된 기술과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정서학습은 대

체적으로 아동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정서적 유

능성 또는 사회 정서 역량(social emotional competence)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교육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정창우, 2013: 283; Merrell & 

Gueldner, 신현숙 역, 2011: 28-30). 

사회정서학습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미국의 학업 및 사회정서학습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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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이다. 이곳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을‘아동이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기, 

긍정적인 목적을 세우고 성취하기, 타인에게 공감을 표현하고 느끼기,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책임 있는 의사 결정 내리기 

등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를 습득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으로 본다. 이러한 능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정서학습은 자

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의 다

섯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목표들은 아동이 또래

와 교사 그리고 가족 등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며, 정서

와 인지 그리고 사고와 관련된 자기 인식 및 자기 지식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아동의 개인 내 발달과 개인 간 발달

을 반영한다(Merrell & Gueldner, 신현숙 역, 2011: 29).

지금과 같은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관심과 호응은 많은 교사들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외면 해온, 바로 앨리어스(M. J. Elias)가 말한 

학교에서 ‘잃어버린 부분(missing piece)’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Elias, 2005: 6). 우리가 교육을 통해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근본적인 역할이라면, 아동에게 또래들과 

잘 어울리고 후에 성인 사회에 진입하여 유능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성과 정서적 유능성을 길러 주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을 교육

이 잃어버려 왔고 이 부분에 대한 사회와 학부모의 교육적 기대를 충족

시켜 준 것이 바로 사회정서학습이다. 현재 도덕교육이 잃어버렸던 부분

도, 도덕교육 학계에서 사회정서학습에 거는 기대도 바로 이 부분과 관

련되어 있다. 물론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이유 중의 하나

는 아동의 학업 성취에 사회정서적 능력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정서적 능력이 인지적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Matthews, Zeidner &, 

Roberts, 문용린 외 역, 2010: 494). 그러나 학업 성적과 사회정서적 능력

과의 관계를 정적 상관관계로 해석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점과 위험이 따

른다. 

사회정서학습이 곧 도덕적 인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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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서학습은 도덕적인 목표보다는 학업성적 향상과 인생의 성공을 목

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정서적 유능성의 향상이 곧 도덕성과 연

결될 수는 없지만, 사회정서학습이 인지와 정서 그리고 행동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도덕교육과 관련성을 갖는다. 도덕교육을 통

해 사회정서학습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

정서학습을 통해 도덕적 능력과 성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정창우, 

2013). 

정창우(2013)는 사회정서학습이 도덕교육에 갖는 시사점을 8가지로 제

시하고 있다. 첫째, 교사는 사회정서학습에서 강조하고 있는 ‘안전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학교 및 교실 풍토를 조성’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

다.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 모두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

받으며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

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동은 자신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적 

성찰과 도덕적 대화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교사는 사회정서학습이 

강조하는 ‘생태학적(ecological) 환경 중심적 접근’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교과를 가르칠 때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도덕성 및 사회 

정서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아동의 

올바른 정서 형성을 위한 감정 코칭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넷째, 교

사는 사회정서적 역량과 유능성 측면에서 아동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교사가 먼저 사회정서적 유능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는 아동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신의 정서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도덕적 관점에서 사태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교사는 학교와 학급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사회 정서 능력을 향상 시키는 기회

로 삼아야 한다. 일곱째, 교사는 아동들이 협력적인 수업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교사는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사회정서학습 관련 커리큘럼

이나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정창우, 2013: 29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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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적 정서화를 위한 정서의 역할

1) 원시 유학과 정서

(1) 공자와 정서

도덕성과 정서에 대한 유가(儒家)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알 

수 있다. 

유가는 왕도와 패도를 엄격히 구분한다. 왕도는 덕을 근본으로 하

며 의(義)를 우선한다.〔………〕도덕의식이란 스스로 분노하고 슬퍼

하는 도덕적 감정으로서 인격이 비천해지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

끼고 타락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 덕성 생명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것

이다(蔡仁厚, 천병돈 역, 2009: 37).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정감의 형태를 가진 도덕철학이지 이지적인 

형태의 분석철학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감이나 의지와 같은 주

체 의식의 자아 체험을 중시하지, 인식 이성의 독립적인 발전을 중

시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이것은 인생의 이상적인 경지와 정감의 자

아 초월을 추구하지, 객관세계에 대한 이성적 인식이나 파악을 추구

하지는 않는다(蒙培元, 홍지원 외 역, 2011: 538).

이상과 같은 유가 사상의 핵심은 공자의 사상과 삶에 바탕을 두고 있

다. 공자는 인간의 문제를 삶 속에서 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다. 이

는 인간의 문제 해결을 신을 통한 구원이나 속세를 벗어난 해탈에서 구

하려고 했던 다른 사상들과는 정서적으로 전혀 다른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정서의 문제를 정서를 초월하거나 정서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

로 접근하는 사상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따르기 어려운 처방을 내 놓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위대한 인간의 경지에 올랐지만, 그의 삶의 

시작과 한평생은 유복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4) 그 속에서 공자는 인



- 69 -

간의 다양한 정서를 직접 체험했을 것이며, 이를 도덕적으로 승화시켜가

는 노력과 과정을 그리고 높은 경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논어』 속에 

있는 공자로부터 도덕적 정서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찾는 이유이다. 공

자의 정서관을 살피기 위해서 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논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 잘하고 표정을 잘 꾸미는 사람치고 

인한 이가 드물다”(『論語』 卷1 「學而」: “子曰 巧言令色 鮮矣
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듣기 좋게 꾸며서 말하고, 남을 기쁘

게 하기 위해 얼굴 표정을 보기 좋게 짓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일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를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과 일치시키지 않

고, 다른 사람의 환심이나 동의를 얻기 위해 정서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 자신의 정서와 생각과 가치를 하나

로 모아 정직하게 실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도덕적 삶을 살아

가기 위한 중요한 바탕이다. 또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은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못해 비

굴함과 자책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정서 불안을 초래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적절한 문화적 양식을 습

득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서 언

4)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叔梁紇)’은 이미 부인이 둘 있었으나 70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기 위해 16살의 ‘안씨(顔氏)’를 통해 공자를 낳는다. 그리고 공자가 3살 되던 해

에 죽는다.  3살의 공자는 안씨와 니구산 자락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며, 안씨도 공자가 

17세 때 세상을 떠난다. 공자는 어머니를 아버지와 합장하려 하였으나 아버지의 무덤

을 알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김용옥, 2008a:117-125). 태어나자마자 아버

지를 잃은 가난한 집안의 어린 공자는 어머니마저 잃고 고아가 된 것이다. 공자 스스

로도 자신의 어릴 적 삶을 ‘미천했다[少也賤]’고 평가하고 있으며, 가난 속에서 먹

고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았다는 의미로 ‘비속한 잔일에 재주가 많다[故
多能鄙事]’고 이야기하고 있다. 17살의 소년 공자는 이미 15세 때에 학문에 뜻을 두

었기에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며 위대한 스승의 길을 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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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정서 표정과 정서 몸짓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하지 아니한 사람은 곤궁한 것에 오래

도록 처하지 못하며, 안락한 것에 오래도록 처하지 못할 것이다”

( 語』 卷4 「里仁」: “子曰 不仁者不可以久處約 不可以長處樂”).

사람들은 불행을 피하고 행복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삶은 불행과 

행복이 끝없이 교차하는 것이며,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서로 다른 정서를 체험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

서 발생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발생의 원인을 이해하며 정서를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서가 상황에 대한 신호를 보낼 때 그것

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인한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論語』 卷4 「里仁」: “子曰 唯仁者 能好
人能惡人”).

이 구절에 대해 김용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

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인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나 증오감을 동시에 포섭하는 것

이라야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한 

자래야 가능한 것이다. 인은 인간에 대한 아부가 아니다. 인은 감정이 

메말라 버린 이지적 도덕성이 아니다. 끊임없이 좋아하고 또 끊임없이 

미워할 줄 아는 풍부한 감정의 세계 속에서 상황적으로 역동적으로 형성

되어 가는 심미적 감수성이다. 인간을 참으로 미워할 줄 아는 자만이 참

으로 인간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이다”(김용옥, 2008b: 141). 무언가를 또

는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떤 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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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일이다. 미워함을 부정적 감정으로 좋아함을 긍정적 감정으로 분

류하고 미워하는 일을 무조건 지양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도덕적 정서 

교육이 아니다. 마땅한 이치에 맞게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도덕적 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이

나 개인적 이익에 함몰되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미워하거나 좋아할 수 

없게 된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인에 뜻을 두었다면, 악을 행하

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論語』 卷4 「里仁」: “子曰 苟志於
仁矣 無惡也”).

인에 뜻을 두었다는 것은 인한 삶을 자신의 지향점으로 삼았다는 것

이다. 이것은 매일의 삶을 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여 

인에 머물고자 하는 수신의 과정에 힘쓰겠다는 다짐이다. 그렇다면 삶을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악함이 없을 것이다(無
惡也)’를 김용옥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

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참으로 인간됨의 보편적 원리나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도덕적 감성의 보편성에 나의 삶의 지향성을 견지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남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며, 남

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도 없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김용옥, 

2008b: 142-143). 삶의 지향점이 도덕적으로 설정되고 그것에 맞게 행동

해 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

른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게 되면, 교언영

색 하게 되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도덕

적 정서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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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와 귀는 사람이 원하는 바이지만, 그 

도로써 얻은 것이 아니라면 머물지 아니한다. 빈과 천은 사람이 싫

어하는 것이지만, 도에 맞는 방법이 아니면 그것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군자가 인을 떠나면 어디에서 이름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 한 그릇을 먹는 동안에도 인을 어기지 않으며, 급할 때도 인에 

의거하고, 당황스러울 때도 인에 의거한다”(『論語』 卷4 「里
仁」: “子曰 富與貴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貧與賤是人
之所惡也 不以其道得之 不去也 君子去仁 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
違仁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

부귀와 빈천의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며 다급한 문제이다. 먹

고 사는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 끝없이 다가오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도덕적 위기는 경제적 위기와 맞물리는 것인지

도 모른다. 부귀를 바라는 사람들이 빈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

며, 삶의 지향점이 모두 부귀를 얻기 위한 곳에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부귀나 빈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도덕성을 잃는다면 부귀를 유지하는 

것도 빈천을 벗어나는 것도 어렵게 된다. 때문에 도덕적으로 자기를 완

성시키려는 도덕적 정서를 갖도록 하는 것이 도덕교육의 당면한 과제가 

된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이 멀리 있는가? 내가 인을 바라면 

이에 인은 내게 온다”(『論語』 卷7 「述而」: “子曰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

공자는 『논어』 전편을 통해 인이 달성하기 어려운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옥은 이

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인한 삶이란 결국 인간의 본

래적 모습이다. 우리는 비본래적 자아의 모습으로 물들어 있다. 그러나 

비본래적 모습[不仁]에서 본래적인 모습[仁]으로 복귀하는 것은 결국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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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한 미래에로 자기를 던지는 인간의 결단일 뿐이다.〔………〕결단의 

용기만 있다면 인은 순간순간 내게 달려온다.〔………〕 인은 도달키 어

려운 것만은 아니다. 내가 원하면 당장 나에게 달려온다. 문제는‘원

함’의 결단이다”(김용옥, 2008b: 604-605). 도덕적인 삶에는 용기가 필

요하다. 이때의 용기는 도덕적 정서이다. 정서로서의 용기를 도덕적 용

기가 되게 만드는 것은 인함이라는 도덕적 지향점이다. 그리고 인함이라

는 도덕적 결단이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혹되지 않고,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論語』 卷9 「子罕」: “子曰 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마음을 살펴서 잘못이 없으면, 무

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 할 것인가?”(『論語』 卷12 「顔
淵」: “子曰 內省不疚 夫何憂何懼”). 

지인용(知仁勇)은 도덕교육에서 말하는 알고(≒知), 느끼고(≒仁), 행동

하는(≒勇) 것과 관련된 듯 보인다. 근심[憂]은 걱정이니, 지금으로 말하

면 스트레스일 것이다. 이치를 밝힐 수 있는 명석함이 있으면 미혹되지 

않고, 그 이치를 통해 사사로움을 극복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명확해지니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

한 것을 굳건히 지키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이때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공자가 제자 사마우에게 한 가르침 속에서 

‘두려움’은 삶의 도덕적 지향과 수행 속에서 도덕성의 확보를 통해 저

절로 해소되며 또한 자신이 비도덕적인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하

는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작동한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거리낌이 있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야 하며, 이때의 두려움은 당당한 도덕적 삶을 담보하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용기를 도덕적 정서로 발현시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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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치를 밝게 아는 도덕적 사고와 판단의 공부가 필요하고, 밝힌 이치

를 편안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안연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이겨 예

로 돌아가면 인하게 된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면, 세

상 사람들이 모두 인으로 귀의할 것이다. 인하게 되는 것은 자기에

게 달려있지, 남에게 달려있겠는가?”(『論語』 卷12 「顏淵」: “顏
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為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為仁由己 而由
人乎哉”).

극기의 기(己)는 개인의 사욕을 말하는 데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 마음

에 발생하는 사적인 호오(好惡)의 감정을 극복하고 모든 일을 규범에 맞

게 하는 것이 극기복례이다. 극기복례의 공부는 오늘 내가 당한 일에서 

이루어 내고, 내일은 내일 당한 일에서 이루어 가는 것이다. 매일의 극

기복례가 모여 인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번지가 인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사랑하

는 것이다.” 앎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아는 

것이다”(『論語』 卷12 「顏淵」: “樊遲問仁 子曰 愛人 問知 子曰 
知人” ).

애인(愛人)과 지인(知人)은 인과 지의 쓰임새이다. 지는 사람을 판단하

고 구분하는 것이고, 인은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도덕적 정서로서의 사랑이 아

니다. 다른 사람의 불인을 미워해 그가 불인함을 깨닫도록 해주고, 인한 

자를 사랑해 인을 지속할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것이 도덕적 정서이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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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가 인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거처함에는 공손히 

하고 일을 집행함에는 경건히 하고, 남과 함께함에는 진실하게 하

라”(『論語』 卷13 「子路」: “樊遲問仁 子曰 居處恭 執事敬 與人
忠”).

여기서 공자는 인의 정서적 상태를 공(恭), 경(敬), 충(忠)의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도덕적 판단은 합리적 추론이나 논리적 사고를 통해 학생

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서를 가져

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이나 도덕과교육을 통해 모두 제시하기 

어렵다.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공, 경, 충은 개개의 상황 속에서 정서를 

도덕적으로 발하는 원리로서 작용한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자하가 말하였다. “널리 배우고 뜻을 돈독히 하며, 간절하게 

묻고 가까운 것에서부터 생각해 나간다면, 인은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論語』 卷19 「子張」: “子夏曰 博學而篤志 切問而近
思 仁在其中矣”).

도덕교육에서 정서를 이야기하면 도덕적 사고와 대립되는 것으로, 또

는 선후와 경중이 있는 것으로, 서로 대립적 위치에서 말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인을 도덕적 정서로 볼 때, 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널리 

배우는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의지를 굳건히 하

고 그 상황을 도덕적으로 해결해 내려는 간절한 마음속에서 현실적인 삶

의 문제를 궁구해 간다면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적 

딜레마나 많은 상황적 조건이 삭제된 특수한 실험적 상황에 놓인 도덕적 

문제로 교육받은 학생들은 인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절실한 문제

의식은 타자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도덕적 정서 교육의 시사점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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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째, 정서가 이성(사고)과의 대립 구도로 제시되지 않는다. 다

만 정서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자연스럽게 삶의 근원적 힘으로 자리하고 

부정적 정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둘째, 정서는 도덕적인 삶을 비추

고 살피는 반성의 거울로 사용된다. 도덕적임을 기뻐하고, 도덕적이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한다. 셋째, 정서는 그 자체로 모두 긍정적이

다. 미워할 대상을 미워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분노해야 할 

대상에 분노하는 정서는 모두 도덕적인 정서의 역할을 한다. 넷째, 일반

적으로 긍정적이며, 선호되는 정서라도 도덕적이지 못하면 긍정되지 못

한다. 용기가 좋은 것이지만 인하지 못한 용기는 인정받지 못한다. 다섯

째, 공자가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보이는 정서는 안정되고 평안하고 여

유 있는 모습과 관련된 정서들이다. 그러나 슬퍼해야 할 때 지극히 슬퍼

하고, 분노해야 할 때 지극히 분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어와 그 속의 정서에 대한 공자의 입장은 맹자에

게 이어지며, 맹자에게서 정서는 인간의 도덕적 근거로서 확고히 자리하

게 된다. 

(2) 맹자와 정서

정서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공자와 맹자는 많이 다른 사람이다. 

『논어』의 공자가 항상 온화하면서도 엄숙하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

납지 않고, 공손하면서도 평안한 모습이라면(『論語』 卷7 「述而」 : 

“子溫而厲 威而不猛 恭而安”), 『맹자』에서 맹자는 자신의 정서를 직

접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맹자의 이러한 정서 

표출은 모두 인의(仁義)를 실현해 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맹자는 도덕적 정서의 출발점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완성해 가는 

과정 전체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여, 도덕적 정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맹자』에서 나오는 정서에 관한 맹자의 이

야기를 통해 도덕적 정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얻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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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가 말하는 도덕성의 바탕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

음, 그 속의 ‘정서’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정서를 갖고 있다고 

맹자는 말한다. 도덕 가능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사람들은 모두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로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

니요,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

이 아니요,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

서요, 수오지심은 의의 단서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요, 시비지심

은 지의 단서이다(『孟子』 「公孫丑 上」 : “人皆有不忍人之心
〔……〕由是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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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
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앞서 도덕적 정서의 분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비교적 자세히 검토

해 본 내용이다. 사단(四端)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의미는 ‘누구나 가지

고 있는 정서’를 도덕의 출발점을 삼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

람들은 모두 도덕적 자기완성을 꿈꿀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도덕의 단서

들은 어떻게 키워 갈 수 있을까?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사람이 누구든지 이 사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두 

팔, 두 다리 사체(四體)를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다.〔……〕무릇 

사단이 나에게 있는 것을 다 넓혀서 채울 줄 알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며 샘물이 처음 나오는 것과 같을 것이니, 만일 능히 이것을 

채운다면 족히 사해를 보호할 수 있고, 만일 채우지 못한다면 부모

도 섬길 수 없을 것이다(『孟子』 「公孫丑 上」: “人之有是四端
也 猶其有四體也〔……〕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
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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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인의예지의 사단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팔다

리에 비유하여 말한다.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확대하고 

충만하게 하는 노력을 시작하면 들판을 태우는 불처럼, 바다를 채우는 

물처럼 막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맹자는 사단이라는 작은 싹이 도덕적 

자각을 통해 발아하기만 한다면 도덕적 자기완성을 향해 갈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자

에게 경고를 한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스스로 해치는 자는 더불어 말할 수 없

고, 스스로 버리는 자는 더불어 일할 수 없으니, 말할 때에 예의를 

비방하는 것을 자포라 이르고, 내 몸은 인에 거하고 의를 따를 수 

없다 하는 것을 자기라 이른다.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요,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 두고 거처하지 않으며, 바

른 길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으니, 애처롭다”(『孟子』 「離婁 
上」: “孟子曰 自暴者 不可與有言也 自棄者 不可與有為也 言非禮
義 謂之自暴也 吾身不能居仁由義 謂之自棄也 仁 人之安宅也 義 人
之正路也 曠安宅而弗居 舍正路而不由 哀哉”).

맹자는 편안하고 안전한 집과 올바른 길을 버리고 자포하고 자기하는 

것이 인간의 슬픈 비극임을 지적한다. 자포자기하는 삶은 비도덕적인 삶

이며, 자포자기하는 삶을 비극적인 것으로 안타깝게 바라보는 정서가 도

덕적 정서이다.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거나 조절하

지 못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사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포자기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

가?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만물이 나에게 다 구비되어 있느니라. 

내 몸을 돌이켜보아 우주의 성실함을 자각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즐거움이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살아가면서 타인의 마음을 이

해하는 서를 열심히 실천하면 인을 구하는 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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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孟子』 「盡心 上」: “孟子曰 萬物皆備於我矣 反身
而誠 樂莫大焉 強恕而行 求仁莫近焉”).

맹자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를 돌이켜 사단이 있음을 

자각하고,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를 실

천하는 방법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타인의 정서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한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들

어 있다고 맹자는 말하고 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배우지 아니 하고도 능할 수 있

는 것, 그것이 곧 양능이다. 사람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저절로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양지이다. 해제지동이라도 그 부모를 사

랑할 줄을 모르는 자가 없으며, 장성함에 이르러서는 자기 형을 공

경할 줄 모르는 자가 없다. 가까운 육친을 친애하는 것이야말로 인

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회적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의

이다. 이것은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인과 의야

말로 천하에 통달하는 품덕이기 때문이다”(『孟子』 「盡心 上」: 

“孟子曰 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 孩提
之童 無不知愛其親者 及其長也 無不知敬其兄也 親親 仁也 敬長 義
也 無他 達之天下也”).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공경하는 정서 속에는 인과 의가 이미 들어 

있으며, 이를 확장하면 천하를 통달하는 도덕적 정서를 갖게 된다. 이러

한 능력은 모든 인간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

음의 생각[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

자. 

공도자가 물었다. “똑같이 사람인데 혹은 대인이 되며 혹은 소

인이 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대체

를 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되고, 그 소체를 따르는 사람은 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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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똑같이 사람인데, 혹은 그 대체를 따르며 혹은 그 

소체를 따름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귀와 눈의 

기능은 생각하지 못하여 물건에 가리워지니, 외물이 이목과 사귀면 

거기에 끌려갈 뿐이요, 마음의 기능은 생각할 수 있으니,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니, 먼저 그 큰 것에 선다면 그 작은 것이 능히 

빼앗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대인이 되는 이유일 뿐이다”(『孟
子』 「告子 上」: “公都子問曰 鈞是人也 或為大人 或為小人 何也 
孟子曰 從其大體為大人 從其小體為小人  曰 鈞是人也 或從其大體 
或從其小體 何也 曰 耳目之官不思 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此天之所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其小者弗能奪也 此為大人而已矣”).

맹자에 의하면 사람의 지위는 하늘에서 부여해 준 것과 사람이 부여

해 준 것이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늘이 부여해 준 천작이며, 

천작은 인의와 충신을 행하고 선을 즐거워하며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孟子』 「告子 上」: “孟子曰 有天爵者 有人爵者 仁義忠信 樂善不倦”). 진

정으로 귀하게 되려면 대인과 같이 대체(大體)를 따라야 하며 눈과 귀의 

욕망인 소체(小體)를 따르면 소인이 된다. 소인이 눈과 귀의 욕망에 이끌

려 사물에 종속된다면, 대인은 하늘이 부여해 준 능력인 ‘생각하는 기

능(思)’을 통해 그 마음을 보존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보존해야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다시 사단이 등장한다. 우리가 키우

고 가꾸어 가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도덕적 가능성인 사단, 즉 도덕적 

정서의 싹이다. 이 싹을 잘 키운 사람은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孟
子』 「盡心 上」: “反身而誠 樂莫大焉”).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는 경

지에 오른 사람은 인의예지가 마음속에 뿌리내려서, 얼굴빛이 청화하고 

윤택하며 풍후함이 가득 넘쳐 나게 되고 그러한 기품을 내뿜게 되며 사

체가 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 맹자는 이러한 경지의 근거를 모두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인 사단, 즉 도덕적 정서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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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맹자는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 감정의 중요성

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정서 속에서 단서를 찾아 도덕적 존재로 나아갈 

길을 열었다. 공자와 마찬가지로 맹자도 정서의 문제를 도덕적 차원에서 

해소시킨다. 다음 문장들을 통해 그 가능성과 방법을 알아보자.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손한 자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검

소한 자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남을 업신여기고 빼앗는 군주

는 순종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니, 어찌 공손함과 검소함을 할 수 있

겠는가. 공손함과 검소함을 어찌 음성이나 웃음과 모양으로써 할 

수 있겠는가.”『孟子』 「離婁 上」: “孟子曰 恭者不侮人 儉者不
奪人 侮奪人之君 惟恐不順焉 惡得為恭儉 恭儉豈可以聲音笑貌為
哉”).

불안한 마음과 공손과 검약은 전혀 상관성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타

인의 것을 시기하고 빼앗고자 하는 사람의 ‘불안’이라는 정서는 진심

으로 실천하는 공손과 검약 속에서 해소된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수치심이 없을 수는 없다. 수치

심이 없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면 그 사람은 치욕을 느끼는 일이 없

게 될 것이다”(『孟子』 「盡心 上」: “孟子曰 人不可以無恥 無
恥之恥 無恥矣”).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끄러움이 사람에 있어서 매우 크다. 

기변의 공교로운 짓을 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쓰는 바가 없다. 부끄

러워하지 않음이 남과 같지 못하다면, 어느 것이 남과 같은 것이 

있겠는가.”(『孟子』 「盡心 上」: “孟子曰 恥之於人大矣 為機變
之巧者 無所用恥焉 不恥不若人 何若人有”).

수치심이 없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때 수치스러운 비도덕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수치심은 피해야 할 정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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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정서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일반인과 다른 것은 그 마음을 

두기 때문이니, 군자는 인을 마음에 두며, 예를 마음에 둔다.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하고, 예가 있는 자는 남을 공경한다. 남을 사랑하

는 자는 남이 항상 사랑해 주고, 남을 공경하는 자는 남이 항상 공

경해 준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대하기를 횡역으로

써 하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서, 내 반드시 인하지 못하

며 내 반드시 예가 없는가보다. 이러한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

가 한다. 그 스스로 돌이켜 인하였으며, 스스로 돌이켜 예가 있었

는데도, 그 횡역이 전과 같으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 내 

반드시 성실하지 못한가보다 한다. 스스로 돌이켜 성실하였으되, 

그 횡역이 전과 같으면, 군자는 말하기를 ‘이 또한 망인일 것이

다.’하나니, 이와 같다면 금수와 어찌 구별이 되겠는가. 금수에게 

또 무엇을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군자는 종신토록 

하는 근심은 있어도, 하루아침의 걱정은 없는 것이다. 〔……〕 군

자의 걱정하는 바는 없으니, 인이 아니면 하지 않으며, 예가 아니

면 행하지 않는다. 만일 하루아침의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군자는 

걱정하지 않는다”(『孟子』 「離婁 下」 : “孟子曰 君子所以異於
人者 以其存心也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 仁者愛人 有禮者敬人 愛人
者人恆愛之 敬人者人恆敬之 有人於此 其待我以橫逆 則君子必自反也 
我必不仁也 必無禮也 此物奚宜至哉 其自反而仁矣 自反而有禮矣 其
橫逆由是也 君子必自反也 我必不忠 自反而忠矣 其橫逆由是也 君子
曰 此亦妄人也已矣 如此則與禽獸奚擇哉 於禽獸又何難焉 是故君子有
終身之憂〔……〕若夫君子所患則亡矣 非仁無為也 非禮無行也 如有
一朝之患 則君子不患矣”).

관계는 정서적 안정과 행복의 바탕이다. 관계 속에서 타인과 긍정적

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다.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인 소외는 정서적으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이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들과 항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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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내가 인으로서 사랑하고, 예로써 공경한다고 상대가 모두 나

를 똑같이 대하는 것은 아니다. 가는 말이 고와도 오는 말이 곱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다. 감정 노동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이와 관련된 문제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상대의 횡역을 두 번까지는 

나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세 번째는 ‘망인’이라고 생각하라는 맹자

의 조언은 정서적 유능성의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도덕적 정서 교육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 정서가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은 

도덕적 정서 교육의 단단한 기반을 제공한다. 스스로에게 도덕적 인간의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도덕교육을 실시할 때 중요한 출발점이

다. 둘째, 도덕적 정서 교육의 기반이 되는 사단의 개념과 이를 키워 갈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도덕적 정서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인간의 

도덕적 가능성에 대한 생생한 비유와 논증을 제공한다. 학생들에게 도덕

적 정서에 대해 교육할 때 그들을 가르치고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

기들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정서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맹자에게서 사고와 정서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며, 인간의 마음이 가진 

다양한 기능들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모두 마음이 하는 일이다. 다섯째, 

도덕적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게 해준다. 도덕적 삶에 대한 강한 열

망과 추구는 그 자체가 큰 도덕적 정서이다. 도덕적 정서를 통해 학생들

은 도덕적 자기완성의 열정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소한 삶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들은 극복되거나 해소될 길을 갖게 된다.

(3) 중용(中庸)과 정서

 『논어』 「술이」편에 공자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공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엄숙하시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

지 않고, 공손하면서도 평안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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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인격을 묘사한 이 문장에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이 등장한

다. 그것은 온화(溫)와 엄숙(厲), 위엄(威)과 사나움(不猛), 공손(恭)과 평안

(安)이다. 서로 대립되는 정서 상태를 동시에 갖고 있기에 모순적으로 보

이는 상황에 대해, 최영진은 “공자의 인격을 ‘온화하시면서도 엄숙하

셨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온화함과 엄격함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

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 조화된 상태로서 그 자체가 바로 중용의 덕이

다. 즉 중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지나침(過)’과 ‘모자람(不及)’이

라는 대응항의 관계성에 의해 정립된 개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이동

철 외, 2012: 218).

지나침과 모자람에 대한 공자의 생각은 자공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공자는 자공이 자장과 자하 중 누가 더 훌륭한가 하고 묻자, 자장

은 과(過)하고 자하는 불급(不及)하다고 대답한다. 자공이 자장이 더 나

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論語』 卷7 「先進」 : “子曰 過猶不及”).

넘치는 것을 억누르고 모자라는 것을 끌어올려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

이 계속 이어져야 온화(溫)와 엄숙(厲), 위엄(威)과 사나움(不猛), 공손(恭)

과 평안(安)이 서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반영되면서 결과적으

로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인격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공

자의 이 말은 중용의 삶을 실천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

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신정근(2011)은 중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中)은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을 갖는다. 이론적 측면은 문자적 의미와 실

질적 의미로 나뉜다. 중의 문자적 의미는 중심, 균형, 중립, 비편향성이

다. 판단을 내리거나 감정을 드러낼 때 기울지도 치우치지도 않는 것이

다. 중의 실질적 의미는 실체적 근원, 공정성이다. 중은 세계의 만물과 

형상을 생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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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중은 시중(時中)의 의미이다. 즉 현실 적합성, 

적절성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용(庸)은 관계의 측면과 성품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관계의 측면은 평범성, 일상성이다. 성품의 측면은 습관, 

조율된 반응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중용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삶의 특

징을 가진다. 첫째, 반대되는 가치와 성향들이 배척되지 않고 창조적으

로 종합된다. 둘째, 공정성에 기반을 둔 균형 잡힌 삶이고 말하고 있다

(신정근, 2011: 45-48). 

주희는 중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이라는 것은 불편불의, 무과불급을 이름한 것이요, 용이라는 

것은 평상이다(『中庸章句』 書: “中者 不偏不倚 無過不及之名 庸 
平常也”).

중용의 중(中)은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중과 회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발의 중이다(김충열, 

2007: 104). 불편불의는 공간적 개념으로 희로애락이 발현되기 이전에 어

느 하나로 기울어지지 않은 마음의 상태이며, 무과불급은 일 가운데 이

치가 정확하게 실현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가운데 또는 한복판을 의

미하는 것으로 전체나 바깥이라는 개념과 함께 설정되어야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단독으로 설정될 수 없다. 이렇게 중이란 나와 남 그리고 상

황과 관련된 연관성 속에서 판단되거나 설정되는 말이다. 바깥과의 거리

에서 중이 찾아지지만, 중은 중을 유지하기 위해 바깥과의 거리를 자기 

조절해야 한다(김충열, 2007: 104). 중용의 용(庸)은 평상의 의미다. “평

(平)은 평탄하고 상식적이고 지나침이 없다는 의미이며, 상(常)은 항상스

럽고 일상적이며 실재의 마땅한 모습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평상 속에는 

‘사리의 당연’이라는 가치판단이 숨어 있다. 즉 도덕성이 관철되는 역

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김용옥, 2011; 179-180).  

장승구(2004)는 중용의 의미를 다음의 9가지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정

리하고 있다. 중용은“변화의 역동적 적응, 변화 가운데 불변적 법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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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대립적 양면성의 변증법적 지양과 통일 그리고 조화, 구체적 상

황 내에서의 최적의 선택, 이상적 가치 또는 최적의 가치의 지속적 실

천, 주관과 객관 또는 의식과 대상간의 조화와 합일, 우주의 객관질서 

내지 자연법칙 또는 상호 규범과의 합법칙적 일치, 일상의 범상한 생활 

가운데서의 이상적 진리 추구, 선입견이나 이해관계가 배제된 합리적 인

식과 선택 및 실천이다”(장승구 외, 2004: 16-17).  

중용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중화(中和)와 시중(時中)이 있

다. 중용을 성정(性情)의 차원에서 말하면 중화가 되고, 현실에서의 때에 

맞는 적용으로 말하면 시중이 된다. 중화나 시중의 차원과 관련하여 볼 

때 중용은 덕행이라 할 수 있다(『中庸』 2章  注: “游氏曰 以性情言之 
則曰中和 以德行言之 則曰中庸是也”). 먼저 중화(中和)의 개념을 살펴보

자. 

희로애락의 정이 발하지 않은 것을 중이라 이르고,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 이르니, 중이란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화

란 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이다. 중과 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

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생육된다(『中庸』 1章 : “喜怒哀樂之
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
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중화에서 중(中)은 희로애락의 정이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화(和)는 희로애락의 정이 상황과 만나 그것과 딱 들어맞는 과불급이 없

는 상태로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중화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것이지

만, 도달할 수 없거나 또는 도달해도 곧 다시 깨어지는 도덕적 목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중화를 향한 포기하지 않은 시도를 계속 이

어가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돕는 것이 예(禮)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충열(2007)은 중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남의 집 조문을 가서는 애도를 표시하고, 남의 결혼식에 참석해서는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것이 중절(中節)이다. 반대로 초상집에 가서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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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잔칫집에 가서 슬퍼하는 것은 부중절(不中節)이다. 희노애락의 

문제는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발했을 때 중정인지 부중절

인지로 판단하는 문제이다”(김충열, 2007: 135). 

 다음으로 시중(時中)에 대해 알아보자. 

  군자가 중용을 행함은 군자답게 때에 맞추어 중을 실현한다. 그러

나 소인이 중용을 행함은 소인답게 기탄함이 없다(『中庸』 2章: 

“君子中庸 小人反中庸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小人之中庸也 小人
而無忌憚也”).

이 문장에 대해 주자는 다음과 같이 주를 하고 있다. “군자가 중용

의 삶을 사는 것은 그가 군자의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늘 삼가고 자기 

조절을 해서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

이고, 소인이 중용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은 소인이 바깥 상황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아는 데 힘쓰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을 줄이는 데 삼가지 

않고 기탄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대개 중이란 일정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그 속에서 중을 찾아 

처하는 것이므로 이를 평상의 리, 즉 일상생활 속의 중이라 한다. 군자

는 그 중용을 찾는 주체가 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늘 보이지 않을 

때도 계신하고 들리지 않을 때도 공구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중용을 

잃지 않지만, 소인은 중과 중이 아닌 책임과 요령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제멋대로 욕심 부리고 망령되이 행동해서 기탄하는 바가 없다”

(『中庸』 2章 注: “君子之所以為中庸者 以其有君子之德 而又能隨時以
處中也 小人之所以反中庸者 以其有小人之心 而又無所忌憚也 蓋中無定體 
隨時而在 是乃平常之理也 君子知其在我 故能戒謹不睹 恐懼不聞 而無時不
中 小人不知有此 則肆欲妄行 而無所忌憚矣”; 김충열, 2007: 139-140). 

이상에서 살펴본 중용은 유교에 있어 최고의 덕목이자 실천윤리이다. 

중용의 덕이란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관계 상황, 심리적 균형 



- 88 -

감각, 알맞음, 어떤 세워진 기준이다(김충열, 2007: 101). 동시에 중용은 

유교적 사유의 논리적 문법이다. 중용적 사고는 대립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그 균형성과 조화를 추구하는 중의 논리를 중심

으로 한다. 유교의 수기치인(修己治人), 지(知)와 행(行), 학(學)과 사(思)의 

통일은 바로 중용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이동철 외, 2012: 

221-222).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도덕적 정서 교육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중용은 도덕적 정서 교육이 정서를 어떤 입장에서 대해

야 할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 미발의 중으로서의 정서는 도덕적 정

서 교육의 방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용의 원리는 그동안 

정서를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적 차원에서 대하던 것에서 벗어나도록 돕

는다. 중화와 시중의 개념을 통해 정서는 억제, 조절, 발현, 승화의 모든 

상황에서 도덕적 가능성을 갖게 되다. 셋째, 정서를 도덕적 정서로 만드

는 도덕적 사고방식의 특징을 중용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들에게 정서를 다루는 도덕적 사고의 여러 가지 양식들을 구별하여 가르

칠 수 있다. 

2) 아리스토텔레스와 정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탁월함(virtue, aretē)이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숙달 또는 능한 상태로 그것의 고유한 기능(ergon)을 잘 수행

하는 것이다. 고유한 기능으로 ‘이성(logos)'을 가진 인간은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이성을 잘 발휘하여야 탁월함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탁월함은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

한지를 아는 철저한 앎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조긍호, 2009: 

199-200).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이 인간 영혼의 활동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

면 인간의 영혼에는 이성을 가진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다. 이성

적 부분은 ①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부분과 ② 학문적으로 인식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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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비이성적인 부분은 ③ 전혀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식물 수준)과 

④ 이성의 원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따르는 부분(욕구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영혼을 나눌 때, 인간의 탁월성은 ②부분에 해당

하는 도덕적 삶의 선택과 관련된 실천적 지혜로서의 지적인 덕과 ④부분

에 해당하는 성격의 탁월성 즉, 도덕적 덕으로서 구성된다. 여기서 지혜

(sophia)나 이해력, 실천적 지혜는 지적 탁월성이고,  ‘자유인다움’이나 

절제와 같은 것은 성격(ēthos)의 탁월성이다(Aristoteles, 이창우 외 역, 

2007: 49-50, 203-205; 김남두, 2004: 68-69). 

지적인 탁월성과 성격의 탁월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지적인 탁월성은 많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것으로 교육이 필요

하다(Aristoteles, 이창우 외 역, 2007: 51-52).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서 인간적인 좋음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숙고이다. 숙고는 보편적인 것뿐 

아니라 개별적인 것에서도 인간적 행위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이는 실천적 지혜(phronēsis)이다. 실천적 지혜

는 실천적인 것(praktikē)이다. 중용을 찾기 위한 숙고의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을 모두 알아야 하지만, 개별적인 

것들이 실천적 지혜에 더 가깝다. 개별적인 것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

이 보편적인 것을 아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실천적 지혜를 갖고 있다. 실

천적 지혜는 학문적 인식이 아니며 직관적 지성(nous)과 대립한다. 우리

가 참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는 기예(technē), 학문적 인식(epistēmē), 
실천적 지혜(phronēsis), 철학적 지혜(sophia), 그리고 직관적 지성(nous)이 

있다. 이 중 잘 숙고 한다는 것은 목적을 성취하는 데 유용한 것을 따를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것이다.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지에 관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실천적 지혜이다(Aristoteles, 

이창우 외 역, 2007: 210-226). 올바른 이성을 동반한 품성 상태로서의 

탁월성은 목적을 결정하지만, 실천적 지혜는 그 목적에 도움이 되는 행

위를 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잘 숙고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때 좋고 유익한 것은 

전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한 것이다. 따라서 실천적 지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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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게 좋고 나쁜 것과 관계하는 것으로 이성을 동반한 참된 실천적 품

성 상태이다(Aristoteles, 이창우 외 역, 2007: 210-212). 

반면 성격적 탁월성은 습관을 통해 완성되는 도덕적 탁월함이다. 성

격적 탁월함을 구성하는 습관들은 상황 속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안정적 성향이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하게 길들여 온 습

관은 그것과 유사한 활동들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 모든 차이를 만들어 

낸다. 정의로운 습관을 들이는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고, 용감한 일

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된다(Aristoteles, 이창우 

외 역, 2007: 51-52). 따라서 올바른 교육이란 어릴 적부터 마땅히 기뻐

해야 할 것에 기뻐하고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것에 괴로워하는 방식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이때 감정(pathos)이 결여된 상태의 교육이 이루어져서

는 안 된다. 우리는 고귀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것을 선택하는 반면 천하

고 부끄럽고 해가 되고 고통스러운 것은 회피한다. 탁월성은 고통과 즐

거움에 관련해서 최선의 것을 행하는 품성이며 악덕은 그 반대이다. 우

리는 어린 시절부터 즐거움의 감정을 깊이 느껴 왔으며 즐거움은 고통과 

함께 행위의 규준이 된다. 따라서 제대로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그 반대

인지가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Aristoteles, 이창우 외 역, 2007: 57-58). 

이와 같이 성격적 탁월성은 감정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대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의 어디에 해

당하는지가 중요하다. 성격적 탁월함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상

황적 변화 속에서 중용적 선택을 가능케 하는 실천적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격적 탁월함 즉 품성의 덕은 중용 안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품성의 상태이기도 하다. 감정과 행위에 있어 중간적인 것5)을 취하

는 것이 바로 중용(mesotēs)이다. 이성에 의한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

이 사용하는 방식이 중용이다.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두 악덕 사이

5)  여기서 ‘중간’ 이라는 의미는 산술적이고 기하학적인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며, 과도와 부족의 양극단으로 멀어지려는 노력에 의해 도달하는 지점을 의미하는 측

면에서의 ‘중간(mesotēs)다. 곧 중용(mesotēs)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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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중용이다(Aristoteles, 이창우 외 역, 2007: 63-67). 

그러나 감정과 행위의 중용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모든 성

향들은 각기 다른 성향들에 비추어 대립적이다. 용감한 사람은 비겁한 

사람에 비하면 무모하고, 무모한 사람에 비하면 비겁해 보인다. 우리들

이 본성상 더 끌리는 것을 더 대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

마다 중간을 찾아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용을 선택하려

는 사람은 그것에 더 대립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잘못을 범하

는 것에서 멀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옳음에 도달할 수 있다. 쉽게 기울어

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우리의 경향성이나 감정을 경계해야 한다. 

중간을 맞추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특별히 개별적인 상황에서 중용을 

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일에서 얼마 

동안이나 화를 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중용에서 조금만 벗어난 사람은 비난받지 않

는다. 많이 벗어난 사람이 비난을 받게 되며,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말로 

정하기는 어렵다. 그때그때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에 의존해야 한

다. 대부분 중간의 상태가 칭찬을 받지만 어느 때는 지나침으로 기운 것

이, 어느 때는 모자람으로 기운 것이 중용일 수 있다(Aristoteles, 이창우 

외 역, 2007: 68-77). 

인간의 모든 행위, 기예, 탐구, 합리적 선택은 각각이 추구하는 좋음

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최상의 좋음이 있을 것이

며 그것은 그 자체로 더 이상 다른 것의 수단이 되지 않는 최상의 좋음

이다. 우리가 이 상태에 도달했다면 더 이상의 무엇을 바라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즉 행복이다. 아리스토

텔레스에게 모든 인간 행위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은 행복이며 

이것이 바로 최고선이라 한다. 그는 인간 고유의 기능은 탁월함에 따르

는 이성적 영혼의 활동이며 이것이 바로 최고선이자 행복이라고 주장한

다. 행복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덕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활동이

다(김남두, 2004: 58-59). 행복은 덕 즉 탁월함에 따른 삶이다. 

엄슨(J. O. Urmson)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성격의 탁월성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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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행동은 직접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어떤 감정을 드러낸다. 각 성격의 특수한 탁월성에 대해 

그것의 영역 안에 있는 어떤 특수한 감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각 감

정의 경우에는 적합하게 그것을 드러내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격의 탁월성이다. 그러한 각 감정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

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들 하나하나는 성격의 

결함이다. ‘너무 많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경우들과 너무 격렬하게 그

리고 이와 비슷한 경우들을 포함한다. ‘너무 적다’는 것은 너무 드문 

것과 너무 약한 것,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경우들을 포함한다. 적합한 양

은 이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탁월성은 현명한 사람이 그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대적인 중용 상태에 있는 일정한 선

택 성향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결코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감정은 없다”(Urmson, 장영란 역, 1996: 71-72).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도덕적 정서 교육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은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되고 습관화되면서 개인의 인격적 특성이 된다. 이성뿐 만 아니라 

정서와 의지, 실천적 행위를 통합하여 강조하고 있다(고대혁 외, 2012: 

72). 따라서 도덕교육에서 이성, 정서, 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제

시하고 있다. 둘째, 습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도덕적 정서 

교육에 있어 정서의 습관화가 도덕적으로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습관

을 통해 탁월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주장은 

도덕적 정서 교육 방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셋째, 탁월성에 대한 그

의 주장은 자아실현의 도덕적 근거가 되며, 자아실현의 방향성을 제공한

다. 또한 탁월성과 최고선 그리고 행복의 관계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자아실현과 행복에 도덕적인 의미와 가능성을 부여한다. 도덕교육을 통

해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서 행복과 도덕적 삶을 함께 추

구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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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려와 정서

 배려는‘나 이외 대상의 건강과 안녕의 회복과 지속을 위해 나의 마

음과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려가 가능하

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서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공감(empathy)은 감정이입과 역지사지의 두 가지 작용이 합쳐진 정서

이자 능력이다. 공감은 정서 상태이지만 인지적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

다. 감정이입을 통해 상대의 정서를 함께 체험하면서 대상의 정서 상태

에 따라 다른 정서 상태를 가지게 된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보고 공감

하면 슬픔을 느끼게 되고 기뻐 환하게 웃는 사람을 보고 공감하면 함께 

기쁨을 느끼게 된다. 공감하게 되면 특정한 정서 상태를 체험하게 되므

로 공감은 무기명 수표와 같은 정서이다. 어떤 정서를 공감하느냐에 따

라 공감된 정서의 이름이 씌어 진다. 동시에 공감은 인지적 측면의 특성

을 가진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그 상황에 대한 분별과 파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용과 거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자신이 전혀 체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처한 타자의 정서는 구체적으

로 공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공감은 공감 능력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공감 능력은 타자의 정서를 감정이입하여 체험하고 타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통해 타자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

이다. 이러한 공감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 사이의 애정과 협력과 도움의 

현상들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감 능력이 저절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서와 인지 양 측면의 발달이 

충족되어야 한다. 

배려는 인간의 공감 능력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실현된 

상태를 말한다. 배려의 범위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 타인을 넘어 자연 

만물에까지 미칠 수 있다. 배려의 행위는 가장 소극적인 마음 씀으로부

터 자기희생의 가장 적극적인 차원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배려는 

나와 타자와 자연을 포함한 모든 대상에 대한 도덕적 실천의 방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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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행동이 도덕적일 수 있는 근본 전제이다. 배려의 대상을 인간으

로 좁혀 생각해볼 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도덕은 근본적으로 폭력

의 가능성을 함유한다. 따라서 배려는 가장 소극적인 차원에서부터 출발

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

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자의 서(恕)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무엇을 하지 않는 행위는 가장 소극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는 

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타자에 대한 강압이나 억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그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그 일에 대해 타자가 그것을 어떻게 

느낄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샐로비와 메이어(1997) 그리고 골맨(1995)이 말한 정서 

지각 능력 또는 정서 인식 능력으로서 정서 지능의 핵심 능력이다. 정서 

인식 능력은 자신에게 발생한 감정과 순간순간 변화하는 감정에 주목하

여 자기 이해와 자기 통찰을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성

찰하는 능력이다. 정서 인식 능력을 통해 주관적 체험의 정서는 객관적

으로 명명되고 관리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된다. 정서 인식 능력을 

통해 자기가 하기 싫은 것에 대한 정서적 체험과 객관적 파악이 일어나

면 그 일을 타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베풀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다. 이때 자신에게 적용해 본 일을 타자에게 적용했을 때 타자가 느낄 

정서에 대해 추론 할 수 있는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서(恕)는 자기가 정서적으로 싫은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

간도 싫어할 수 있다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다. 그러나 자신

의 정서를 살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판단은 그 자체로는 도덕적 정당

성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려가 도덕적으로 실현되기 위

해서는 배려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과 지향이 

필요하다. 공자가 제시하는 배려의 도덕적 원칙은 인(仁)이라 할 수 있

다. 



- 95 -

인은 인간 삶의 바른 모습이며 모든 행위의 원칙이다. 사람을 사랑하

는 일로서 대표적으로 규정되는 인은 올바른 사랑을 위해 타자에 대한 

이해를 우선한다. 타자에 대한 이해는 관계 속에서 도출되며 인은 그러

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배려의 원칙으로서 작동한다.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먼저 세워 주고,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을 먼저 도달하게 

해 준다”는 인의 실천적 지침은 적극적 배려의 실천이지만 여전히 자신

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인은 그 자체로 배려의 원

리이자 도덕적 행위이며, 배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인은 또한 맹자의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타인의 고통을 보고 저절로 안타깝고 불안한 정서 상태로 변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다. 

배려가 정서에 기반하며 그러한 정서가 도덕성의 근본이 된다는 것은 

동양적 사고방식, 즉 유학적 사고방식이며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기

반이었다. 그러나 일련의 배려윤리 학자들이 배려를 정의(justice)의 도덕

성과 대립시켜 그 정당성을 주장할 때까지 도덕교육계에서 배려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배려가 도덕교육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가에 관해 나딩스의 배려 윤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딩스는 배려란 구체적 배려 관계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거나 잘 살 수 있도록 걱정하며 책임감을 갖고 마음

으로 전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Noddings, 1984, 2003). 배

려는 구체적 배려 관계에서 발생하며 배려 관계란 배려자와 피배려자 사

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나딩스는 배려 관계 속에서 배려자는 전념

(engrossment)과 동기 전환(motivational displacement), 그리고 피배려자

가 배려자에 대해 수용, 인정, 반응을 보일 때 배려가 완성된다고 설명

한다(Noddings, 1984: 4, 11-12, 69; 2003: 44).

배려자가 피배려자가 느끼고 보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 

개방적이고 비선택적인 자세로 피배려자를 수용하는 전념의 상태에 들어

가면, 피배려자의 목표와 행복을 실현시켜 주고 싶어 하는 배려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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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너지가 피배려자에게 옮겨가는 동기 전환이 일어난다. 이때 피배려

자가 배려자의 배려를 수용하고 인정하며, 그것에 반응하고 인식하면 배

려가 완성된다. 이렇게 나딩스가 주장하는 배려는 피배려자의 역할이 필

요한 쌍방향적인 관계이다(박병춘, 2002: 133-136; 김수동, 2005: 51-83).

나딩스는 배려를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로 구분한다. 자연적 배

려는 자연스러운 감정에 의해 ‘하고 싶기 때문(I want)’에 하는 배려이

다. 윤리적 배려는‘그렇게 해야만 한다(I must)’는 의무감에서 초래된 

배려이다. 돕고 싶은 자연스러운 감정에 의해 행동을 하면 자연적 배려

가 되고,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피배려자를 돕는다면 그것은 

윤리적 배려가 된다. 나딩스는 의무감과 노력에 의한 윤리적 배려는 자

연적 배려에 의존하는 것이며 자연적 배려를 더 우월한 것으로 본다

(Noddings, 1984: 79-83). 

 나딩스는 배려를 증진하는 도덕교육의 네 가지 구성 요소로서 첫째, 

교사가 학생들과 배려의 관계를 형성하고 배려의 방법을 보여주는 모델

링(modeling), 둘째, 대화의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dialogue), 셋째, 배려를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

천(practice) 기회 제공, 넷째, 학생들이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각

자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긍정과 확증(confirmation)을 말하고 있

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감과 배려로부터 도덕적 정서 교육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이 타인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정서적으로 역지사지하는 정서 능력이라는 것은 도덕적 정서 교육에서 

길러 주어야 할 정서 능력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배려는 공감 능력을 도덕적으로 발휘한 것으로, 도덕적 정서

화가 실현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공감 능력을 발휘해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의 실천과 관계된 능력을 도덕적 정서 교육에서 길러 주어야 

한다. 셋째, 나딩스의 배려 이론을 통해 배려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배려의 관계

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배려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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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배려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배려를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정서 관련 뇌 구조와 신체적 작동 원리

1) 뇌의 구조와 정서

뇌는 생명과 의식의 중추이며, 감정과 행동의 중심부이다(Amen, 안한

숙 역, 2008: 53). 뇌는 생명 유지를 위해 몸의 각 부분을 관리하고 유지

시키면서 몸을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생존 

가능성을 최대화하려는 불수의(不隨意)적인 자동 관리시스템이다. 또한 

뇌는 감정, 인식, 사고를 관장하며 이를 통해 행동을 조절한다(Carter, 장

성준 역, 2010: 36-39). 

뇌는 크게 뇌간, 소뇌, 대뇌로 구성된다. 이중 대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지며, 좌뇌와 우뇌에는 각각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의 네 

영역이 있다(Russell, 김유미 역, 1999: 68-79; Carter, 장성준 역, 2010: 

52-57). 이 중에서 정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전두엽이다.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의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다. 인간이 이성적 동

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전두엽의 능력 덕분이다. 전두엽은 뇌에서 가장 

진화한 부분으로 계획, 판단, 조절, 통제 등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 특히 변연계와 상호작용하여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핵심적인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다(Amen, 안한숙 역, 2008: 165). 전두엽 

중에서도 이마 바로 뒷부분에 위치한 배외측 전전두엽은 정서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변연계의 정서 관련 작업들은 전두엽

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느낌과 단어로 전환된다. 예를 들면, 변연

계의 정서 정보는 전두엽에서 처리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변연계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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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슬픔’, ‘행복’, ‘화’등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전두엽

은 변연계를 통제하는 기능도 한다. 전두엽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

게 되면 우리는 정서를 느끼면서도 함께 사고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 부분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고 능력과 감정 표현능력

이 떨어지게 된다. 일관성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전전두엽

의 역할 중에서 특히 배외측 전전두엽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의력이 감소

해 주의가 산만해지며 단기 기억력이 감소한다.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거

나 정서를 느끼는 능력에도 문제가 생긴다(Amen, 안한숙 역, 2008: 167-169).

이 부분과 함께 특히 하측 안와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정서와 충동 

통제 그리고 행동 통제에 문제가 생긴다. 금방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되

며,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타인의 감

정을 공감하는 능력에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기

본적인 능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회생활에서 큰 곤란에 처하게 된

다. 전전두엽이 이렇게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을 조

절 통제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

이다. 시간 관리, 상황에 대한 판단, 일에 대한 계획과 추진, 비판적 사

고를 포괄하는 한마디로 우리 몸의 집행부에 해당한다. 목표를 세워 효

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며 어려움에 닥쳤을 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

을 해 나가는 부분도 전전두엽의 기능이다(Amen, 안한숙 역, 2008: 16, 165). 

변연계는 사람의 학습, 기억, 감정, 호르몬을 관장하며 동기화된 행동

과 정서 행동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연계는 주로 감각 

세계나 개인의 내적 상태에 관한 정보들을 피질로부터의 정보들과 연결

시켜 줌으로써 정서 정보들의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되었지만, 현

재는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Marie, 

김명선 외 역, 2008). 변연계는 정서 조절과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가 겪

는 사건들은 이 부분에서 제공하는 정서 상태를 거쳐 해석된다. 변연계

가 과잉 활동하여 흥분된 상태에는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우세해지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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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적을 때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며 희망적이 된다. 따라서 같은 상

황도 변연계의 작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특정한 사건에 

특정한 정서를 부과하여 기억하는 것은 생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정서적으로 강한 기억들을 저장하는 변연계는 저장된 경험들을 토대로 

특정 사건에 접근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만든다. 변연계의 시상하부는 

정서 상태를 신체적 느낌으로 바꾸는 기능을 담당한다. 시상하부의 전측 

영역은 부교감신경을 통해 신체에 진정 신호를 보낸다. 후측 영역은 교

감 신경계를 통해 신체에 흥분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신호를 보낸다. 누

군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위협할 때 싸움과 도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이 부분의 역할이다. 시상하부는 전전두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것, 매사에 흥미가 없고 무관심한 것, 수면

이나 섭식 장애, 우울증 등의 문제들이 이곳의 기능과 일치한다(Amen, 

안한숙 역, 2008: 58-79). 이상에서 살펴본 전두엽과 변연계의 기능과 문

제를 정리하면 <표-6>과 같다. 

기능 문제

전

두

엽

주의의 폭 주의를 지속하는 능력

판단, 충동 통제, 조직화, 자기 감찰

과 감독, 문제 해결, 결정적 사고, 미

리 예측하는 사고, 정서를 느끼고 표

현하는 능력, 변연계와 상호 작용

주의 산만, 충동 통제의 문제들, 과

잉 활동, 만성적 지각, 시간 관리를 

못함, 비조직화, 일을 미루기, 정서 

반응의 결함, 판단 부족, 단기 기억 

문제, 사회 불안 및 시험 불안

변

연

계

정서 상태 조절, 강한 정서적 기억 

저장, 동기화 조절, 식욕과 수면 주기 

통제, 인간관계의 유대 증진, 직접적

으로 후각 처리, 성적 충동 조절

변덕, 짜증, 임상적 우울증, 부정적 

사고와 정서의 증가, 동기의 감소, 

식욕 및 수면 문제, 성적 반응의 감

소 혹은 증가, 사회적 고립

<표-6> 전두엽과 변연계의 기능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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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의 신체적 작동 원리

 우리는 뇌와 신체의 주인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뇌를 통해 생각

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움직이는 일들이 시작되고 주관된다. 그리고 신체

는 뇌에 정보를 전달하는 출발점이자,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모든 활동

의 구체적 실현의 도구이다. 그런 뇌와 신체를 연결하여 느끼고 움직이

게 만드는 매개체가 바로 호르몬(hormone)이다. 

감각 기관의 정보에 의해 최초로 감정을 만들어 내는 뇌 속 대뇌변연

계는 감정에 맞는 화학적 전달 물질을 몸속에 돌아다니게 하여 감정을 

온몸에 전달한다. 분자 형태의 감정 정보들이 그 감정에 동반되는 신체

적 느낌들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될 때 온 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퍼트리는 것은 바로 화학적 전달 물질들이다. 이 

물질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입을 마르게 하며 손을 축축하게 만든

다.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앞에서 살펴본 호르몬과 신경전

달물질이다(Rauland, 전옥례 역, 2008: 61-79). 정서와 관련하여 중요한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드레날린’과 ‘노드 아드레날린’은 양쪽 신장 위에 땅콩 크기의 

부신수질에서 만들어져 분비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곳에 저장된다. 아

드레날린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아드레날린이 분

비되고 순식간에 뇌와 심장, 근육과 같은 중요 기관에 혈액이 대량으로 

공급된다.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받은 기관들은 최상의 상태가 

된다. 뇌도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수용력 있는 판단을 내린다. 더 많은 

혈액이 몰리는 심장은 이를 온 몸으로 보내기 위해 더 빨리 뛴다. 그러

나 아드레날린은 목구멍 근육을 줄이고 위장 기관에 혈액 공급을 감소시

킨다. 발도 차가워진다.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동공은 커지

고 근육에 더 많은 포도당이 공급되어 힘이 세지고 손에도 물건을 잡기 

쉽게 땀이 나 축축해진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아드레날린은 

지금까지 살펴본 과정을 통해 도망가거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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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 그러나 두려움에 대해 분노가 생기면 이러한 신체적 준비

는 스트레스 상대를 향한 공격의 힘으로 돌변한다. 과도하게 분비된 아

드레날린은 분노와 공격의 형태로 표출된다. 공격은 과도한 아드레날린

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운동을 하거나 샌드백을 치면서 체내에 남아 

있는 아드레날린은 해소시킬 수 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통제하여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

장 박동을 줄인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상황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민하고 침착하게 만든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 두근거림, 

불안, 수면 장애, 거식증,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원래는 몸

에 좋은 역할을 하는 코르티솔이라는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만든다

(Rauland, 전옥례 역, 2008: 85-97).

코르티솔은 부신피질에서 생산되었다가 혈관으로 분비된다. 이것은 통

증, 허기, 질병, 근심, 외로움과 같은 장기적 고통이 지속되면 우리를 보

호하기 위해 분비되어 활동한다. 코르티솔은 염증을 막고 통증을 줄여 

준다. 장기적인 정신적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준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감각 지각 능력이 좋아져 서로 다른 소리를 쉽

게 분별할 수 있다. 특히 집중력이 필요할 때 몸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

주기도 한다. 그러나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채로 장기간 지속되면 문제

가 발생한다. 얼굴빛이 검어지고 피부와 머리카락이 상한다. 면역 체계

가 손상된 염증을 잘 막지 못하게 되고, 각종 감염도 예방하기 어렵게 

된다. 심각한 우울증, 저하된 기분, 금방 폭발하는 분노의 감정 상태가 

된다(Rauland, 전옥례 역, 2008: 97-100).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행복감과 절망감, 유쾌함과 불쾌함 사이의 수많

은 감정을 만들어 내는 전달 물질이다. 이 두 전달 물질이 어떻게 섞이

느냐에 따라 우리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 행복하고 만족스러

운 감정이 들었다면 그것은 세로토닌의 작용이다. 주로 뇌간에서 생성되

는 세로토닌은 뇌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세로토닌은 우리 몸

에 약 총 10밀리그램 정도가 존재한다. 이 중 약 1퍼센트가 신경전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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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 기능한다. 나머지 대부분은 소화 작용을 돕는다. 뇌에 적절한 양이 

있어야 기분이 좋다는 느낌과 자신감, 내적 안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수치가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의학적

으로 우울 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선급 성격장애, 신경성 식욕 상

실증(거식증, 폭식증), 공황 장애, 강박 장애 등이 세로토닌과 관련된 것

으로 밝혀지고 있다. 세로토닌의 생산은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햇빛

이 강할수록 더 많은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기분이 더 좋아진다. 세로토

닌은 겨울에 거의 생산되지 않으며 우중충한 날씨가 이어지면 기분이 축 

처진다. 세로토닌 수치가 평소보다 낮으면 의욕이 없어지고 불면증, 두

려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여성은 배란 뒤에 세로토닌 수치가 점점 

낮아지다가 생리 직전 최저치가 된다. 세로토닌 수치가 항상 낮은 사람

은 심각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강박증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뇌 속의 세로토닌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혈관 속 세로토닌 수치는 오히

려 높아진다. 이 상태가 과도한 공격성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

시되고 있다(Rauland, 전옥례 역, 2008: 103-109, 114-116).

도파민은 뇌간에서 생성되고 특정한 자극에 의해 뇌의 여러 중추로 분

비되면서 신경세포끼리 주고받는 정보를 담당한다. 도파민은 뇌에서 학

습 능력, 태도, 동기 등을 조절하는 중추를 행복하게 만든다. 얼굴 표정

의 미묘한 차이와 신체 동작에서 나타나는 태도를 결정한다. 우리의 욕

망과 기쁨, 명랑한 기분을 관장하는 뇌의 부위는 중뇌의 중요한 균형 중

추에서 간뇌를 거쳐 대뇌 변연계에 이르는 부위에 펼쳐진 신경 줄기이

다. 우리가 유쾌한 경험을 하면 바로 이 영역에서 도파민을 분비한다. 

도파민은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난 뒤에 분비되며, 이때 우리는 

대단한 일을 성취한 뒤의 기쁨 같은 것을 느낀다.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적정한 양의 도파민은 정신과 신체의 원동력이 되고, 두려움을 

없애고 집중력과 반응 능력을 높인다. 활기차고 즐거운 상태가 된다. 도

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되고, 분비의 억제는 파

킨슨병의 원인이 된다(Rauland, 전옥례 역, 2008: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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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은 간뇌에 있는 송과선에서 분비된다. 날이 어두워지면 췌장

은 멜라토닌을 생산하고, 밝고 쨍쨍하면 생산이 억제된다. 멜라토닌의 

생산은 시신경과 직접 연결된 신경로를 통해 조절된다. 밤에는 낮에 비

해 혈액 속의 멜라토닌 양이 10배쯤 더 많아진다. 밤에 생산된 멜라토닌

은 몇 시간 내에 분해되어 낮에는 체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겨울잠을 자

는 동물은 체내의 멜라토닌 수치를 최대로 높여 몇 달 동안 겨울잠을 잔

다. 멜라토닌은 마음의 안정 상태를 만들기도 하고 기운 없이 축 처져 

흥미를 잃은 상태를 만들기도 한다. 멜라토닌 수치는 어릴 때 가장 높다

가 나이 들수록 줄어든다. 멜라토닌은 잠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생체 

시계를 관장한다(Rauland, 전옥례 역, 2008: 121-124).

지금까지 살펴본 정서 관련 뇌 구조와 신체적 작동 원리에 대한 이론

에서 도덕적 정서 교육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정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정서를 만들어 내는 

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신체적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특정한 정서 상태를 보일 때, 그 이유가 정서

와 관련된 뇌의 특정 부분의 문제가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

지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도덕교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시도일 수 있다. 따라서 도덕교육

을 실시하는 교사는 뇌의 정서적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

야 한다. 둘째, 학급의 물리적 환경은 학생의 정서 관련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학생은 정서적 안정감 또는 정서적 불안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안정된 정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도덕적 정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심리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또한 물리적 환경으로부터도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햇빛의 

양은 우리의 정서 상태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다. 셋째, 도덕적 정서 

교육은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성과 정서

는 모두 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뇌과학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

구 성과들을 도덕적 정서 교육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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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도덕적 정서화의 내적, 외적 측면 실현 조건 

IV. 도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 원리

1. 도덕적 정서 교육의 조건

도덕적 정서 교육은 정서를 도덕적 정서로 발현시키는 종합적 측면을 

포괄하는 교육이다. 도덕적 정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화하

기 위해 우선 정서가 도덕적 정서로 발현되는 것을 ‘도덕적 정서화(情
緖化)’라 명명하고자 한다. 도덕적 정서화는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 가

능태로서의 정서가 특정한 상황에서 도덕적 행위를 유발시켜 도덕성을 

획득하는 과정과 그 상태를 말한다. 도덕적 정서화를 위해 도덕적 정서 

교육은 두 가지 측면의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정서의 내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의 외적 측면이다. 내적 측면은 정서 자체와 관련된 측

면이고, 외적 측면은 정서가 도덕적 정서로 바뀌는 과정과 관련된 측면

이다. 이 둘을 각각 ‘내적 정서 측면’, ‘외적 과정 측면’으로 명명

하고 각 측면에서 도덕적 정서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

다. [그림-4]는 도덕적 정서화의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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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적 정서 측면’ 실현 조건

도덕적 정서화를 위한 내적 정서 측면의 실현 조건은 ‘도덕적 정서 

능력치’, ‘정서 상태’, ‘정서 건강’이다. 

첫 번째 실현 조건은‘도덕적 정서 능력치’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서를 연구하거나 다룰 때 정서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개념화하고, 특정

한 상황에서 한 가지의 정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접근

한다. 예를 들면, 사랑, 슬픔, 기쁨, 분노, 미움 등의 정서가 특정한 상황

에서 도덕적 행동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며 어떤 일 때문

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같은 시점에 연속적으로 다양한 

정서를 체험한다. 사람들은 삶의 상황 속에서 정서를 경험할 때 단일 정

서만 경험하기 보다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정서를 경험한

다. 예를 들어, 유관순은 아우내 장터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는 동안 일

제에 대한 분노의 정서만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많은 조선인들이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했음을 보고 기쁨을 느꼈을 것이고, 동시에 일본

군의 발포로 죽어 가는 사람들을 보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을 것이다. 

게다가 일제의 무력 진압으로 시위 도중 옆 사람들이 피살당하는 순간에

는 슬픔을 넘은 애통함과 일본군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을 것이다. 아마 

날아오는 총알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용기도 함께 내었을 

것이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증오, 애통함과 절망, 두려움과 용기의 정

서가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에게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유관순의 독립운동은 가장 고귀한 도덕적 행동이다. 기쁨과 슬픔, 분

노와 증오, 애통함과 절망, 두려움과 용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교차

하는 상황 속에서 도덕적 정서화를 이루게 한 힘은 무엇인가? 논의를 위

해 유관순의 정서를 기쁨과 슬픔, 분노와 증오, 애통함과 절망, 두려움과 

용기의 여덟 가지로 한정하여 생각해보자. 이 때 이 정서 중에서 독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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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라는 도덕적 행위를 만들어 낸 것은 어느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개인의 행동은 그 상황에서 가장 강하고 주도적인 정서의 영향을 받

게 될 것이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감정들 속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화

의 힘을 발휘하는 정서가 행동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그 정서가 가진 도

덕적 정서 능력치가 도덕적 행동의 유발을 좌우하게 된다. 물론 그 상황

에서 비도덕적 정서 능력치가 우월하다면 행위는 비도덕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학급에서 한 학생이 점심시간에 

식판을 들고 자리로 들어가다가 넘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 상황을 여

러 명의 친구들이 목격을 한다. 상황을 무시하는 친구, 재미있다고 웃는 

친구, 불쌍하다는 말을 하는 친구, 벌떡 일어나 다가가서 도와주는 친구 

등 여러 가지 유형의 행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목격한 네 명

의 친구 중 한 명만이 도와주는 도덕적 행동을 했다면 도덕적 행동을 한 

친구와 다른 친구들에게서 정서는 어떻게 작용했을까? 

넘어진 학생의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각각 다른 정서를 체험하는 상

황에서 각각의 친구들이 보여준 행동의 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

서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주고 같이  치워 준 

친구가 사실은 그 친구와 싸워 마음속으로 그 친구를 미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이 과거에 같은 일을 겪었을 때의 창피

함을 기억하면서 그 친구에 대한 동정심이 강하게 유발되었다면, 이 순

간 동정심의 도덕적 정서 능력치는 그 친구와 싸워 생긴 미움의 비도덕

적 정서 능력치를 무마하고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한 도덕적 정서로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도덕적 정서 능력치가 높은 

정서를 키워 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는 도덕적 행

동을 유발할 확률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실현 조건은 ‘정서 상태’이다.  긍정 심리학자인 프레드릭

슨(B. L. Fredrickson, 2001)의 긍정적 정서의 확장과 축적 이론에 의하

면, 긍정적 정서는 사고와 행동의 선택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긍정적 정

서는 한 개인이 사회적·심리적·지적·육체적 자원들을 축적하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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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사고방식을 확장한다. 긍정적 정서를 가진 개인은 개방적

인 태도로 새로운 지식과 만남을 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자

원을 통해 긍정적 정서 상태가 강화되는 상향적 선순환이 일어난다. 긍

정적 정서를 갖게 되면 인지적 확장이 일어나 타인의 욕구와 정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확대된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는 행동의 선택 범위와 사고의 축소를 가져온다. 부정적 정

서가 발생하면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며 초점을 좁혀 자신의 안전을 지키

는 방향으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는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결국 타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도록 만든다(Lopez, 권석만 외 역, 2011d: 

33-59; Fredrickson, 2001; 권석만, 2012: 73-90). 

그러나 부정적 정서들이 항상 도덕적 정서화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

다. 유관순의 경우나 독재에 항거하는 시민의 혁명 등은 일반적으로 부

정적 정서라 할 수 있는 분노가 도덕적 정서로서 작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 정서화 된 분노를 ‘의분(義憤)’이라고 부

른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부정적 정서 상태보다는 긍정적 정서 상태에 

있는 개인이 타인에 대해 수용적이고 공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 ‘사랑’이 도덕적 정서 능력치가 높고, ‘미움’이 도덕적 

정서 능력치가 낮다는 것이 이러한 맥락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정서 상

태가 도덕적 정서화에 있어 중요한 실현 조건이 된다. 

세 번째 실현 조건은‘정서 건강’이다. 건강한 정서란  일반적인 정

서의 발달 과정을 충족시키며 발달을 이루고 있는 상태의 정서이다. 또

한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정

서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정서적 유능성

을 갖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정서적 유능성을 통해 자신에게 다가

오는 정서적 변화와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또한 정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정

서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서적 건강은 신체의 정서 관련 

호르몬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서 관련 호르몬 체계의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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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정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서의 신체적 기능에

서 발생하는 문제는 의학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 

정서 교육에서는 신체의 정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물리적 환경 요인과 심리적 환경 

요인을 정서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상에서 내적 정서 측면에서 도덕적 정서화의 실현 조건으로서 세 

가지를 알아보았다. 정서의 도덕적 정서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

서 능력치가 높은 정서를 교육하고, 정서 상태를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

도록 하며, 정서적 유능성과 같은 정서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내적으로 정서가 도덕적 정서화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정서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이 도덕적 정서화의 ‘외적 과정 측면’의 실현 조건들이다. 

2) ‘외적 과정 측면’ 실현 조건

도덕적 정서화의 과정은 즉각적인 것과 비즉각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각적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정서가 즉각적으로 도덕적 정서로 발

현되어 도덕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비즉각적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정서가 여러 요인의 작용이나 도움을 받으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도덕적 

행위로 발현되는 것이다. 

정서는 본질적으로 즉각적인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유자입정과 철로 

생명 구하기의 사례처럼 즉각적으로 도덕성을 확보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도덕적 정서 능력치가 높은 정서의 즉각적 발현은 비도덕적 행위를 유

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덕적 정서 능력치가 높은 정서라 하더라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매번 도덕적 정서화를 성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

다. 따라서 도덕적 정서화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외적 조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외적 과정 측면의 실현 조건이다. 여기서

는 그것을 도덕적 지향, 도덕적 습관, 도덕적 사고의 차원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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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실현 조건은 도덕적 지향이다. 정서가 도덕적 정서로 발현되

는 것은 정서의 지향과 관련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평소에 그런 생각

을 갖고 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이 평소 갖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는 모두 삶의 지향과 관련된다. 특정한 

삶의 지향을 갖고 있으면 매사의 생각과 행동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매번 비슷한 길을 걷고, 비슷한 선택을 하며,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된다. 삶의 지향이 도덕적으로 정향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 정서는 자연

스럽게 도덕적 지향을 갖게 된다. 특정한 상황에서의 정서 발현의 기준

이 도덕적 지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행동하기가 

쉬워진다. 

두 번째 실현 조건은 도덕적 습관이다. 도덕적 지향을 향해 정서를 

도덕적으로 실현하는 특정한 상황이 반복되면 습관이 형성된다.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사고 과정을 뛰어넘어 나타나는 행동의 자동성이다. 

일단 습관이 형성되면 특정한 상황에서 정서가 쉽게 발현된다. 정서의 

습관이 도덕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습관적으로 도덕적 정서화가 이루

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방송에서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

들의 이야기를 보고서 아주 쉽게 기부 전화번호를 누르거나, 무거운 짐

을 진 사람을 보고 바로 다가가 도와주는 것과 같은 행동들은 이미 정서

가 도덕적으로 습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습관은 길이다. 정서는 그 

길을 따라 빨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덕적 행위를 만들어 낸다. 도덕적 

지향점을 스승으로 삼고 그 안내를 받으며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습관화

된 도덕적 행동은 나바에츠가 말한 도제식 교육과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서가 특정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도덕적 정서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은 나바에츠의 말로 표현하면 ‘도덕적 전문성(moral expertise)'

을 소유한 도덕 전문가이다(Narvaez, 2006: 718-719). 

세 번째 실현 조건은 도덕적 사고이다. 도덕적 정서화가 시간이 걸릴 

때에는 상황 속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 도덕적 사고가 개입해야 

하는 경우이다. 도덕적 사고가 개입했다는 것은 상황이 기존의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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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경우이다. 이때는 필연적

으로 사고 과정이 개입 된다고 볼 수 있다. 정서가 발동하여 상황 속에

서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철로 

생명 구하기의 사례에서도 도덕적 사고가 전혀 개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경우와 충분한 고려를 통해 철로에 뛰어내리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가 즉각적으로 도덕적 정서로 발현되는 상황이라도 자

신의 정서 행동을 돌아보는 사고의 과정은 따르기 마련이다.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은 우리의 분별적 사고를 요구하며, 이때 정서

를 도덕적 정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도덕적 사고를 위한 시간이 필요

하다. 

이때의 도덕적 사고는 당면한 상황이 갖고 있는 구체적 특수성을 최

대한 많이 고려하여 관계된 것들의 정서적 상처를 최소화하는 판단이다. 

더구나 충분한 사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대부분의 일상적 상황에서 

도덕적 사고는 정서를 도덕적 정서화 시키는 데 있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과정이다. 이때 도덕적 사고는 이성과 정서와 같은 이분법적 차원에

서 정서를 완전히 배제한 사고가 아니다. 도덕적 사고는 정서의 특성과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사고이며, 정서의 단점과 문제점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사고이다. 도덕적 사고는 정서를 사고의 한 능력으로 활용하는 

사고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덕적 정서화를 위한 내적 정서 

측면과 외적 과정 측면의 실현 조건은 앞으로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원리로 기능한다. 

2. 도덕적 정서 교육의 구조

1) 도덕적 정서의 토대형성 구조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

지 구조로 포함해야 한다.  하나는 정서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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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도덕적 정서의 토대형성 구조

정서의 토대형성 구조(이하 토대형성 구조)’이다. 다른 하나는 도덕과 

관련된 것으로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성 구조(이하 능력형성 구조)’이

다. 이 두 구조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구조로 통합되어 운영된다. 우선 

도덕적 정서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구조를 아래 [그림-5]와 같이 

구상하고, 각각을 설명하고자 한다.

토대형성 구조는 학생들의 정서 상태를 도덕적 정서로 쉽게 발현될 

수 있는 정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덕적 정서의 토대로 

형성된 정서는 안정된 정서 환경에서 정서의 바람직한 모델과 상호작용

을 하며, 정서적 유능성의 요소들이 갖춰진, 정서적으로 행복한 상태의 

정서이다. 정서적 유능성과 정서적 행복 상태에 있는 학생의 정서는 도

덕적 정서로 쉽게 발현될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스

트레스나 정서적 상처를 견디고 회복하는 힘을 갖게 된다.

학생은 학교에 오기 전에, 즉 도덕교육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이미 

유전적 기질, 성격, 부모의 양육 방식 등에 의해 독특한 정서 상태를 형

성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와 또래 친구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

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의 정서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이는 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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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통해 학생의 정서 발달 전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덕교육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도덕적 정서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실이라는 구체적 공

간 안에서 학생들의 정서 교육을 시도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학생들 정서의 토대형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네 

가지 교육적 접근을 한다. 그것은 ‘정서적 학급 환경’, ‘바람직한 정

서 모델’, ‘정서적 유능성’, ‘정서적 행복’과 관련된 교육 방안이

다.  

첫째, ‘정서적 학급 환경’조성이다. 학생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 환경은 물리적 정서 환경과 심리적 정서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정서 환경에는 교실의 책상 배치, 각종 교구 배치, 교사의 책상

과 교탁 배치, 각종 교실 가구 배치, 교실 벽면의 색, 교실 게시판, 자연 

채광, 조명, 식물과 동물 기르기, 청결 상태, 소음 정도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심리적 정서 환경에는 교사와 또래 친구가 포함된다. 

둘째, ‘바람직한 정서 모델’설정이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에게 인지

적, 정서적, 행동적 영향을 미치는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좁은 교실 

안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호 모델링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교육적 의도를 갖

고 모델링을 이용했을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덕적 정서의 토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정서 모델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은 교사 모델링, 또래 친구 모델링, 규칙 모델링, 위인 모델링

이다.  

셋째, ‘정서적 유능성’함양이다. 정서적 유능성은 자신과 타인 그리

고 집단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서를 조화롭게 다루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자기 차원, 타인 

차원, 집단 차원이다. ‘자기 차원’은 자기 정서 인식, 자기 정서 이해, 

자기 정서 표현, 자기 정서 조절, 자기 정서 동기화, 자기 정서 유희로 

나뉜다. ‘타인 차원’은 타인 정서 인식, 타인 정서 이해, 타인 정서 조

절, 타인 정서 공감으로 나뉜다. ‘집단 차원’은 집단 정서 인식,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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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성 구조

정서 이해, 집단 정서 동조로 나뉜다. 그리고 자기 차원과 타인 차원의 

정서를 포괄하는 ‘정서 조율’의 능력도 정서적 유능성의 범주에 포함

된다. 

넷째, ‘정서적 행복’유지이다.  정서적 행복은 앞에서 살펴본 세 가

지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잘 준비되고 교

육된다면 정서적 행복을 느끼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

다. 정서적 행복을 얻고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살

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긍정 심리학의 인격 강점과 그 하위 덕목들, 그

리고 회복탄력성의 3차원 9유형의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도덕적 정서의 토대형성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

에서는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성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성 구조

도덕적 정서화를 위한 능력형성 구조를 [그림-6]과 같이 구상하고, 각

각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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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성 구조는 정서를 도덕적 정서로 발현시키는 

과정에 개입하여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안한다. 그것은 ‘도덕적 지향’,‘도덕적 습관’, ‘도덕적 사

고’이다. 

첫째, ‘도덕적 지향’설정이다. 도덕적 지향은 학생의 사고를 도덕적

으로 정향되도록 만든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발생하는 정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평소 자신이 갖고 있는 도덕적 지향이 될 것이다. 

도덕적 지향은 도덕적 등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가 발현될 

때 정서의 도덕적 타당성은 정서의 도덕적 지향에 의해 평가 받고, 정서

의 표현과 조절에 있어서도 도덕적 지향에 의해 방향성을 갖게 된다. 도

덕적 지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한다. 하나는 현실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이고 또 하나는 이상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이다. 현실적 수준의 도

덕적 지향 형성 방법으로는 가치 명료화 접근, 진로 교육이며, 이상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 형성 방법으로는 도덕적 인간상, 도덕적 보편 가

치이다. 

둘째, ‘도덕적 습관’형성이다. 반복된 행동을 통해 형성된 습관이 

도덕적인 것이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이

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공자의 예(禮) 사상에서 습관의 도덕적 가

능성, 즉 도덕적 습관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습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접근한다. 그것은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감

정의 습관이다. 생각의 습관 형성 방법으로 구사(九思), 행동의 습관 형

성 방법으로 구용(九容), 감정의 습관 형성 방법으로는 도덕적 정서 공책 

쓰기와 같은 방법이 있다. 

셋째, ‘도덕적 사고’함양이다. 도덕적 사고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정서가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이다. 그리고 도덕적 정서

를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 사고는 중용적 사고이다. 중용적 사고의 특성

을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것은  ‘실천적 사고’, ‘성찰

적 사고’, ‘상황적 사고’,‘배려적 사고’, ‘공감적 사고’, ‘목적 

지향적 사고’, ‘조화적 사고’의 일곱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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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도덕적 정서화를 위한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두 방안을 종합한 구조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3) 토대형성과 능력형성 구조의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도덕적 정서의 토대형성 구조와 도덕적 정서화 능

력형성 구조는 [그림-7]과 같이 종합되어 운영된다. 

[그림-7] 도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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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구조가 종합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운영된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을 보면 

크게 3가지 길이 제시되고 있다. ① 정서에서 도덕적 정서, ② 정서에서 

토대 정서, ③ 토대 정서에서 도덕적 정서이다. ①번 길은 ③번 길보다 

도덕적 정서로 가는 길이 멀다. 그리고 쉽지 않다. 도덕적 습관, 도덕적 

사고, 도덕적 지향의 안내와 관리와 조언을 들어야 도덕적 정서로 발현

될 수 있다. 그러나 ③번 길은 이미 ②번 길을 통해 풍부한 정서적 안정

과 정서적 유능성, 정서적 행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 습관과 도덕

적 사고, 도덕적 지향을 통해 보다 쉽게 도덕적 정서로 발현된다. 둘째, 

두 구조는 동시에 운영된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 구

조가 조화롭게 운영된다면 교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학생이 교실에 들어온다. 교실은 정서적 학급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학급의 게시판이나 벽의 색깔, 녹색 식물은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책상의 배치는 조화롭게 되어 있어 학습 활동이나 쉬는 시간

에 방해 되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창가 쪽에 앉을 수 있다. 짝이나 

모둠 친구들도 교사의 배려로 잘 조직되어 마음이 편하다. 담임교사

는 부드러운 미소와 따듯한 말투로 학생들을 다독인다. 담임교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서 표현인지 배우고 

있다. 담임교사가 제시해 주는 훌륭한 사람들의 정서적 삶에 대해서

도 배우고 따라 하려고 노력한다. 또래 친구들은 교사에게 배운 정

서적 유능성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적용해 보며 정서적 유능성을 키

워 간다. 학급의 생활은 정서적으로 행복하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학생들은 이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한

다. 구용과 구사에 맞게 행동하며 정서의 도덕적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도덕적 정서 공책 쓰기를 통해 감정 습관도 바꾸고 있다. 

내가 정한 도덕적 지향을 항상 생각하며 나도 그런 모습인가 반성해 

본다. 또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만히 생각해 본다. 이때 도덕

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한다. 내 정서와 친구의 정서, 주변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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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들을 함께 고려해 최선을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학생들은 

도덕적 습관, 도덕적 지향, 도덕적 사고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

다.

이상에서 살펴본 도덕적 정서 교육의 두 구조와 그 종합은 도덕적 정

서 교육의 체계화 방안을 구성하는 골격이다. 이것이 어떤 내용과 방법

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을지 Ⅴ장에서 알아볼 것이다.

3. 도덕적 정서 교육의 운영

도덕적 정서 교육을 학교나 학급에서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원리를 

[그림-8]과 같이 소(小) 범위, 중(中) 범위, 대(大) 범위 차원의 운영 방안

으로 체계화하여 분류하고 그 운영 방법의 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그림-8] 도덕적 정서 교육 체계화 방안의 운영 범위 

도덕적 정서 교육을 소 범위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법에는 도덕과 단

원 설정 차원과 도덕적 정서 분류 차원이 있다. 첫째, 도덕과 단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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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은 도덕적 정서 단원을 구성하여 도덕적 정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다. 도덕적 정서 단원의 내용은 도덕적 정서화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

해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 정서 토대형성 단원과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

성 단원의 두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둘째, 도덕적 정서 분류 차원은 구체적인 도덕적 정서를 설정하고 이

것을 중심으로 도덕적 정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도덕적 

정서는 여러 가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기존의 도덕과 교육에서 시도하

고 있는 도덕적 정서 교육의 방식이 이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단을 통

한 도덕적 정서 분류 체계를 제안했다. 이 차원에서 다루는 도덕적 정서

는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수오지심이다. 이 네 가지 도덕적 정

서를 함양하는 도덕적 정서 단원을 설정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소 범

위 접근의 장점은 교사들이 이미 마련된 정서 단원을 통해 손쉽게 도덕

적 정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 정서 교육을 중 범위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법에는 도덕적 학

급 경영 차원과 연간 도덕과 수업 운영 차원이 있다. 첫째, 도덕적 학급 

경영 차원은 1년 동안 지속적이며 포괄적으로 도덕적 정서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다. 학급 담임 교사는 도덕과 수업 시간, 비도덕과 수업 시간, 

학급 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도덕적 정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둘

째, 학년 도덕과 교육과정 차원은 어느 한 학년의 도덕과 교육과정을 도

덕적 정서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1 년간의 도덕과 수업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도덕적 정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도덕적 정서 교육은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따라서 교사의 

노력에 의해 도덕적 정서 교육에 중심을 두고, 도덕과 교육과정의 재구

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중 범위 접근 중에서 

도덕적 학급경영 차원의 접근은 도덕적 정서 교육의 목적 달성과 현실적

인 운영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다. 도덕적 정서화를 위한 

내적 정서 측면과 외적 과정 측면의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접근법이

다. 학년 도덕과 교육과정 차원의 접근은 매주 1시간씩의 도덕과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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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접근 모두 교사의 도덕적 정서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많

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도덕적 정서 교육을 대 범위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법에는 학교 경영 

차원과 학년별 심화 차원이 있다. 첫째, 학교 경영 차원은 도덕적 정서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학교가 추구하는 인

간상에서부터 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들이 도덕적 정서 교육의 

목표를 갖고 유기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것이다. 학교 차원의 도덕적 정

서 교육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철학과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관리자, 교

사, 학부모가 함께 도덕적 정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고민하고 

구안하여 그 실행 과정에서 협력해야 한다. 이 운영 방안은 중 범위 도

덕적 학급 경영 차원과 함께 가장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덕적 정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접근이다. 둘째, 학년별 심화 차원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도덕적 정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심화시키면서 실시하는 접근

이다. 이상 두 접근의 장점은 도덕적 정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학급, 수업 수준에서 도덕적 정서 교육과 관련된 

학습과 활동을 하며, 동시에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도덕적 정서 교육

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의 유동성과 

이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은 이 두 접근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교사의 유동성이 거의 없는 사립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대 범위 차원의 접근을 시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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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교

과 

목

표

 자신과 타인ㆍ사회, 국가ㆍ민족 및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생활 속

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도덕 문제

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실천 동기 

및 능력을 함양하여 자율적이고 통

합적인 인격을 형성한다.

 자신과 우리·타인, 사회·국가·지구

공동체,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

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

덕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도덕

적 사고력과 판단력, 도덕적 정서, 실

천 의지 및 능력을 통해 도덕적 덕성

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이

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한다.

초

등 

목

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기본 생활 예절

을 습득하고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

력과 실천 능력을 함양하여,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롭

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유아교육 단계

에서 형성된 기초 인성을 바탕으로 일

상생활에 필요한 도덕적 가치·덕목과 

기본 생활 예절을 알고 기본적인 도덕

적 판단력과 실천 의지를 함양하여 공

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공감 소통

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행동 능력과 습관을 기른다. 

<표-7> 2007,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교과 목표

V. 도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 방안

1. 도덕적 정서 관련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도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2007, 2012 개정 초등 도덕과 교

육과정의 도덕적 정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그 장단점과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교과서 순서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각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가 담고 있는 도덕적 정

서 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7>은 각 교육과정의 도덕과 

교과 목표와 도덕과 초등 목표이다.



- 121 -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와 초등 목표에는 감정이나 

정서라는 단어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표현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정

서와의 관련성을 넓혀 찾아보면‘실천 동기’,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정도이다. 도덕적 정서와 관련된 

내용이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중요한 목표로서 명시적으로 제시

되지는 않고 있다. 지·정·행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의 

목표가 지와 행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와 초등 목표에는 ‘도덕적 

정서’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또한 ‘도덕 문제에 대한 민감성’,‘다

른 사람과 공감 소통’등과 같이 정서와 밀접한 내용도 들어 있다. 모두 

이전 교육과정 보다 정서와 관련된 내용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

덕적 정서 교육 측면에서 보면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정서’라

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교육과정이다. 또한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이라는 교과 목표 달성에 있어 도덕적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

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도덕적 정서의 개념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덕적 정서의 개념과는 다른 일반적인 의미의 도덕적 정서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 목표에서는 도덕적 정서

가 제시되고 있지만, 초등 목표에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서 발달은 

학년이 어릴수록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 개정될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목표에서 도덕적 정서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서를 교육과정의 한 단원으로 설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도덕과 교

육과정 전반에서 도덕적 정서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이 담고 있는 도덕적 정서 교육 관

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8>은 각 교육과정의 정서 관련 교육 내

용이다. 이를 보면,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목표에서 제시되지 않

았던 정서 관련 내용을 교육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정서 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그 내용에서는 정서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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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 내용 성취 기준

(1)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 감정의 올바른 관리

  분노, 좌절, 흥분 등 다양한 감정

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고, 자신의 감

정 표현이 가져오는 결과들을 합리적

으로 예측해서, 때와 장소 및 상대에 

적절한 바람직한 감정 표현 방식을 

배운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던 경험을 발표하고, 자신

의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들의 모범 

사례를 통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① 분노, 흥분, 좌절 등의 감정이 발

생하는 원인

②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것이 미치는 결과  

③ 상황과 상대를 고려해 자신의 감

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

(1)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가) 감정의 조절과 표현

 다양한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

고, 자신의 감정 표현의 결과를 합리

적으로 예측하여, 때와 장소 및 상대

에 맞는 바람직한 감정 표현 방식과 

다양한 감정을 바르게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 이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들의 모범 사례들을 찾아

보고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표현하

는 방법을 익힌다.

① 감정의 의미와 기능 및 감정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행동의 결과

② 상황과 상대를 고려한 감정 조절

과 표현

③ 바람직한 감정을 잘 기르고 실천

하는 자세

<표-8> 2007,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정서 관련 내용(성취 기준)

의 목표에서는 도덕적 정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에도 포함

되어 있다. 위에서 제시된 두 교육과정의 정서 관련 내용을 좀 더 세부

적으로 분석해 보면, <표-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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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교육 

내용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정서 의미 ・ “①감정의 의미”

정서 기능 ・ “①감정의 기능”

정서 발생

원인

“분노, 좌절, 흥분 등 다양한 감

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고”, 

“①분노, 흥분, 좌절 등의 감정

이 발생하는 원인“

“다양한 감정이 발생하는 원인

을 알고”, “①감정발생원인”

정서 표현 

결과 예측

“자신의 감정 표현이 가져오는 

결과들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서”,“②감정을 표현하는 다양

한 방식과 그것이 미치는 결과”

“자신의 감정 표현의 결과를 합

리적으로 예측하여”,“①그에 

따른 행동의 결과”

정서 표현 

방식

“때와 장소 및 상대에 적절한 

바람직한 감정 표현 방식을 배운

다.”,“③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 

“때와 장소 및 상대에 맞는 바

람직한 감정 표현 방식과”,“②

상황과 상대를 고려한 감정 표

현”

정서 조절 

방법
“③상황과 상대를 고려해 ” 

“다양한 감정을 바르게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 “②상황과 상

대를 고려한 감정 조절”

정서 경험 

발표

“이를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나

쁘게 했던 경험을 발표하고, 
・

정서 모범 

사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

들의 모범 사례”

“이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들의 모범 사례”

도덕적 

정서
・ “③ 바람직한 감정을 잘 기르고 

실천하는 자세”

<표-9> 2007, 201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정서 관련 내용 분석

이 두 교육과정의 내용상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를 감

정6)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정서를 잘 다루고 잘 조절하고 잘 표현

6)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목표 차원에서 도덕적 ‘정서’라는, 정서 단어를 쓰고 

있지만, 내용에는 정서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정이 쓰이고 있다. 이 부분의 

논의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쓰고 있는 감정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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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입장이다. 둘째, 감정 발생의 원인을 알고, 감

정 표현의 결과를 예측해, 알맞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

다. 대인 관계의 방식으로서 정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서의 

모범 사례를‘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두 교육과정의 내용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만 감정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감정

의 기능은 도덕적 정서 교육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진

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만 ‘바람직한 

감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하지만 정서의 긍정적 측면, 정서의 도덕적 역할에 대한 고려가 

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시된 첫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만 ‘자신의 정서 경험 

발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던 정서 경험 

발표라는 부정적 측면의 정서 경험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쉬

운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정서 경험을 발표해서 또래 친

구들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 방법이다.

이번에는 위에서 살펴본 정서 관련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과서로 구현

한 정서 관련 단원7)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

정의 정서 관련 단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

정의 정서 관련 단원은 5학년 2단원의 <감정, 내 안의 친구>이다. 이 단

원의 목표는 ‘감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익히며 바람직한 도덕적 감정을 기른다.’로 설정되어 있다. 이 목

표는‘감정의 의미와 중요성(1차시)’,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법(2차

시)’, ‘바람직한 도덕적 감정을 기르기(3차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

7) 2012 개정 교육과정의 5~6학년 적용은 2015년에 이루어진다. 현재 분석하고자 하는 6

학년의 정서 관련 단원의 교과서는 정식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다만 2014년 현재 실험 

교과서로 출판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실험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2015년 학교 현장에 교과서가 배포될 때에는 내용상의 차이점이 생겨

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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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2. 감정, 내 안에 있는 친구

단원 

목표

감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익

히며 바람직한 도덕적 감정을 기른다. 

차시 목표 내용

1. 감

정, 내 

안의 친

구를 만

나요.

감정의 의미

와 중요성을 

알고, 감정을 

소중히 여기

는 마음을 길

러 봅시다. 

‣ 감정이란 무엇이며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알아봅  

  시다.

‣ 일어난 일에서 연상되는 말과 감정을 찾아 연결해  

  봅시다.

‣ 감정이 생기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 감정에 따  

  라 나타난 말이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감정이 하는 일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길러봅시다. 

<표-10> 2007 개정 도덕과 감정 단원 내용 분석

어 있다. 각 차시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1차시의 목표는 ‘감

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른다.’이

다. 학습 내용에는 ‘감정의 뜻과 종류’,‘감정의 원인과 결과’,‘감정

이 하는 일과 그 중요성’,‘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기르기’가 들

어 있다. 둘째, 2차시의 목표는 ‘감정 표현과 관련하여 바르게 판단하

고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자세를 기른다.’이다. 학습 내용에는 ‘현

지의 비밀을 읽고 바르게 판단하기’, ‘생각 바꾸기 게임’, ‘마음의 

신호등을 켜 감정을 조절하기’가 들어 있다. 셋째, 3차시의 목표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바람직한 도덕적 감정을 기

른다.’이다. 학습 내용에는 ‘구두 수선공 아버지를 읽고 도덕적 자기 

존중감에 대해 알아보기’, ‘부끄러움에 대해 알아보기’, ‘윤기의 일

기를 읽고 공감에 대해 알아보기’가 들어 있다. 이 단원의 전체적인 내

용을 정리해 보면 <표-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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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

을 어떻

게 표현

해야 할

까요?

감정 표현과 

관련하여 깊

이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

하는 능력을 

길러 봅시다.

‣ ‘현지의 비밀’을 읽고, 이야기의 상황 속에서 

현지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 감정을 바르게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화가 나면 ‘마음의 신호등’을 켜서 일단 멈추고 

생각을 한 뒤에 감정을 표현해 봅시다.

‣ 생활 속에서 감정을 표현할 때 유의할 점을 적어  

  보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봅시다.

3. 좋은 

감 정 을 

길러요.

감정을 적절

하게 표현하

는 방법을 익

히고 도덕적 

감정을 기르

기 위해 노력

해 봅시다.

‣ 바람직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첫걸음, 도덕적 자기  

  존중감에 대해 알아봅시다.

‣ 양심의 출발, 부끄러움에 대해 알아봅시다.

‣ 함께 더불어 살기, 공감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 가정과 학교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자기감정을 바르게 표현해 봅시다. 

다음으로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정서 관련 단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정서 관련 단원은 6학년 2단

원의 <감정, 내 안의 소중한 친구>이다. 이 단원의 목표는‘감정의 의미

와 중요성을 알고,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익히며  바람직한 감정

을 기른다.’로 설정되어 있다. 이 목표는‘감정의 의미와 중요성(1차

시)’,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법(2차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3

차시)’,‘바람직한 도덕적 감정을 기르기(4차시)’의 네 부분으로 구성

된다. 각 차시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1차시의 목표는 ‘감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른다.’이다. 학

습 내용에는 ‘감정의 의미와 종류 알기’,‘감정의 원인과 결과 알

기’,‘감정의 역할과 중요성 알기’,‘긍정적인 감정 가꾸기’가 들어 

있다. 둘째, 2차시의 목표는 ‘감정 표현의 방법을 알고 적절하게 표현

하는 자세를 기른다.’이다. 학습 내용에는 ‘감정 표현과 관련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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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2. 감정, 내 안의 소중한 친구

단원 목표
감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익히며  바람직한 감정을 기른다.

차시 목표 내용

1. 내면의 

소리, 감정

  감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감정을 소중히 여기

는 마음을 기른다. 

‣ 감정의 의미와 종류 알기

‣ 감정의 원인과 결과 알기

‣ 감정의 역할과 중요성 알아보기

‣ 긍정적인 감정 가꾸기 
2. 감정을 

어떻게 표

현해야 할

까요?

  감정 표현의 방법을 알

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자

세를 기른다.

‣ 감정 표현과 관련된 생활 사례   

  알아보기

‣ 적절한 감정 표현 판단해보기

‣ 감정 표현 방법 알아보기 

3. 감정을 

잘 조절해 

보아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

고자 하는 마음을 기른다.

‣ 감정 조절 단계 알아보기

‣ 감정 조절에 따른 적절한 감정   

   표현하기

‣ 감정 조절 실천하기
4. 바람직

한 감정을 

길러요

  바람직한 감정을 알아보

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 부끄러움을 긍정적으로 다루기

‣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음 실천하기

‣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기르기

<표-11> 2012 개정 도덕과 감정 단원 내용 분석

사례 살펴보기’,‘적절한 감정 표현 판단해 보기’,‘감정 표현 방법 

알아보기’가 들어 있다. 셋째, 3차시의 목표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른다.’이다. 학습 내용

에는 ‘감정 조절 단계 알아보기’,‘감정 조절에 따른 적절한 감정 표

현하기’,‘감정 조절 실천하기’가 들어 있다. 넷째, 4차시의 목표는 

‘바람직한 감정을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이다. 학습 내용에

는 ‘부끄러움을 긍정적으로 다루기’,‘함께 더불어 사는 마음 실천하

기’,‘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기르기’가 들어 있다. 이 단원의 전체적

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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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설명 방법

1 멈추세요.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때 마음

을 진정시키기

▶ 천천히 깊게 숨쉬기

▶ 즐거운 일과 위안이 되는 말 떠올리기

▶ 기분을 좋게 하는 활동을 하거나 기분  

   이 좋아지는 장소 찾아가기

2 생각해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 감정에 이름 붙이기

▶ 감정을 느끼는 정도를 0~100 사이 숫자  

   로 표시하기

▶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기

3 행동해요

 행동으로 감정

을 조절하고 표

현하기

▶ 감정 마주하기

▶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기

▶ 상대를 존중하며 감정 표현하기

<표-12> 감정 조절 3단계 방법  

이 두 단원은 모두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앞

서 살펴본 각 교육과정의 내용 분석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기서

는 각 감정 단원에서 각각 정서 조절 방법으로 제시하고 방안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정서 관련 단원에서는 감정 

조절의 방법으로 ‘멈추고, 생각하고, 표현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마

음의 신호등’으로 제시된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정서 조절 방

법이다.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정서 관련 단원에서는 보다 체계

적인 ‘감정 조절의 3단계’방법을 제시한다. 내용을 정리하면 <표-12>

와 같다. 

지금까지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서의 정서 관련 목표, 내용, 정서 단원을 살펴보았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역사에서 볼 때, 이 두 교육과정은 도덕적 정서 교육과 관련해서 큰 진

전을 이룬 교육과정이다. 그 이유는 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최초로 그리

고 보다 발전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덕적 정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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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입장에서 볼 때 개선하고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과 정서의 구분이 없다. 물론 두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정서보다는 감정이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서를 감정 차

원이 아닌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도덕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서는 감정 보다는 정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정서를 주

로 조절과 표현을 위한 대상과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감정이 주

로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 학생들의 정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

처하는 차원에서 교육과정에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서는 철

로 생명 구하기와 공자와 맹자의 논의를 통해 본 것처럼 무한한 도덕적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중요한 도덕교육의 자원이다. 도덕교육을 위해 

정서를 보다 체계적이고 폭 넓게 접근해야 한다. 셋째, 두 교육과정 모

두 정서를 어느 한 단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하

지만 정서는 계속 발달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에 대

해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일이 어느 한 학년에 한 단원 공부한다고 

해서 완성되거나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고려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체에서 

체계적으로 정서를 접근하고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2. 도덕적 정서 교육의 성격 및 목표와 내용 체계

1) 도덕적 정서 교육의 성격 및 목표

이성과 정서는 인간의 도덕적 삶에 깊이 관계되며, 따라서 도덕교육

은 이성과 정서를 도덕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이성은 그 

동안 도덕교육의 핵심적 주제였다. 이에 비해 정서는 도덕적 삶에서 비

본질적이거나 부차적인 것, 축소하고 억제해야 할 것으로 취급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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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제 도덕교육은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통해 정서의 중요성

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삶과 도덕적 삶에 있어 정서를 중요한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덕적 정서 교육은 학생들의 정서에 대한 교육

과 동시에 정서를 도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 또한 포

함해야 한다. 도덕적 정서 교육에 있어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면서 동시

에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관리하고 발달시키며 도덕적으로 완성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적 정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은 

이미 동서양의 도덕철학적 전통과 도덕 심리학의 연구들, 그리고 도덕과

교육의 교수 학습 이론 속에 풍부하게 담겨 있다. 다만 심리적 구성체로

서의 정서가 개인의 내적 차원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과 만났을 때, 

정서가 도덕적 정서로 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도덕적 정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도덕적 정서 교육은 정서의 내적, 

외적 측면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고, 이를 도덕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 정서 교육은 이론적으로 정서적 유능성과 정서적 행복을 

함양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정서 지능, 긍정 심리학,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을 기반으로 삼는다. 또한 정서의 도덕적 가능성과 역할에 대한 근

거와 올바른 방향을 얻기 위해 원시 유학의 공자와 맹자, 그리고 중용, 

아리스토텔레스와 배려 윤리를 그 이론적 기반을 삼는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뇌의 정서 관련 구조와 신체적 작동 원리에 기반을 둔 뇌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삼는다. 도덕적 정서 교육은 이러한 다양한 학문 분야

들의 이론을 학제적으로 접근해 정서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도

덕적 정서화를 이루기 위한 능력을 형성하는 것에 주력한다. 

이러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을 체계화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을 한다. 하나는 ‘정서 교육’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교육’접근이다. 이 두 가지 접근은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 안에

서 하나로 종합된다. 

도덕적 정서 교육은 우선 두 가지 전제된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정서’와 ‘도덕적 정서’의 개념이다. 정서는 신경 체제의 활성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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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분비와 자율 신경계의 활동을 포함하는 신체적 각성이며, 그것으

로 인해 특정한 신체적 느낌을 동반한 감정이고, 목표 지향적인 강한 동

기를 형성하는 목적의식이며, 언어와 얼굴 표정, 몸짓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사회적·표현적 측면이 통합되어 동

시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구성체이다. 도덕적 정서는 정서가 특정한 상

황에서 도덕성을 확보한 상태로 발현되었을 때, 즉 도덕적 행위를 유발

했을 때의 정서이다. 모든 정서는 도덕적 정서로 실현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정서는 도덕적 정서로 실현될 수 있는 도덕적 정서 능력

치를 다르게 갖는다. 

이렇게 전제된 두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아 도덕적 정서 교육은 두 가

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정서 교육으로서의 도덕적 정서 교육은 학급 

환경을 정서를 고려한 환경으로 구성하고, 바람직한 정서 모델을 통해 

학생의 정서를 건강하게 형성되도록 만들며, 정서적 유능성을 향상시켜 

개인적, 사회적 생활을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워 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학생은 건강하고 풍부하게 형성된 정서를 갖게 된다. 학생의 정서 

상태가 안정되지 못하거나 발달 과정에 맞게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을 경

우 도덕적 정서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내적인 정서적 상태와 외

적인 정서적 환경이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갈 때 도덕적 

정서의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둘째, 도덕 교육으로서의 도덕적 정서 교

육은 정서를 도덕적 정서로 발현되게 만드는 능력을 형성하는 도덕적 정

서화 접근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이 정서를 발현할 때마다 비

추어 볼 목적이나 반성의 기준이 되는 도덕적 지향을 갖도록 한다. 도덕

적 지향은 자신의 삶의 목표와 일치할 때 더 큰 도덕적 동력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 도덕적으로 정향된 

정서 관련 습관들을 형성시킨다. 도덕적 습관은 정서가 보다 쉽게 도덕

적으로 발현되도록 도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 순간 분별적 상황과 만

나 정서가 그 상황 속에서 도덕성을 획득하도록 만드는 도덕적 사고, 즉 

중용적 사고를 함양한다. 정서가 가진 도덕적 힘은 도덕적 사고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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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토대

형성

바람직한 

정서 모델
또래 친구, 학급 규칙, 정서 위인

정서적 

유능성
자기 정서 차원

자기 정서 인식

정

서

조

율

자기 정서 이해

자기 정서 표현

자기 정서 조절

자기 정서 동기화

자기 정서 유희

<표-13> 도덕적 정서 교육 내용 체계 

을 통해 도덕성을 보다 확고히 획득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성격의 교육 방안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접근한 것

이 도덕적 정서 교육 체계화 방안이다. 따라서 도덕적 정서 교육은 체계

화 방안의 각 세부 방안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목표를 갖는다. 이상에서 밝힌 도덕적 정서 교육의 

성격을 바탕으로 도덕적 정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적 정서 교육의 목표>

정서적 유능성을 길러 바람직하고 건강한 정서 상태를 유

지하고, 도덕적 습관을 형성하고 도덕적 사고를 함양하여 자

신이 설정한 도덕적 지향을 향해 살아가려는 노력을 쉬지 않

으며, 그 속에서 도덕적 삶과 행복한 삶을 함께 추구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른다.

2) 도덕적 정서 교육의 내용 체계

 도덕적 정서 교육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 체계를 갖는다. 첫째는 토

대형성 내용 체계, 둘째는 도덕적 정서화 능력 내용 체계, 셋째는 도덕

적 정서별 내용 체계이다. 이것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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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서 차원

타인 정서 인식

타인 정서 이해

타인 정서 공감

타인 정서 조절

집단 정서 차원

집단 정서 인식

집단 정서 이해

집단 정서 동조

정서적 

행복

인격 강점

지혜․지식

인간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

회복탄력성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

능력

형성

도덕적 

지향

현실적 지향
자기 가치 확인

자기 꿈의 도덕적 실현 

이상적 지향
도덕적 인간상

도덕적 보편 가치

도덕적 

습관

생각의 습관 구사

행동의 습관 구용

감정의 습관 감정의 도덕적 습관 형성

도덕적 

사고
중용적 사고

실천적 사고

성찰적 사고

상황적 사고

배려적 사고

공감적 사고

조화적 사고

목적적 사고

도덕

적 

정서

사단지심

측은지심 동정심, 공감, 배려, 사랑 등

수오지심 부끄러움, 미움, 용기, 의분, 정의감 등

사양지심 존경심, 감사, 공경, 미안함 등

시비지심
옳은 것에 대한 긍정감

,옳지 못한 것에 대한 거부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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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시한 도덕적 정서 교육의 내용 체계는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이 내용은 도덕적 정서 교육의 

틀 안에서 모두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진다면 가장 의미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주체, 즉 교사는 내용 체계의 일부분을 교육

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선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덕적 정서의 토대형성 교육 방안

1) 정서적 학급 환경

(1) 정서적 학급 환경의 의미와 내용

학생은 자신을 둘러싼 정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학생에게 영

향을 미치는 정서 환경에는 가족과 친인척, 또래 친구들, 대중매체, 지역 

사회 등이 있다. 학생이 이러한 정서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가 

정서의 안정과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중에서도 가정의 정서 환

경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인간에게 가정은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자

신의 정서적 상처를 위로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의 이러한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2012년 여성가족부「청소년 유해 

환경 접촉 종합 실태 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1명 이상의 학생이 가출

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학생들에게 있어 가출이란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정서적 선택의 결과

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가정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보

장하고,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Hyson, 정미라 외 역, 2002: 49). 정서적으로 안정되

지 못한 가정, 그곳에서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학생의 가출, 그리고 그 

가출로 인한 범죄가 정서적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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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능의 약화와 사회적 정서 환경의 악화는 학생의 정서에 대한 학교

의 책무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생이 학교에 와서 생활하게 되는 

주된 공간은 학급 즉, 교실이다. 따라서 교실을 포함한 학급의 정서 환

경을 학생의 정서적 성장을 촉진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정명화 외, 2005: 283-284). 

학급의 정서 환경은 크게 물리적 정서 환경과 심리적 정서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정서 환경에는 책걸상 배치, 각종 교구 배치, 교사

의 책상과 교탁 배치, 각종 교실 가구 배치, 교실의 색채, 교실 앞 게시

판과 뒤 게시판 구성, 자연 채광과 조명, 동식물 기르기, 청결 상태, 소

음 등이 포함된다. 심리적 정서 환경으로는 교사와 또래 친구가 있다. 

물리적 정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야 한다. 첫째, 교사는 물리적 정서 환경을 계획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서 교육적 의도를 갖고 구성된 교실의 물리적 정서 환경은 교사의 교

육적 목표와 가치관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학급의 정서적 분위기를 좌우

하고, 학생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이순형 외, 2013: 66). 

둘째,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물리적 정서 환경을 구

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실의 물리적 정서 환경 구성은 교사의 주도

로 또는 교사만의 생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의 미적 감각이

나 기존의 교육적 경험에 의해 구성된 물리적 정서 환경은 교사의 교육

철학이나 정서적 취향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생활의 공간이다. 교실의 물리적 정서 환경 구성에 

대해 학생들과 폭 넓은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정

서적으로 편안해 하고 선호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중요하게 반영해 환

경을 구성해야 한다. 학생들과 함께 물리적 정서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교실의 물리적 정서 환경은 여러 조건을 고려해 창의적이고 융

통성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교실마다 학생의 인원수, 교실의 위치, 계절

의 변화에 따른 채광과 온도 변화, 교실 주변 환경 등이 다르다. 학기말

이나 학기 초, 시험 전이나 후, 운동회 전이나 후 등은 학생들의 정서 

상태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여름에 창가 쪽이 덮지만, 겨울엔 창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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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춥다. 천정 에어컨이 달린 교실에선 바로 밑의 학생은 춥지만 먼 쪽

의 학생은 더워서 짜증이 난다. 이렇게 교실은 시기별, 상황별, 위치별로 

서로 다른 물리적 정서 환경의 여건 속에 있게 된다. 이 속에서 학생들

이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물리적 정서 환경 구성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교

실의 물리적 정서 환경은 학생들의 활동과 이동, 자연스러운 교실에서의 

움직임이나 돌발적이고 예외적인 움직임에도 신체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좁은 통로로 인해 가방에 걸려 넘어지거나, 점심 급식을 

받고 책상 사이를 움직이다 식판을 엎거나, 교실의 가구에 부딪혀 상처

를 입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학생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 안전상의 문제

가 발생하여 학생이 다치게 되면, 원인을 학생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는 모든 학생의 심리적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 비좁은 

교실이지만 학생들 각자가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

록 책상이나 가구를 배치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개인적 공간을 제공할 방법도 고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관

점을 고려하여 분명한 정서적 의도를 갖고 고안된 물리적 정서 환경에서 

학생은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이루어 간다. 

교실의 심리적 정서 환경은 교사 측면과 또래 친구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교사 측면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 측면의 심리적 정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교사가 

교실 안에서 나타내는 정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을 유념해야 한다. 교사는 자신이 교실 안에서 가장 강력한 정서 환경이

며, 교실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심리적 요인임을 항상 자각해야 

한다(Kostelnik et al., 박경자 외 역, 2011: 201-204; 정명화 외, 2005: 

301-302). 교실 한 가운데 난로를 피워 놓으면 교실 전체로 열이 전달되

는 것처럼, 교사는 끝없이 정서를 표출해 교실을 가득 채우는 존재이다. 

하루 종일 따듯한 미소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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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고 수용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아침부터 하교 시까지 짜증

과 화가 잔뜩 난 얼굴로 학생들에게 날카로운 소리를 질러대며 학생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는 교사가 있다면 이는 학생의 정서에 

나쁜 환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둘째, 교사는 학생이 표현하는 정서를 우선은 무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학생이 나타내고 있는 정서에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

다. 강렬하고 부정적인 정서에만 교사가 관심을 갖고 반응하게 되면 학

생의 정서 표현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고정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이 보

이고 있는 정서를 근거 없이 판단하거나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Kostelnik et al., 박경자 외 역, 2011: 201-202). 예를 들어, 아동이 교실

에 울면서 들어왔을 때, 그 슬픔이라는 정서를 유발시킨 원인은 다양하

며 교사가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때는 일단 학생의 정서 자체를 인정

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교사의 입장은 학생의 정서를 수용해 주

는 훌륭한 심리적 정서 환경이 된다. 

셋째, 교사는 학생의 미묘하고 작은 정서 표현도 놓치지 않고, 따듯하

고 긍정적이며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학생은 자신들의 

의사나 욕구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정서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넷째, 학생이 자신의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부적절한 정서 표현은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때로는 학생 스

스로도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나,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정서를 표현할 수도 있다. 이때 교사가 학생의 정서를 교사 입장에서 설

교하고 합리화하거나 부인 또는 무시하는 것은 학생이 추후 자신의 정서

를 감추게 만든다. 우선은 학생의 정서를 받아 주어 진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감정 코칭이나 도덕적 정서 교육을 통해 정서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야 한다.

다음은 심리적 정서 환경으로서 또래 친구에 대해 알아본다. 초등학

교 시기에는 다양한 정서 활동을 유발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의 

정서를 보고, 느끼고, 언어로 표현하면서 정서적 발달을 이루어 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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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Hyson, 정미라 외 역, 2002: 49). 이때 학생들은 또래 친구들로부

터 교사와 부모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성인보다 친구들이 자신

과 더 유사한 정서 모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래 집단 안에

서 학생들은 모방과 강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정옥분, 2008: 

410).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불균형적이다. 그 

이유는 성인은 학생보다 더 많은 지식과 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또래들은 동등한 지위와 힘을 갖고 비슷한 목표를 개인적으

로 또는 공동으로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또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타협하면서 협력을 배워 나간다. 이 과정에서 또래

들과 정서를 공유하며 배워 나가는 사회적 능력들은 성인과의 교류를 통

해서는 얻기 힘든 경험이다(Shaffer & Kipp, 송길연 외 역, 2012: 777). 

이러한 또래 관계의 특성은 학생들이 자신의 긍정적 정서나 부정적 정서

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맥락과 환경을 제공한다. 이 속

에서 또래들은 서로에게 효과적인 정서적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우정은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의 상징이자 정서적 체험이다. 가정에서 지지를 받는 학생

들조차도 또래가 부모보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또래들 

사이의 우정과 관심은 학생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고양시키며 정서적 조

절과 관리의 경험을 하도록 돕는다(LaFreniere, 위영희 외 역, 2006: 

303-305).

이상에서 살펴본 물리적 정서 환경과 심리적 정서 환경은 독립된 것

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 하나의 조건이 다른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의 긍정적 측면이 다른 것의 부정적 측면을 상쇄할 수 있

다. 또한 한 학생에게 좋은 정서 환경이 다른 학생에게는 좋지 않을 수

도 있다. 물리적 정서 환경과 심리적 정서 환경을 구성하는 데에는 수많

은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교실의 물리

적, 심리적 정서 환경들을 개별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정서적 관점에서 

항상 고려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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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학급의 물리적․ 심리적 정서 환경 구성 내용

 

(2) 학급의 정서 환경 구성 방법

교실의 정서 환경을 물리적 정서 환경과 심리적 정서 환경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물리적 정서 환경 구성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으로 책상 배치, 햇빛, 교실 색채, 동식물 기르기, 소음을 선정한다. 그리

고 이 각각이 학생의 정서 환경으로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심리적 정서 환경으로는 교사와 또래 친구의 정서

적 역할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나타내

면 [그림-9]와 같다.

 

물리적 정서 환경 구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는 책상 배치

이다. 책상 배치는 교실 환경 중에서 유일하게 교사보다 학생들이 더 신

경 쓰는 정서 환경이다. 누가 짝이 되고 같은 모둠이 되는가가 학생의 

정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책상은 교실에서 학생이 독점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이다. 그런데 이 사적 공간으로서의 책상이 

누구와 가까이 붙어 있는가에 따라 학생이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과 위기

감이 결정된다. 책상의 배열 방법은 교사의 창의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

법이 있을 수 있다. 학습의 효율성과 함께 각 학생과 그들 사이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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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짝 또는 모둠원 간의 정서적 우호

성과 적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 간의 교

우 관계에 따른 친밀도나 상호 수용성에 대한 면밀한 교사의 관찰이 선

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햇빛이다. 교실의 빛 환경은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이다. 창

가 쪽은 과도한 빛의 유입으로 덥거나 눈이 부시고, 복도 쪽은 빛의 양

이 부족하여 어둡다. 커튼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차양 장치를 사용할 경

우 교실의 조도가 떨어져 전기 조명을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이

종영, 2012: 12). 또한 창 쪽 햇빛의 눈부심으로 인해 교실 칠판이 잘 보

이지 않는 것과 같은 어려움은 학생들에게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교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학생의 일

조량이다. 일조량은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다.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로토닌은 도파민과 함께 행복과 절망, 유쾌함과 불쾌함 사이의 수많은 

감정을 만들어 낸다. 햇빛이 강할수록 더 많은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기

분이 더 좋아진다. 세로토닌은 겨울에 거의 생산되지 않으며 우중충한 

날씨가 이어지면 기분이 축 처진다. 세로토닌 수치가 평소보다 낮으면 

의욕이 없어지고 불면증, 두려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세로토닌 수

치가 항상 낮은 사람은 심각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강박증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뇌 속의 세로토닌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혈관 속 

세로토닌 수치는 오히려 높아진다. 이 상태가 과도한 공격성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Rauland, 전옥례 역, 2008: 103-109, 

114-116). 이와 같은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창가에 골

고루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아침에 잠깐 햇빛이 들어오는 

동향 교실이나 복식 형태로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교실에서는 

특히 더 유의해 학생의 하루 일조량을 확보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실의 색채이다. 색채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색채 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색들이 가지는 효과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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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심리적 연상과 효과

빨강

정지와 금지, 위험이나 경고의 의미로 사용, 감정을 고조시킴, 부정적

인 사고를 극복하고 활기와 야망을 갖게 함. 분홍(빨강+하양)은 부드

럽고 여성적 느낌. 혈압을 높이고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 또한 뇌 척수액을 자극하여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킴. 

이 때문에 감정이 자극되어 흥분을 느끼게 되고 투지가 고조됨. 때문

에 내성적이고 에너지가 없으며 창백하고 빈혈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좋음. 그러나 정서 불안, 고혈압, 천식 등이 있는 학생이나 외향적이

고 충동적인 학생에게는 좋지 않음.

노랑

자신감과 낙천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에 도움. 

황금색은 부와 권위, 풍요로움을 나타냄. 주황은 주목성이 높은 색으

로 기능 저하를 막아 주고 감정을 자유롭게 함. 즐거운 식사를 하도

록 만들고 신맛을 느끼게 함.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인 학생, 감정 기복

이 심한 학생, 들떠 있는 학생, 자신의 감정과 신체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학생에게 좋은 효과가 있음. 뇌하수체 기능과 연결되어 있어 호

르몬의 활동을 정상화시킴. 그러나 과도하면 건망증, 인내력 부족, 경

솔함, 무례함, 자만심이 유발될 수도 있음

초록

중성적인 느낌의 친근한 색. 안전과 구호의 의미를 가짐. 스트레스와 

격한 감정을 차분하게 해주고 균형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함. 연두색은 

휴식과 편안함, 신선함을 느끼게 함. 위안이나 피로 회복, 스트레스 

해소, 정신적 평화를 줌. 신경이 예민하고 조울증이 있는 학생, 현실

<표-14> 색의 심리적 기능(김선현, 2013: 36-40, 180-208)

색채 치료는 색채를 이용하여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색체

로서 치료 결과를 평가하는 요법이다(김선현, 2013: 121). 교실의 색채 구

성은 크게 벽면, 앞뒤 게시판, 칠판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교실과 그 반대의 분위기를 가지는 교실은 교실을 

이루는 색채의 구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학생들은 교실의 여러 가지 

색채를 통해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통해 따듯함과 차가움, 유쾌함과 불

쾌함 등의 정서를 느끼게 된다. 다음의 <표-14>는 각 색이 가지는 대표

적인 상징과 심리적 연상과 그에 따른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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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구력이 약한 학생, 정신이 산만하고 운동성이 강한 학생에게 

효과가 있음. 조화와 균형의 색으로 심장과 가슴, 감정의 균형을 잡아 

줌.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 불면증에 효과가 있음. 황록색은 겁이 많

고 억압은 받는 학생에게, 청록색은 진지함과 신뢰성, 언행일치가 필

요한 학생에게 좋음. 초록은 심신을 시원하게 하고 완화시키며 안정

시켜 감정의 안정, 올바른 판단, 양심의 고양과 연결됨. 그러나 과도

하면 의심과 지나친 조심, 무관심과 냉담함, 질투 등을 유발하기도 

함. 초록을 너무 가까이서 보면 기분 저하와 우울을 경험할 수 있음. 

신체적으로는 교감 신경계에 유익하게 작용하여 유해 물질을 없애 주

고, 긴장은 완화시켜 혈압을 낮춤.

파랑

차가운 느낌으로 진정 효과가 있음. 심신의 회복과 불면증 완화, 명료

성과 창조성 증가. 남색은 파랑보다 더 깊고 차가운 느낌을 줌. 두려

움을 해소키시고 진정제 역할을 함. 진정 효과와 신뢰감을 주는 색으

로 학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

움. 학생에게 성실, 아름다움, 재치, 평화, 믿음, 긴장 이완 등을 높이

기도 하지만, 감상적, 비현실성, 게으름, 의심의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음. 발표 전에 긴장을 한 학생, 두통이 있는 학생에게는 좋지

만 소심하고 느린 학생, 감기가 걸린 학생에게는 좋지 않음.

보라

품위 있는 고상함과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게 함, 쇼크나 두려움을 해

소하고 불안한 마음을 정화하며 정신적인 보호 기능을 함. 자주는 실

망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나른하게 함, 갈색은 감정에 대한 억압이

나 두려움을 완화시켜 줌.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인 학생, 감정 기복이 

심한 학생, 들떠 있는 학생, 자신의 감정과 신체에 대한 자부심이 없

는 학생에게 좋은 효과가 있음. 이 색은 뇌하수체 기능과 연결되어 

있어 호르몬의 활동을 정상화시키나 과도하면 건망증, 인내력 부족, 

경솔함, 무례함, 자만심이 유발될 수도 있음. 

하양

감정이나 사고를 정화시켜 주고 해방감을 줌. 회색은 독립성과 자기 

통제력이 강한 느낌을 전달 해주며 고독과 자기비판을 가져오기도 

함. 머리가 복잡하고 불안감이 있는 학생에게 도움이 됨. 내성적이고 

폐쇄적이며 고집을 부리는 학생에게도 효과가 있음.

검정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보호감, 신비감을 줌, 어둠과 강함의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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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가진 색. 학생에게 자기 내면을 통찰하게 하고 행동을 신중

하게 할 수도 있고, 기분을 우울하게 하고 행동을 느리게 만드는 부

정적인 기능도 갖고 있음.

갈색

수용적이고 수동적인 느낌을 주지만 땅을 상징. 지나친 청결의 강조

에 대한 반항을 가진 학생들이 즐겨 사용하는 색. 전반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색임.

교실의 물리적 정서 환경 구성에 색체 효과를 고려하라는 것은 교사

들에게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리와 효과를 알고 

있다면 학생의 정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색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이다. 교실 벽면의 색을 교사가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교실 

전체 벽면의 색이 학생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

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벽면의 색깔은 학교의 관리자에게 요구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 각 색채들이 가지는 정서적 효과를 기억하고 학급

의 환경 구성에 색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넷째, 동식물 기르기이다. 동물 기르기는 초등학교 실과를 통해 사육

의 방법과 실습을 해볼 기회를 갖기도 하며, 각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기

르기도 한다. 그러나 교실에서 ‘동물’이라는 생명체를 지속적으로 건

강하게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정서적인 측면의 

효과를 생각하여 시도하고자 한다면 ‘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서적 충격을 충분히 예견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

다. ‘식물 기르기’ 활동은 많은 교사들이 교실의 환경 미화와 학습 활

동을 위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정서 환경이다. 식물 기르기 

활동이 정서 안정과 정서 발달 그리고 정서 지능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

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김태수, 2003; 이귀옥, 정남용: 2008; 권영수: 2013). 

다섯째, 소음(소음 공해)이다. 소음은 원하지 않는 소리가 발생해 정

신적 육체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소리이다. 소음은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협동과 집중력의 저하를 일으켜 성실성, 대인관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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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유경열 외, 2010: 298). 교사들이 교실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조용히 하세요’일 것이다. 

생명력이 넘치고 호기심이 넘치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떠든다.’ 사실

은 아이들이 떠들어 시끄럽기 보다는 교실은 좁고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교사는 아이들의 소리, 옆 교실과 

복도의 소리, 창가 밖 도로의 소리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들과 관련된 소음은 학생들

에게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정서 환경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각 

교실의 상황에 맞는 소음 공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실의 물리적 정서 환경 중 핵심적인 것들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다루어진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리적 정서 환경들이 있을 것

이다. 예를 들면, 복도나 학교 전체의 색감이나 화단 또는 화장실의 상

태 등도 학생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중요한 것

은 교사가 정서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선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이다.

교실의 심리적 정서 환경에는 교사와 또래 친구들이 있다. 먼저 교사 

요인부터 살펴보자.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 교사 

요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교사 자신이 정서 환경

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가 학급의 정서 환경을 구축하

는 것이다.

교사가 자신을 좋은 정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

에 유의하고 노력해야 한다. 첫째, 교사는 학생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가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느끼게 해야 한다. 아

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는 열정을 다해 가르친다. 학생들에 대한 배려, 헌

신, 희망과 관련이 있는 열정은 유능한 교사의 특징이다. 열정적인 교사

는 자신과 학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열정적인 교사는 학생들의 말

을 귀담아 듣고, 쾌활하고 친근하며, 지속적으로 학생을 격려하여 학습

에 흥미를 갖도록 만든다(Day, 박은혜 외 역, 2007: 40-41). 열정적인 교

사의 특징은 [그림-10]과 같다. 



- 145 -

[그림-10] 열정적인 교사(Day, 박은혜 외 역, 2007: 55)

둘째, 교사는 정서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

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에게 부정적 정서가 그대

로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유 없이 성난 표정으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학생들에게 화와 신경질을 내는 교사에게 학생들은 정서적 상

처를 받게 된다. 교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안정되게 유지

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를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과 친근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학생들과 친근하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교사는 학생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된다. 정

서적 유대감은 학생의 정서를 교육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정서적 유

대감을 가졌다는 것은 학생이 교사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내적이고 사

적인 정서 상태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정서적 교류가 

이어지면 학생들은 교실을 안전한 곳으로 느끼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거나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서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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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정서 표현과 조절의 방법을 배운다.

넷째, 교사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 교사가 긍정적이면 교실의 분

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뀐다. 긍정적인 분위기의 교실에서 학생들은 정서

적 안정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놓인 학생

들은 친밀감, 행복감, 안락감, 만족감, 희망, 열정, 활기, 확신, 낙관적인 

정서를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 상태를 교실에서 체험하게 

되면 학생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학교에 빨리 가고 싶다는 표현을 자

주 하게 된다. 

다음은 교사가 학급 운영의 방법들을 정서적 차원에서 고려하여 교실

을 행복한 교실, 긍정적인 교실, 상호 배려하는 교실, 상호 존중하고 용

서하는 교실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경쟁적인 방식의 학급 운

영과 벌 중심의 학급 운영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웃으며 악수하

기’ 활동과 같을 것을 살펴보자. 이 활동은 수업이 종료되고 하교 시에 

교사와 학생이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악수를 하는 활동이다. 짧은 악수

를 하는 동안 따듯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간단한 말을 나눈다. ‘유민

아, 오늘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다민아, 오늘은 기분이 

좋은 모양이구나, 즐거운 일이 있구나?’, ‘효민아, 선생님이 2교시에 

화를 많이 내서 미안하구나. 용서해 주렴.’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학생은 정서적으로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교사의 사랑과 열정을 

전달받을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내 마음 표현하기>와 

같은 활동이 있다. 이것은 학생이 아침에 교실에 등교한 후 자신의 정서 

상태를 표시하는 그림을 골라 책상 위의 자기 이름 옆에 붙여 놓는 것이

다. 이를 통해 교사와 또래 친구가 자신의 정서 상태에 관심을 보이고 

배려해 주면 교실을 정서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부정

적 정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교사는 이와 같은 방법들과 함께 학

급의 정서 규칙을 만들어 함께 지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심리적 정서 환경으로서의 교사의 중요성과 역할을 살펴보

았다. 다음은 심리적 정서 환경으로서 또래 친구들에 대해 알아본다. 또

래 친구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서 환경이다. 특히 따듯한 미소와 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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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마음을 가진 또래 친구는 긍정적인 정서 환경이 되고, 친구들에 폭

력을 행사하며 괴롭히는 학생은 부정적 정서 환경이 된다. 

또래 친구들끼리 서로에게 좋은 정서 환경이 되기 위해서 교사는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정서 환경이 됨을 인지시켜야 한다. 자신의 행동과 정서 표현이 또래 친

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르치고 올바른 정서 표현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부정적 정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또래 친구

에게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교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좋은 

책을 함께 읽으며 공부를 해 나가고, 그런 친구를 통해 올바른 정서와 

생활 태도를 배우는 것(『論語』 卷12 「顏淵」: “曾子曰 君子 以文會
友 以友輔仁”)이 올바른 친구 사귀기의 한 방법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

다. 올바른 생활 태도와 바른 품성을 가진 친구를 가려 사귀는 것이 중

요하다(『四字小學』: “擇而交之 有所補益 不擇而交 反有害矣”)는 것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바른 친구를 사귀려는 분위기는 학생들의 정서적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셋째, 또래 친구들 간의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래 친구 

사이에서 만들어진 최악의 정서 환경은 바로 학교 폭력이다. 학교 폭력

이 발생하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을 넘어, 정서적 장애와 상처를 갖게 된다. 특히 지속적인 피해 경험은 

신체 발달과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외로움과 우울증 등의 정서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등교 

거부와 등교 공포, 학교 활동의 기피로 학교 적응에 장애를 겪게 된다

(송경희 외, 2012; 김현숙, 2013). 이는 현실적으로 도덕적 정서 형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교실이 학생들의 안정되고 행복한 심리적 정

서 환경이 되기 위해 학교 폭력 상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도덕교육적 과제이다. 

학교 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교사는 ‘사회성 측정 

기법(sociometric techniques)’을 사용할 수 있다. 사회성 측정 기법은 



- 148 -

한 학생이 또래 친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파

악하고 평가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여기서 또래 수용(peer 

acceptance)은 한 학생이 또래 집단으로부터 동료로 받아들여지는 정도

를 말한다. 또래 수용에는 크게 네 가지 범주가 있다. 인기 아동(popular 

children), 거부 아동(rejected  children), 논쟁적 아동(controversial  

children), 무시된 아동(neglected  children)이다. 초등학교 아동의 2/3가 

이 네 가지 범주에 속하며, 나머지 1/3은 평균적인 선호를 받은 평균 지

위 학생(average-status children)이다. 또래 수용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는

가 하는 것은 학생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범

주인 인기 아동 중 친사회적 인기 아동(popular prosocial children)은 친

절하고 다정다감하며 협동적이고 학문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반면 반사회적 인기 아동(popular antisocial children)은 난폭하고 

무례한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지만 또래에 비해 뛰어난 운동 능력과 세련

된 사회적 기술 등을 갖고 있어 멋진 친구라고 여겨진다. 또래의 존경이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점들을 가려 주어 이 학생들의 올바른 사회정서적 

발달의 걸림돌이 되며, 또래 집단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학생은 

결국 거부당하게 된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거부된 공격적 아동

(rejected aggressive children)은 공격적 행동, 과잉 행동, 충동적 행동으

로서 호전적이며 정서 조절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다. 이들은 항상 다

른 사람을 탓하며 또래들을 적대적으로 대한다. 학생들은 이들과 상호작

용하거나 같이 학습 활동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피하게 된다. 이와 반대

로 위축된 거부 아동(rejected withdrawn children)은 일반적으로 친구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고 위축된 정서 상태에서 학급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학업 성취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학생들은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높다. 논쟁적 아동(controversial  children)은 좋아

하는 아이가 많기도 하고 싫어하는 아이가 많기도 한 학생이다. 이들은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을 모두 보이기 때문에 또래들의 평가에 

일관성이 없다.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 또래 집단으로부터 축출되지 않지

만, 반면 부정적 행동을 통해 반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무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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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neglected  children)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학생들이다. 이들이 어

떤 또래 집단에 속하게 되면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다(Berk, 이옥경 외 

역, 2012: 436-438; Shaffer & Katherine, 송길연 외 역, 2012: 783-786). 

교사는 사회성 측정 기법을 통해 각 범주에 속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파

악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급의 학생들이 처한 또래 수용 분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또래 집단이 형성하는 심리적 정서 환경에 대한 대처할 수 

있다. 

2) 바람직한 정서 모델

(1) 모델링의 정서적 의미와 내용

사회 인지 학습 이론(social cognitive learning theory)에서는 행동과 

환경 그리고 개인적 요인들 모두가 상호의존적이며 상보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한 학생이 교실에서 정서 표현의 규칙(환경 요

인)을 교사에게 설명 듣고 나서, 교사의 칭찬을 듣기 위해(기대 요인) 규

칙에 맞는 정서 표현(행동 요인)을 하는 경우이다(Eggen & Kauchak, 신

종호 외 역, 2011: 271). 

교실에서 교사와 또래 친구는 다른 학생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

의 역할, 즉 모델링(modeling)을 하게 된다. 모델링이란 모델을 관찰한 

결과로 관찰자에게 일어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지칭하는 말

이다. 모델링의 종류에는 모델의 행동을 단순하게 모방하는 직접 모델

링, 간접적으로 책이나 매체를 통해 접하는 인물을 모방하는 상징적 모

델링, 자신이 관찰한 것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 내는 종합

적 모델링이 있다(Eggen & Kauchak, 신종호 외 역, 2011: 272-273). 학생

은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모델링을 통해 교사와 또래 친구들로

부터 무엇인가를 배운다. 교사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분위기를 그 반의 

학생들이 따라 하거나, 또래 친구들끼리 서로의 행동과 말투, 정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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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배우는 것도 모델링의 효과이다. 특히 이런 과정을 통해 각 교실

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독특한 정서

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반두라(A. Bandura)는 관찰 학습을 통해 효과적인 모델링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주의(attention), 파지(retention), 동작 재현(motor 

reproduction), 동기화(motivation) 등의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첫째,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모델의 행동에 대한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 유능한 모델의 행동을 보여주고, 각 행동의 부분들을 세분화

해 제시한다면 학생의 주의를 끌어낼 수 있다. 둘째, 모델링할 대상에게 

주의를 집중한 후에는 학생은 모델의 행동을 기억해야 한다. 학생들이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수행할 행동에 대한 단계적 설명과 같은 

언어적 코드와 시각적인 코드를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학생이 앞으

로 스스로 행동을 실행하고자 할 때 이러한 언어적 코드와 시각적 코드

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배워야 할 정보를 상징적인 형태로 부호화하

고 이를 이미 저장된 정보와 관련지을 때 파지를 증진할 수 있다. 셋째, 

학생이 관찰한 행동을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

찰하면서 동시에 따라 하는 연습은 모델의 행동을 동작의 형태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는 동기화이다. 학생은 자신이 배운 것을 실제로 

수행해 보고 싶어 한다. 교사는 모델의 행동을 통해 학생이 관찰하게 되

는 행동의 기능적 가치와 적절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은 기대감을 높여 동기 유발을 하게 된다(Ormrod, 김인규 외 역, 2012: 

187-191; Eggen & Kauchak, 신종호 외 역, 2011: 277-278). 

교실 안에서 모델링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은 모

델(교사나 또래 친구)의 수행을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 관찰하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행동을 관찰을 통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자신이 학습하지 않은 반응 모델이 나타

나면 관찰 학습을 통해 습득하고 나중에 동일한 행동을 재현하게 된다. 

둘째, 학생은 모델의 행동을 통해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규칙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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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한다. 올바른 정서 표현과 바르지 않은 정서 표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타인들의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아침에 교실에 들어오

는 교사를 향해 공손한 표정을 짓고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한 

학생이 인사했다면, 이를 관찰한 다른 학생은 다음날 같은 행동을 시도

해 볼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의 인사에 따듯한 미소를 띠며 반갑게 

응대하지 않았다면, 이 모습을 관찰한 학생은 다음날 인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모델의 행위가 벌을 받거나 보상을 받으면 학생이 이미 학습한 

행동은 강화되거나 약화된다. 학생은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관찰하면서 

자신이 학습한 행동에 대한 억제를 강화 또는 약화시킬 수 있다. 억제

(inhibition)는 모델들의 행동의 결과로 벌이 주어졌을 때, 이를 본 관찰자

가 그런 행동을 그만두도록 하고 예방하는 효과이며, 탈억제

(disinhibition)는 모델이 금지된 행동을 수행했지만 벌이나 금지의 조취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관찰자로 하여금 동일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

는 효과이다. 또래 친구들의 정서 표현이 보상을 받을 경우 따라 하게 

되며, 벌을 받을 경우 동일한 반응을 축소하거나 하지 않게 된다. 교실

에서 교사에게 무례하게 정서 표현을 하는 학생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

하지 않으면 관찰자는 이러한 행동을 학습하여 따라 하게 될 수 있다. 

코닌(J. S. Kounin)과 검프(P. V. Gump)(1958)는 이러한 현상을 ‘파급효

과(ripple effect)’라고 불렀다(Kounin & Gump, 1958). 긍정적이든 부정

적이든 한 두 명의 학생이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교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교실 안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서 있는 학생

의 정서 표현은 또래 친구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모델 중

에서도 특히 더 효과적인 모델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지

각된 유사성’, ‘지각된 능력’, ‘지각된 지위’ 와 관련이 있다. 학생

은 자신과 비슷한 모델의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모델이 능

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경우 모방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자신

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 교사도 교실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생들보다 뛰어나거나 압도적인 상황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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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위를 갖고 영향력 있는 교사의 행동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

찰되고 거기서 보이는 교사의 정서 표현은 학생에게 지속적인 모델링을 

강화한다. 

넷째, 자신과 유사한 정서 표현이나 정서적 행동을 하는 또래 친구를 

관찰하게 된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또래 친구나 교

사의 정서 표출을 관찰한 학생은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정서를 강하

게 표현하면 학생들은 그 경험에 대해 교사가 느낀 정서를 같이 공유하

게 된다. 

다섯째, 모델의 행동이 강한 정서적 표현을 동반할 때 관찰자에게 정

서적 각성을 일으켜 더 많은 모방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모

델링은 학생들에게 행위의 교사, 억제자, 촉진자, 각성자로서 작용하여, 

학생들의 행동적 변화, 인지적 변화, 정서적 변화를 일으킨다(송석재, 

2003: 72-74; Eggen & Kauchak, 신종호 외 역, 2011: 276-279; Hyson, 정

미라 외 역, 2002: 192-193; Ormrod, 김인규 외 역, 2012: 180-181). 

정서 모델링의 과정에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특정한 행동에 대한 강화와 억제가 예견될 때 관찰자는 자신의 행동을 

더 잘 변화시킨다. 따라서 교사는 어떤 행동을 강화할 것인지 학생들에

게 미리 설명해 주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정서의 표현 방식,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

서의 모범적인 표현 방식 등에 관해 교사가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행동으

로 보일 때 모델링은 효과가 더 높아진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정서 

표현의 도덕적 기준과 모범을 모델로 삼아 정서 행동을 하고 교사로부터 

강화를 받게 될 때, 도덕적 정서 모델링을 받게 되는 것이다(Eggen & 

Kauchak, 신종호 외 역, 2011: 271). 

둘째, 도덕적 정서 모델링은 직접적 방식과 간접적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교사는 정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학생들에게 직접

적으로 정서 표현과 정서 조절의 모범적 행동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이때 교사가 보이는 시범적 언어 표현, 얼굴 표정, 몸짓 등은 올바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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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교사는 교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

의 정서적 행동을 의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도덕

적 정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울고 있는 학생에게 

다가가 교사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며, 공감하

는 얼굴 표정과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를 관찰하는 학생들은 관찰 학

습을 통해 정서 모델링을 하게 된다(Matthews, Mzeidner & Roberts, 문

용린 외 역, 2010: 491).  

셋째, 교사는 정서 모델링이 활발히 일어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야 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교실의 심리적 정서 환경 구축에서 교사의 

역할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교실은 특수한 환경이다.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수업과 물리적 교실 환경으로 구성된 곳이 교실이다. 교실은 지

도적인 위치와 권위와 힘을 가진 성인 1명(교사)과 같은 나이의 또래 친

구 수십 명이 모여 있는 특수한 정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사회의 

조직이 연령대와 사회적 위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자발적 목적 

조직이라면, 교실은 연령대가 같은 그러나 비자발적인 조직이다. 교실에

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또래 친구들이 정서적 영향력을 갖고 정서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교사라는 살아있는 정서 모델과 교실이라는 좁

고 폐쇄된 물리적 교실 환경이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계속적

으로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정서적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교실이다. 교

사는 이러한 환경적 여건을 도덕적 정서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의 목적이 자기실현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학생의 육성이라면 

교사는 교실이라는 특수 환경 조건에서 학생의 정서적 능력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모델

링이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도덕적 정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

사를 좋아할 때에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특별한 무

언가가 있다는 의미이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어휘, 목소리, 표

정에는 교사의 감정이 들어 있다. 이러한 정서 요소들은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정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교사가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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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되는 것이다. 교사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그들이 언제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고, 정서에 명칭을 매기고, 

타인의 정서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모델링을 하게 된

다. 특별히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거나 대처하기 힘든 정서 상황에서 

교사의 정서 행동을 참조하게 된다. 이것이 정서적으로 새로운 상황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서 대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모델(교사)을 보

게 되는 ‘사회적 참조(social referencing)’현상이다(Hyson, 정미라 외 

역, 2002: 194-195).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 표현 양식에 차

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Hyson, 정미라 외 역, 2002: 114-115). 따라서 교

사는 자신이 정서 모델임을 자각하고 어떤 모델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2) 바람직한 정서 모델 설정 방법

앞에서 살펴본 정서 모델링을 교실의 정서 학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이 필요하다. 첫째, 교사가 학생들에게 좋은 정서적 모

델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올바른 정서적 행동을 직접 해보고 

인지적 모델링을 사용하여 전략을 공유하게 해야 한다. 셋째, 학습 효과

를 위해 모델링의 효과와 과정을 교실의 수업과 생활에 도입해야 한다, 

넷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외부 모델을 소개해야 한다(Eggen 

& Kauchak, 신종호 외 역, 2011: 281). 이를 [그림-11]과 같이 크게 교사 

모델링, 또래 친구 모델링, 규칙 모델링, 위인 모델링의 4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서 정서 모델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교사 모델링’은 교사가 학생의 모범적인 정서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사가 보이는 정서와 관련된 언어, 표정, 몸짓, 행동은 학교 급

과 학년이 내려갈수록 학생들에게 더 쉽게 학습된다. 학생의 일생을 통

해 교사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드물다. 훌륭한 교사는 열정이 있

고, 공정하며, 따듯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개인차를 잘 이

해해야 한다(정옥분, 2008: 447-448).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에게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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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정서 모델링 영역 

으로 자신의 지적인 가르침을 주는 

전달자이지만 동시에 삶의 도덕적 가

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표본이며 

본받고자 하는 모델이 된다. 훌륭한 

교사는 그 자체로 학생들의 도덕적 

동기이며 또한 도덕적 위인이 된다. 

모든 교사가 이러한 수준에 있을 수

는 없겠지만, 모든 교사는 이러한 수

준을 지향해야 한다. 교사가 정서적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교실의 하루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가 학생을 만나고 헤어지기까지 함께 하는 동안 항상 모범적 

정서 모델의 모습만 보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교사 모델링’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정서 모델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교사는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점

검해야 한다. 교사는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사적인 개인이 아니며 학생

들의 정서 모델이 된다. 교사는 적절한 정서 행동을 보여주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사적인 영

역에서 발생한 부정적 감정 상태를 교실로 갖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 상태에서는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다.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적 영역에 착수할 때 집중을 하며 마음을 정

리하는 것처럼, 교사도 교실에 들어서기 직전 ‘모범적 정서 모델’로서 

스스로를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개인적으로 

명상과 같은 정서적 훈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는 학생들이 건네 오는 정서적 상호작용에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정서와는 거리가 먼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다. ‘선생님,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 질문 자체

는 지식에 관한 것이지만, 질문은 하는 학생은 다양한 정서 상태에서 질

문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정서 지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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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시점이다. 부끄러움의 정서를 용기라는 정서로 겨우 극복하고 질문

을 한 학생에게 ‘그렇게 쉬운 것도 몰라?’라고 교사가 대답한다면, 학

생은 정서적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반가운 표정으로 학생을 바라보고 

중요한 질문을 했다는 언어적 칭찬을 해주며 대답을 해 준다면 학생이 

받는 정서적 강화와 또래 친구들이 얻게 되는 모델링의 효과는 커질 것

이다. 이와 반대로 학생의 발언 자체가 극도로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

다. 한 여학생이 울면서 ‘철수가 때렸어요.’라고 말할 때, 교사가 여학

생의 정서를 진정시키며 보이는 타인 정서 조절 능력도 역시 다른 또래 

친구들과 당사자 학생에게 정서 모델링을 하게 된다. 교사는 각 학생들

의 정서적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이것은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사의 정서적 전문성의 분야이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서 표현을 통해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를 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수많

은 정서적 표출을 시도한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이나 반복된 잘못

을 저지르는 학생에게는 혼을 내며 화를 내기도 하고, 착하고 올바른 행

동을 한 학생에게는 웃으며 칭찬을 해 준다. 이처럼 교사는 자신의 정서 

표현을 통해 학생에게 강화와 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엄격한 표정, 따듯한 미소, 화난 얼굴, 웃는 얼굴 등을 학

생에게 적절하게 보여줌으로써 적절한 모델링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교사는 학생의 정서를 공감해 주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학

생의 정서를 전적으로 받아 주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해 해주고 안전한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이

끌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운동장에 나가 축구를 하며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함께 화를 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서 상태를 언어로 표현하고 설

명할 필요가 있다. ‘철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선생님이 많이 실망했

다.’,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 숨을 천천히 쉬면서 

가라앉히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픈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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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기쁘고 행복하다.’ 이와 같은 교사의 설명은 학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게 만든다. 

‘또래 모델링’은 또래들끼리 서로 모범적인 정서 모델의 역할을 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첫

째, 또래들 중에 정서적으로 좋은 환경이 되는 아이와 정서적 위협이 되

는 아이를 구별하여 교육적 접근을 통해 정서적 위협이 되는 아이를 좋

은 정서적 조건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또래들 중에서 좋은 정서 

상태를 가진 아이와 특정한 상황에서 모범적인 정서 행동을 한 학생을 

찾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래들이 할 수 있는 모범적 정서 행

동을 학생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실천한다(Eggen & Kauchak, 신종

호 외 역, 2011: 283).  

‘규칙 모델링’은 모범적인 정서 관련 규칙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첫째, 정서와 관련된 규칙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따르게 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래 친구들

끼리 일반적 상황과 특정한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통된 

코드가 설정되고 나면, 타인의 정서 표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

서 표현에 있어서도 어렵게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표-15>와 같은 학급 규칙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교사는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각 학급 규칙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실제로 시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둘째, 구용(九容)이나 구사(九思)와 같은 것을 제시 할 수도 

있다. 셋째, 학급 회의를 통해 학급 내의 문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정서

적 문제를 파악하고 또래 친구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 정서 규칙을 제

정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정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학생들의 정서 분

위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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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규칙>

1. 아침에 교실에 들어오면 친구들과 반갑게 웃으며   

‘즐거운 아침’하고 인사를 한다.

2. 친구에게 화가 났을 때에는 ‘나 지금 기분이 많이 나

빠.’하고 표현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3. 친구에게 미안한 행동을 한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미안해’라고 말한다.

4. 서로 싸웠을 때에는 잠시 시간을 갖고 반성한 후 사과

의 편지를 주고받는다.

5.〔………………………〕

<표-15> 학급 규칙(예시) 

‘위인 모델링’은 역사적 위인이나 사회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을 

학생들에게 정서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다음과 같

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 위인을 정서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다. 정서와 관련된 위인들의 행동이나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자 선생님은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될 때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단다. 용기란 도덕

적이지 못한 행동을 봤을 때 필요한 거란다’(『論語』 卷2 「為政」: 

“見義不為無勇也”)라고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본받

을 만한 사람의 정서적 모범 행동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Ⅱ장

에서 살펴보았던, ‘유관순’이나 ‘이수현’의 일화를 이야기하며 그때 

그들이 느꼈을 정서와 훌륭한 행동들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학

생들에게 정서적 모델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살

펴본 모델링의 대상들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즉, 교사는 아동들

에게 정서적 모범이 되어야 하며 또래 친구들은 서로에게 좋은 정서 모

델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올바른 정서 행동을 배울 수 

있는 학습과 규칙을 제정하고, 정서적으로 위대한 행동을 보인 인물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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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적 유능성

(1) 정서적 유능성의 의미와 내용

정서적 유능성(emotional competence)은 정서가 개입된 상황에서 또는 

어떤 상황에 정서를 개입시켜 적응과 개선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이다. 정서적 유능성은 정서 지능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

는 것과 관련된 능력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정서적 유능성은 자기 차원, 타인 차원, 집단 차원, 전체 차원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자기 차원에서는 자기 정서 인식, 자기 정서 이

해, 자기 정서 표현, 자기 정서 조절, 자기 정서 동기화, 자기 정서 유희

(遊戱)로 나누고, 타인 차원에서는 타인 정서 인식, 타인 정서 이해, 타인 

정서 조절, 타인 정서 공감으로 나누고, 집단 차원에서는 집단 정서 인

식, 집단 정서 이해, 집단 정서 동조로 나누고, 전체 차원에서는 정서 조

율로 나누고자 한다. 이를 구조화 해보면 [그림-12]와 같다.

[그림-12] 정서적 유능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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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원의 정서적 유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자기 정서 인

식’은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정서 상태에 있

는지를 알고, 정서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다. 고통 또는 기쁨의 감정 상태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그 순간 

자신의 기분과 그 기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 모두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자기 정서 인식 능력은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정서를 조

절하는 능력을 위한 기초가 된다. 정서 상태는 대부분 복합적인 상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중 정서를 인식하는 것도 포함하는 능력이다. 이

것은 사랑과 증오가 동시에 존재하는 감정이나 공포와 놀람이 연합된 경

외와 같은 혼합된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또한 발생한 감정(feeling)

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능력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갈등하는 정서들을 인식하고 자

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예를 들어 죄의식과 같은 정서를 인

식하는 것은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경고나 철회의 출발점이 된다(정명화 

외, 2005: 27-30; Salovey & Mayer, 1997; Goleman, 1995; Santrock, 곽금

주 외 역, 2007: 353; Saarni, 1999: 3-9, 79-105). 자기 정서 인식 능력은 

정서적 유능성을 구성하는 다른 능력들의 가장 필수적인 바탕이 되는 능

력이다. 정서를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분노의 정서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살피지 못하고, 엉뚱한 대상에게 분노의 

정서를 표출하게 된다. 정서 인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자기 성찰이 가

능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 있다. 

둘째, ‘자기 정서 이해’는 자신이 인식한 정서가 유발된 이유와 정

서가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아는 능력이다. 정서가 발생한 상황을 이해하

고, 정서의 강도를 파악하고 지속 기간을 예측하며 정서에 수반되는 신

체 상태나 느낌 등에 대해 알고 정서를 규명하는 능력이다. 이는 또한 

자신의 정서를 자신이 의식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

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바

탕이 되는 능력으로 정서 조율의 기반이 된다. 정서에 명칭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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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서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도 이것에 포함된다(Salovey & 

Mayer, 1997; Goleman, 1995; Santrock, 곽금주 외 역, 2007: 353; Saarni, 

1999: 3-9). 자신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 

상태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정서는 금방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신체적 작동 과정에 의해 발생한 정서는 일정 시간 지속되는 데, 이

때 자신의 정서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자신의 정서를 설명하

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자신

이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지 않으니 30분 후에 대화를 

시작하자 같은 설명은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술이다.

셋째, ‘자기 정서 표현’은 자신의 정서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고려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용

어, 얼굴 표정, 몸짓 등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다. 또한 관계에

서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사회

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정서 표현의 문

화적 차이를 알고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솔직한 정서 표현과 

솔직하지 않은 정서 표현을 구별할 수 있고, 타인이 정서 표현 뒤에 갖

고 있는 숨겨진 생각이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정명화 외, 

2005: 27-30; Salovey & Mayer, 1997; Goleman, 1995; Santrock, 곽금주 

외 역, 2007: 353; Saarni, 1999: 3-9, 131-161). 예절은 사회가 전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정서 표현 양식이다. 상황에 적절한 예절은 올바른 정서 

표현 능력의 한 부분이다.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펴보

면 인간 삶에 필요한 예절을 중요한 도덕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또한 공자도 『논어』에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論語』 卷12 「顏淵」: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고 하며 적합한 예절을 

통해 생각과 마음이 표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자기 정서를 예절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행동에서 적합한 방식을 알고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자기 정서 조절’은 정서 인식과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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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감정을 균형 있게 다루는 정서 관리 능력이다. 정서 통제가 정서 

과정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정서 조절은 필요에 따라 억제를 통해 조절

하기도 하고 발산하거나 표현해서 정서를 다스리는 것을 함께 포함한다

(이지영, 2012: 65). 정서 조절과 같은 정서 관리 능력은 모든 감정을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

고 적절한 비율 속에서 행복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자신이 극단적이거나 

병적인 감정 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아차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극

도의 분노가 폭발한 순간에 상황을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려 분노의 연쇄를 중단시키는 등의 분노 조절의 

노력을 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서적 상태의 강도와 지속 시간

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절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에 

적합하게 대처하는 것과 긴장이나 그러한 감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완

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불쾌하거나 걱정되는 감정을 극복해 내

는 것을 포함한다. 정서 조절 능력은 삶의 많은 것들을 좌우하게 된다.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 상황은 모두 정서의 과부족과 관련된 상황

이 대부분이며 이때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Salovey & Mayer, 1997; Goleman, 1995; Santrock, 곽금주 외 역, 2007: 

353; Saarni, 1999: 3-9). 

정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부정적 정서의 과도한 표

출이나 정서 조절의 실패로 인한 극단적 행동이다. 정서의 과도한 또는 

극단적 표출은 타인에 대한 끔찍한 범죄에서부터 자기 파괴에 이르기까

지 수많은 문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서 조절력을 기르는 것은 항상 개

인의 인격적 성숙과 교육에 있어 핵심적 목표가 되어 왔다. 공자는 제자

들 중에 누가 가장 배우기를 좋아하는가 하는 질문에 안회를 거론하며 

이렇게 평한다. “안회가 배우기를 좋아 하는 데, 자신의 노여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고 한번 잘못한 것을 다시 하지 않았다”(『論語』 

卷6 「雍也」: “哀公問 弟子孰為好學 孔子對曰 有顏回者好學 不遷怒 不
貳過”). 노여움, 즉 분노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들 중에서 타인에게 전

달될 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정서이다. 그런데 분노를 가진 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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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긴다. 그런 행위를 우

리는 ‘화풀이’,‘분풀이’라고 불러왔다. 타인을 향해 공격적이고 파

괴적으로 풀어내고 싶은 분노를 자기 속에서 삭이고 조절하는 능력을 공

자는 안회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안회는 불천노의 배움을 

실천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공자는 노여움을 대표로 하여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부정적 정서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정서를 조절한

다는 것이 정서를 억제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서의 강도를 상대와 상황에 맞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정서 조절 능

력이다. 

다섯째, ‘자기 정서 동기화(動機化)’는 정서를 동기의 힘으로 활용

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정서의 힘을 이용하여 목표 지향 적

인 행동을 하도록 정서를 조절하여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다. 불안, 우울, 화와 같은 부정적 정서들은 ‘작업 기억(working 

memory)8)’을 방해해 목표 달성과 성취를 방해한다. 그러나 충동 통제

와 만족 지연, 기분을 조절해 사고를 활성화하고 긍정적 정서와 몰입 등

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정서적 특질들은 정서 지능의 동기부여 능

력이다. 정서는 사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

에 사고를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느낌과 관련된 판단이나 기억

을 돕기 위해 정서를 생성하기도 한다. 이렇게 문제 해결과 창의성을 촉

진하기 위해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이 정서 동기화 능력이다. 특히 정서

는 행동을 촉진해 종들이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필요한 적응반응을 돕는 

것으로서의 특정한 행동적 반응을 유발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불안과 공포는 위험으로부터 도피하려는 행동을 유발하고, 분노와 

혐오는 공격자에 대응하여 물리치려는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며, 사랑과 

8)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은 단기 기억(short term memory)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기

억이 수동적인 저장고가 아니며 역동적인 과정임을 강조한다. 작업 기억은 새로운 경

험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기 위해 거쳐 가야 할 1차적 작업대이다. 여기서 소요되는 시

간은 평균 3~5초이며 길어야 30초이다. 작업 기억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으며, 자극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지 못하면 새로운 자극에 의해 망각된다(이정모, 2012: 

4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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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은 배우자나 동료에 대한 애착과 보호 행동을 촉진한다. 정서는 도

움이 되는 자극을 추구하고 해로운 자극을 멀리하는 행동과 같이 우리에

게 이로운 특정 목표를 향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유지한다. 정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하는 사건을 고려하여 행동하도록 우리를 각성시키

는 동기적 기능을 한다(정명화 외, 2005: 27-30; Salovey & Mayer, 1997; 

Goleman, 1995; Santrock, 곽금주 외 역, 2007: 353; Saarni, 1999: 3-9). 

여섯째, ‘자기 정서 유희(遊戱)’는 정서 상태를 자신에게 도움이 되

도록 이용하며 즐기고 승화시키는 능력이다. 자기 정서 동기화 능력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서의 힘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면, 자기 정서 유희 능력은 정서 그 자체를 즐기는 능력이다. 특정한 정

서 상태를 의도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생활의 활력과 스트레스 해소를 목

적으로 하는 행동도 이것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좋은 경치를 찾아가서 바라보며 특정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은 정서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불러내고 사용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자신이 느끼고 싶은 방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서를 활

용하는 능력이다. 정서의 유익성이나 실용성에 따라 정서를 불러일으키

기도 하고 또 다른 정서를 통해 정서를 바꾸거나 다스리는 능력도 포함

된다. 또 공자가 말한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좋아한

다는 것은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다”(『論語』 卷6 「雍也」: “子曰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라는 구절에서 즐기는 능력을 가

진 사람이 바로 자기 정서 유희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여기

서 자기 정서 유희 능력은 반드시 자기 정서 인식의 단계로부터 출발해 

도달해야 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정서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

하고 감정에 취해 그것을 그대로 즐기고자 한다면, 이는 올바른 자기 정

서 유희 능력이 아니다. 아는 것(知之者)과 좋아하는 것(好之者) 그리고 

즐기는 것(樂之者)은 층차가 다르나 모두 중요한 것이며, 제대로 알기 위

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야 바르게 즐기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정

서가 본질적으로 신체의 호르몬의 작용이며 호르몬의 작용은 인체의 정

서 관련 기관과 연결되어 작동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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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긍정하고 즐길 수 있지 못하면 신체적 병이 유발되게 된다. 어떤 

물건이나 지식이나 대상은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 

다. 

타인 차원의 정서적 유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타인 정서 인

식’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 정

서의 인식이 자신에게 발생한 정서가 일으킨 신체적 현상이나 느낌을 통

해 처음으로 인지되는 것이라면, 타인의 정서는 타인이 나타내는 목소리

의 톤이나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통해 알 수 있

다. 따라서 타인 정서 인식 능력은 이러한 타인의 정서적 표현과 관련된 

신호를 통해 타인의 정서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Salovey & 

Mayer, 1997; Goleman, 1995; Santrock, 곽금주 외 역, 2007: 353; Saarni, 

1999: 3-9, 106-130). 특히 한국적 문화는 서구에 비해 직접적으로 정서 

표현을 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문

화를 갖고 있다(최상진, 2002). 따라서 우리 사회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 사회이다. 

둘째, ‘타인 정서 이해’는 정서적 자기 인식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대인 관계 능력 중의 하나인 감정이입과 관련된 능력이다. 타인의 비언

어적 정서 표현을 해독하는 능력이며,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느끼는 능력이다. 사람들은 말보다는 어조, 몸짓, 표정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이것에 담긴 정서를 인식하는 것이 타인 정서 

이해 능력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표현의 능력이 높을수록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기술이 뛰어나게 된다. 

자신의 정서를 기반으로 하여 타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의 정

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Salovey 

& Mayer, 1997; Goleman, 1995; Santrock, 곽금주 외 역, 2007: 353; 

Saarni, 1999: 3-9, 106-130). 

셋째, ‘타인 정서 조절’은 타인의 정서를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유

도하여 전환시키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이다. 또한 자신의 

정서 표현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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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정서 반응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다. 사회적 

수준에서 정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며 

비언어적 의사 전달 체계의 일부를 구상한다. 즉, 정서는 긍정적인 사회

적 연결 수단으로서 타인과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부정적인 사회적 반발 

수단으로서 타인과 떨어져 있게 한다. 따라서 타인의 정서를 적절히 조

절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능력이

다(정명화 외, 2005: 27-30; Salovey & Mayer, 1997; Goleman, 1995; 

Santrock, 곽금주 외 역, 2007: 353; Saarni, 1999: 3-9). 

넷째, ‘타인 정서 공감’은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능력이며, 타인 

정서 이해 능력의 바탕이 되는 능력이다. 친근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솔직하고 진실하며 대등하게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이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의 요구나 필요를 그들의 

미묘한 신호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다. 감정이입의 초기적 능력은 타고나

는 것으로 보이며 양육의 과정에서 양육자와 아이 간의 수없이 반복되는 

정서적 소통의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Saarni, 1999: 162-186). 

집단 차원의 정서적 유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정서의 문제는 개인 그

리고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집단 정서는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서로서 한 개인이 어떤 집단을 

이해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정서를 집단의 정서에 동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

이란 곧 작은 사회이며, 한 개인은 항상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존

재하게 된다. 따라서 집단 정서에 대한 정서적 유능성은 개인의 사회적 

유능성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건이다. 특히 동양인들에게 있어 정서적 만

족감은 집단 성원들의 기대와 같은 집단 정서에 부응하여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Nisbett, 최인철 역, 2007: 54), 집단 정

서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동조하는 능력은 정서적 유능성의 중요한 부분

이다.

 첫째, ‘집단 정서 인식’은 집단의 정서 문화적 특징을 알고 특정

한 집단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개인이 속하게 되는 집단은 독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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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속적인 정서 상태 또는 특정한 사건에 의해 단기적으로 형성된 정

서 상태를 갖게 된다. 개인이 이를 빨리 인식하지 못할 때 집단에 받아

들여지기 어렵고 또한  집단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집단 정서 이해’는 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정서의 이유를 파

악하는 능력이다. 집단이 가진 특정한 정서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은 집단의 정서에 동조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집단 대부분이 동조하는 것이라도 그 이유가 합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집단 정서 이해 능력은 이러

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집단 정서 동조’는 집단의 정서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집

단의 정서를 인식하고 그 이유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은 집단의 구성원

으로서 집단이 형성한 정서와 같은 정서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정서적으로 동조하지 못하면 집단과 함께 있더라도 내적으로는 고립되게 

되고, 결국에 행복하고 원만한 집단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집단의 정서와 동조하는 것에 있어서 공자와 자공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자는 “군자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지만 동류

로서 휩쓸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사람들과 동류로서 휩쓸리기만 

할 뿐 오히려 조화를 이루지는 못한다”(『論語』 卷13 「子路」 :“子
曰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고 했다. 바른 생각과 판단을 통한 조

화는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서적 동조의 위험성을 지적한 말이다. 

또한 공자는 향인 전부가 한 사람을 다 좋아하는 것과 향인 모두가 그를 

싫어하는 것 모두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동조

하는 것과 정서적으로 완전히 거부되는 것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공자는 집단의 구성원 중에서 선한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선하지 못한 사람이 그를 싫어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상태임을 말한다

(『論語』 卷13 「子路」: “子貢問曰 鄉人皆好之 何如 子曰 未可也 鄉
人皆惡之 何如 子曰 未可也 不如鄉人之善者好之 其不善者惡之”). 집단 

정서에 동조하는 능력은 반드시 올바른 도덕적 판단에 기반을 두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집단 정서 동조 능력은 집단 정서에 대한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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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동반할 때 올바른 정서적 유능성을 발휘 할 수 있다. 

전체적 차원에서 정서 조율 능력은 부정적 정서는 완화시키고 긍정적 

정서는 강화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정서의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다. 정

서 조율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동시에 다루며 그 상황에 맞는 가

장 적합한 정서 상태를 찾아가는 인간관계 영위의 핵심적 기술이다. 다

른 사람의 정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관리와 감정이입의 정서 

능력이 성숙해야 한다.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도 정서 조율 능력이 없으

면 인간관계에 실패하게 된다. 훌륭한 사회적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자

신이 속한 문화의 정서 표출 규칙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한다. 잘못되거나 

어설픈 정서 표출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곤란함과 분쟁을 일으킨다. 예

를 들어 사회적 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화가 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일단 그의 주위를 화를 나게 한 것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과 관점에 감정이입을 하고 정서적 조율을 한 다

음에 대안을 제시하여 좀 더 긍정적인 상태로 이끈다. 이러한 사회적 기

술 능력에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이끌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룹 조직 

능력, 갈등을 방지하고 발생한 갈등을 중재·조정·협상·화해시키는 해

결 중재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을 금방 파악하고 사람들과 쉽게 교류하

며 감정이입과 관계를 잘 맺는 개인적 관계 맺기 능력, 다른 사람의 감

정과 동기, 관심에 대한 통찰과 탐색이 뛰어나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사회적 분석 능력이다. 이러한 대인관계 능력들은 앞에서 살펴본 정서 

능력 바탕으로 한다(Salovey & Mayer, 1997; Goleman, 1995; Santrock, 

곽금주 외 역, 2007: 353). 

지금까지 정서적 유능성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이 갖는 

도덕적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정서적 

유능성을 함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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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적 유능성 함양 방법

정서적 유능성을 함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

다. 하나는 개별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적 접근이다. 개별적 접근

은 앞 절에서 살펴본 정서적 유능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각각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고, 종합적 접근은 정서 지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개별적 접근 방법은 특정

한 연령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유능성을 함양하거나 또는 특정한 

정서적 유능성에 있어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단기간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접근 방법이며, 종합적 접근 방법은 학급이나 학교 차원에서 교

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정서 교육의 목표를 갖고 추구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다. 개별적 접근을 통해 정서적 유능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적 차원의 정서 능력 중심으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전체적 차

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정서 능력이 함양되지 않고

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자기 차원의 정서적 유능성 함양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자기 

정서 인식 능력 함양 방법은 학생의 인지 발달, 정서 발달과 밀접한 관

계를 갖는다. 정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서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서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한다

(Goleman, 1995: 46-48).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정서에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그러나 Ⅱ장 1절에서 살펴본 정서 분류의 기본이 되는 기본 정서

에 해당하는 정서 단어부터 시작하여, 복합 정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서 단어의 학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끼던 장난감이 고장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슬픔이야’이라고 명명하거나,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 받고 즐거워하면서 ‘이건 기쁨이야’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그러

나 학생의 연령과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또는 개인적인 정서적 경험의 

차이에 따라 느낄 수 있는 정서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엾고 불쌍한 대상에 대해 느끼는 ‘애처로움’과 같은 정서는 연령이 

어린 학생들이 체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정서를 관찰하게 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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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명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서 단어

를 풍부하게 공부하는 것은 추후에 발생하여 경험할 정서에 대한 인식틀

을 미리 배우는 기회가 된다. 책이나 영화의 주인공에 대한 정서적 몰입

이나, 교사나 부모의 정서 경험에 대한 이야기 등을 통해 아동의 정서 

인식 능력이 확장될 수 있다.  자기 정서 인식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기질

과 성격 등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게 특정한 

정서가 쉽게 나타난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정서가 발생하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성격 검사나 기질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서적 특성을 미리 알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자기 정서 이해 능력 함양 방법은 자신에게 일어난 정서의 원

인과 현재의 자기 상태에 대해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Bradberry & Greaves, 김규태 역, 2011: 37). 정서는 항상 어

떤 목적을 갖고 발생되기 때문에 이 목적의 대상을 찾고 그 이유를 탐색 

해보면 자신에게 발생한 정서를 이해하기 쉬워진다. 자신의 정서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정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정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감정의 격동 속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정서를 들여다보는 

‘자기관찰’이 필요하다(Goleman, 1995: 47). 자기 관찰을 위해서는 정

서 안정과 주위 집중력이 필요하며 이에 ‘명상’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

다(김유미, 김지연, 2007). 

셋째, 자기 정서 표현 능력 함양 방법은 자기 정서 인식 능력과 자기 

정서 이해 능력의 성장에 기반 한다(장정주, 2012). 자기 정서 능력 함양

을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서 자각에 기초한 정서 표현 

훈련 프로그램(장정주, 2012)’, ‘놀이 중심 자기표현 훈련(홍종숙, 

2005)’ 등이 있다. 이 중 학급에서 정서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장정주(2012)의 정서 표현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정서 표현 2’ 활동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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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표현 2>

1. 현재 자신의 마음에 감지되는 정서를 정서 단어로만 표현하게 

한다. 예를 들어 ‘슬픕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라는 정서 단어만 표현하도록 한다(이때 ‘정서 단어 목록

지’가 제공된다).

2. 정서 단어 표현하기 반복 후, 자신이 느끼는 정서에 대한 이유

와 설명을 하면서 정서 표현을 한다. 예를 들면, ‘감정을 집

어내기가 힘들어 속상합니다’, ‘감정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

다’로 표현하도록 한다(반복 훈련).

3. 정서에 대해 정서 발생 시간과 지속 기간 및 강도를 포함하여 

정서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지

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지난 주 이후로 

(정서 발생 시간과 지속 기간)’,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당혹스러웠어요(정서 강도)’ 등으로 

표현한다(반복 훈련).

4. 구성원 간 자유롭게 위의 기술들을 종합하여 현재 자신이 느

끼는 정서와 유사 정서와 관련되어 느낀 정서를 표현한다.

5. 활동이 끝나면 지금-현재 느껴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

도록 한다.

이상의 활동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에 중점을 둔 활동이다. 그러나 정서 표현의 문제는 항상 그 대상을 고

려해야 한다. 대상을 고려한다는 것은 자신과 대상의 사회적, 정서적 관

계를 고려하여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다. 이는 문화적인 정서 표현 양

식과도 관련이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 표현, 친구 간의 정서 표현,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 표현, 어른과 아이 사이의 정서 표현 등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한 정서 표현 능력 향상 방법이 된다. 

셋째, 자기 정서 조절 능력 함양 방법은 자기 정서 인식과 자기 정서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하며 자기 정서 표현 능력의 기반이 되는 능력이

다. 학생들의 정서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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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열까지 세기,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심호흡하기. 감정 목록

과 이성 목록 만들기9) 등이 있다.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는 이지영

(2012)이 제안한 ‘효과적인 정서 조절 4단계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

다. 이것은 Ⅰ단계(알아차리기), Ⅱ단계(주의 분산적 방법 도입), Ⅲ단계

(접근적인 체험적 방법 도입), Ⅳ단계(접근적인 인지적 방법 도입)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로 세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단계(알아

차리기)에는 3단계 방법이 제시된다. 감정에 주의 기울이기, 감정을 명명

하기,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환경 파악하기이다. Ⅱ단계(주의 분산적 방

법 도입)에는 인지, 체험, 행동적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인지적 방법으

로는 생각하지 않기 또는 잊기, 주의를 관련 없는 데로 돌리기, 다른 즐

거운 일 생각하기, 위안이 되는 말을 되뇌기가 있다. 체험적 방법으로는 

심상을 사용하여 편안하거나 유쾌한 장면을 떠올리기가 있다. 행동적 방

법으로는 감정 유발 상황이나 장소 피하기, 유쾌하거나 기분 좋은 활동

하기, 즐거운 장소에 가기, 중성적인 활동에 몰입하기가 있다. 

Ⅲ단계(접근적인 체험적 방법 도입)에는  감정을 명명하기, 느끼고 표

현하기, 감정과 만나기, 감정을 수용하기가 있다. Ⅳ단계(접근적인 인지

적 방법 도입) 방법에는 감정의 원인과 과정 이해하기 관련 활동과 합리

적이고 적응적인 사고로 대체하기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활

동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서 조절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조절해야 할 정서가 발생하면  먼저 1단계(알아차리기)로 들어간다. 정서

를 알아차린 후 정서가 고양되어 있지 않으면 4단계(접근적인 인지적 방

법 도입)로 넘어 간다. 그러나 정서가 고양되어 있다면 정서가 직접적으

로 접근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한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3단계

(접근적인 체험적 방법 도입)로 간다. 정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는 

9) “활동 방법: A4 용지를 한 장 준비하고 한 가운데 상하로 선을 그어 종이를 와주로 

나눈다. 왼쪽에는 감정이 말하는 것을 적고, 오른쪽에는 이성이 말하는 것을 적는다. 

이때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 ‘감정이 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

가?’, ‘감정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이성이 무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눈앞의 적

힌 목록을 보며 이성을 따라야 할지 감정을 따라야 할지 결정한다”(Bradberry & 

Greaves, 김규태 역, 2013: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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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효과적인 정서 조절 4단계 이론(이지영, 2012: 222)

상황이라면 2단계(주의 분산적 방법 도입)로 넘어간다. 그 후 감정을 다

룰 수 있는 상황이 되면 3단계(접근적인 체험적 방법 도입)로 넘어가서 

감정을 해소하고, 마지막으로 4단계(접근적인 인지적 방법 도입)로 가서 

마무리한다. 이지영이 제안한 정서 조절 방법의 장점은 학생들에게 정서 

조절의 전략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절차는 도식화하면 [그림-13]과 

같다. 

넷째, 자기 정서 동기화 능력을 함양하는 방법은 정서의 힘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능력으로서 이를 위해 정서의 힘을 체험해 

보는 활동을 도입할 수 있다. 오왕 합려와 월왕 구천의 이야기는 정서의 

동기 능력을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수험생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이름을 책상 앞에 적어 놓고 보는 것, 집안에 가훈을 걸어 놓고 

보는 것, 가고 싶은 여행지의 사진을 보는 것 등등 일상적으로 우리는 

정서를 동기화 하는 행위를 한다. 학생들이 정서를 힘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험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칭

찬’의 도덕교육적 의미를 연구한 박영하(2011)는 칭찬을 도덕교육에 적

용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언행을 발견하면 즉시 칭찬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도덕적 칭찬 효과



- 174 -

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도덕적 모델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계

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도덕적 역할 모델에 대한 감동적인 영

상이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감동 받고 칭찬하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한다(박영하, 2011). 이러한 칭찬의 방법은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며(김춘실 외, 2012; 전보라, 김정섭: 2010), 이로 인해 형성

된 긍정적 정서 상태는 학생들에게서 불안, 혼돈, 부정적 사고, 생리적 

각성과 신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제거한다(Reeve, 정봉교 외 역, 

2011: 282). 칭찬을 통해 자기 안에 형성된 정서의 힘을 경험한 학생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고 노력한다. 칭찬은 자신의 정서를 동기로 활용하

는 경험을 촉진하는 교육 방법이다. 

다섯째, 자기 정서 유희(遊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정 선택

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 노력한다. 

주로 부정적 정서 보다는 긍정적인 정서 체험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을 

선택한다. 행복했던 추억이 있는 장소를 다시 찾거나, 경치가 좋은 자연

을 찾아 여행을 가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감동적인 영화나 연극을 

감상하는 것도 모두 특별한 정서를 누리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

다.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음악 감상이나 영화 감상 등을 통해 

정서를 느끼는 활동을 하고 정서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하거나, 자

신에게 특별한 정서를 발생시키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타인 차원의 정서적 유능성을 함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

인 정서 인식 능력 함양 방법은 타인의 언어, 얼굴 표정, 시선, 태도, 몸

짓, 행동 등에서 정서를 읽는 능력과 관련된다. 이 중에서도 얼굴 표정

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타인의 얼굴 표정을 

읽는 능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전한다. 특히 5세에서 9세 사이에 큰 

발달을 하고 이후 13세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이수미 외, 

2012). 타인 정서 인식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인관계의 위축, 자존감 저

하,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Cole & Capentieri, 1990; 

Vernberg, 1990). 타인 정서 인식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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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을 보고 정서를 맞추는 연습을 하거나, 다양한 정서 단어가 적

힌 카드를 뽑고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 보면서 이를 맞추는 게임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타인 정서 이해 능력 함양 방법은 타인 입장 되어 보기와 관련

된다. 역할 채택의 인지적 측면이 타인 정서 이해 능력이라면, 정서적 

측면은 타인 정서 공감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역할 채택 활동을 통해 타

인의 입장에 서게 되면, 타인의 행동이 그가 처한 상황이나 역할에서 비

롯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됨으로써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게 된다(김재환, 이희경: 2001). 학생

들에게 타인의 정서를 표현해 보게 함으로써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상

상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역할 놀이 수업 모형이다(정창우 

외, 2007: 147).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

은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

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는다. 타인의 감정에 세심한 주의

를 기울이도록 하는 훈련의 효과는 성인 된 이후에도 나타난다. 서양인

에 비해 동양인들이 타인의 진짜 속마음과 감정을 잘 읽어 낸다(Nisbett, 

최인철 역, 2004: 63). 따라서 타인의 속마음을 읽는 훈련이나 타인의 입

장이 되어 보는 역할 놀이 수업을 통해 타인 정서 이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셋째, 타인 정서 조절 능력 함양 방법의 하나로는 감정 코칭이 있다. 

감정 코칭은 주로 교사나 부모가 아이의 정서적 유능성 향상을 위해 사

용하는 교육적 접근이다. 감정코칭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인 행동에는 명확한 한계를 

두고, 그 안에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시도이다”(최성

애, 조벽, 2012: 21). 따라서 학생이 감정 코칭 능력을 갖게 된다면, 타인

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며 생활 할 수 있다. 

넷째, 타인 정서 공감 능력 향상 방법은 공감 능력과 관련이 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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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능력은 타자의 정서를 감정이입하여 체험하고 타자가 처한 상황에 대

한 분별과 판단을 통해 타자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이다(Hoffman, 

박재주 외 역, 2011).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내적 상태에 대

한 인지적 인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대리적 정서 반응이 필요하다(김홍

일, 2006: 97).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김광수와 김해연

(2012)이 개발한 ‘공감 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은 모두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계는 ‘예비 공감’에서 시작해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의사소통적 공감’을 거쳐 마지막

으로 ‘공감의 순환’ 단계로 마무리된다.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첫째, 예비 공감 단계에서는 적극적 경청 연습, 다양한 감정의 인식 

및 표현, 자신의 감정을 공감적으로 표현하기를 통해 공감 능력의 기초

를 다진다. 둘째, 인지적 공감 단계에서는 역할 수용과 관점 수용 활동

을 통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운다. 셋째, 정서적 공감 

단계에서는 공감적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공감

적 관심을 높인다. 넷째, 의사소통적 공감 단계에서는 타인이 말한 내용

을 이해하고 표현하여 공감 능력을 높이고, 자기 개방을 통해 생각과 느

낌을 표현하여 공감적 반응 능력을 키운다. 다섯째, 공감의 순화 단계에

서는 공감적 지지와 반응을 또래 친구들과 주고받는 활동을 한다(김광

수, 김해연, 2012: 286-287). 각 단계에는 학급에서 적용 가능한 활동과 

게임들이 소개되어 있다. 

집단 차원의 정서적 유능성인 집단 정서 인식 능력과 집단 정서 이해 

능력, 집단 정서 동조 능력과 전체 차원의 정서 조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앞서 살펴본 자기 차원과 타인 차원의 정서 능력

이 확보되어야 한다. 집단 차원과 전체 차원의 정서적 유능성은 학교 교

육을 통해 단기간에 성장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이러한 측면의 유능성이 있음을 가르치고, 삶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선에서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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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서적 행복

(1) 정서적 행복의 의미와 내용

‘행복’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영원한 인

류의 질문에 대한 가장 짧지만 가장 오래된 대답이다.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대답이다. 삶의 이유를 행복이라 대답하는 이에게 우

리는 다시 질문한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그러나 많은 대답들이 있어 왔고 또 만들어질 수 있

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 행복은 주관적 체험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행복이라

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행복이 좋은 행복, 참된 행

복, 선한 행복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의 행복에 공감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자는 사람이 도덕적이지 못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은 요행히 죽음과 파멸을 면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이거나 올바른 상태

가 아니라고 한다(『論語』 卷6 「雍也」: “子曰 人之生也直 罔之生也 
幸而免”). 도덕적이지 못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며, 도덕적이지 

못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올바른 정신 상태가 아닌 것이다. 이

러한 공자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도덕교육에서도 도덕적이지 않고 행복한 

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인성의 핵심을 도덕성으로 보

듯, 행복의 핵심 또한 도덕성이라고 말해 온 것이다. 

도덕교육에서 그동안 지향해 온 인간상은 행복하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도덕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자기 극복의 도덕적 행위 속에서 행복을 느

낄 수 있는 사람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위대하다

고 생각하는 인간은 모두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힘과 의지를 

통해 도덕적 자기완성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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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와 후천적 환경의 역경들을 극복해 나가는 길에서 얻어진 힘(德)

이 그들을 모두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 도덕은 바로 이러

한 인간의 모습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인간상은 삶의 목

적 자체가 도덕적 자기완성이라는 도덕교육의 목표와 통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세상이 도에 의해 다스려지고 사람들이 도를 따라 살아가는 소

식과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 죽어도 좋을 것 같다(『論
語』 卷4 「里仁」: “子曰 朝聞道 夕死可矣”)는 공자의 ‘도덕적 행복

관’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도덕교육이 도덕적 의무와 

의무 이상의 도덕적 행위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도덕에 대한 반감이나 체

념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대중 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에서의 도덕교육

은 ‘도덕적 의무와 자기 행복이 잘 통합된 삶’을 지향해야 한다(유호

종, 2004). 

행복한 인간은 안정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며 어려움이 다

가오더라도 사태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쉽게 회복한다. 행

복이란 지적 깨달음과 긍정적 정서 충만의 합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상태는 한 인간의 행복한 상태

를 성취하고 유지하는 데 근본적인 요건이다. 여기서 도덕의 문제를 행

복과 관련지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처럼 도덕교육의 목표

는 도덕적이며 행복한 인간, 행복하며 도덕적인 인간이어야 한다. 그 이

유는 행복한 인간은 불행한 인간보다 도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교육에서 도덕적 인간을 육성해 내기 위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학생들의 행복이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은 스

스로를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

전연구소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총 7014명에

게 실시한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국제 비교 결과를 발표

했다(http://worknworld.kctu.org). 이 발표 내용을 보면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23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았다. 가장 점수가 높은 스페인(117.23점)과는 44.69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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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21위 폴란드(85.89점), 22위 벨기에(85.65점)와도 10점 이상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2013년까지 5년째 가장 불행한 학

생들이라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7명 

중 1명, 고교생은 4명 중 1명의 비율로 가출 및 자살 충동을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 성적과 진학 문제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청소년 사망 원인 중 자살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http://www.opengirok.or.kr). 청소년들이 자살 사고(思考)를 하

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는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가정불화, 정서 

문제,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박경원, 2013; 문경숙, 

2006).

이러한 여러 가지 자살 요인들로 인해 유발되는 우울은 자살의 가장 

주요한 정서적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우울은 청소년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정서 문제이며 청소년의 자살 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

인이다. 배주미(2000)는 초·중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의 종

단 연구를 실시한 후, 학생에게 나타나는 우울 증상은 일시적인 정서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이 시기의 우울 증상이 이후의 다양한 기

능 저하를 유발하고, 자살 행동, 비행 행동,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킬 ‘관문’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용석 외 연구진

들(2008)이 초․중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과 청소년의 정

서 행동 문제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이 긴장, 강박성, 외로움, 

불안, 두려움 등의 정신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반적인 다른 연구들처럼 초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이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자들은 앞에서 배주미가 지적한 것처럼 

아동과 청소년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위험 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학업 중지, 가정불화, 자살 등의 심

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통

해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요인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들은 결국 그들에게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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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정서적 문제들이 장기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 문제에 접근할 때 정서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정서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에는 ‘정

서적 안정’과 ‘건강한 정서 상태’이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이들

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정서적 안

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요인은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없는 것들이거나 

또는 학교와 교사의 노력을 통해 모두 다 통제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

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가 건강하고 풍부하게 발달하여 여러 가지 정서

적 환경적 어려움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도덕교육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동과 청소

년이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어려움을 다루어 

나가면서 정서적 안정을 스스로 유지해 갈 수 있는 ‘정서 능력’의 육

성이며 또 하나는 학교라는 교육 환경 안에서 정서적 안정을 최대한 도

모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의 구비이다. 전자는 Ⅴ장 3-3절에

서 살펴본 정서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으며, 후자는 Ⅴ장 3-1절에서 살펴

본 정서적 환경 구성 방법과 관련이 있다. 학생의 행복과 관련하여 긍정 

심리학과 회복탄력성은 각각 개인의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인격 강점과 회복탄력성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절에서 학생들의 행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과 방법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2) 행복한 삶의 정서 능력 형성 방법

정서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절에서는 긍정 심리학과 회복탄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접근을 통해 형성시키려고 하는 능력은 [그림-14]와 같다. 



- 181 -

덕목 지혜․ 지식 용기 자애 정의 절제 초월

인격 

강점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감상력 

감사 

낙관성 

유머감각 

영성

<표-16> 덕목과 인격 강점

[그림-14] 행복한 삶을 사는 정서적 능력 

피터슨(Peterson)과 샐리그만이 제안한 인격 강점과 그 하위 요소들을 

함양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과 연결된다

(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역, 2012). <표-16>에 나타난 각 덕목들

의 내용과 형성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혜․지식 덕목과 관련된 하위 강점은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

열, 지혜이다. 창의성(creativity)은 자신과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창적이고 적응적인 생각과 행동이다. 호기심(curiosity)은 새로

운 것에 대한 접근과 탐색의 욕구를 통해 경험과 학습을 촉진하여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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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만족과 성취를 이루게 하는 심리적 성향이다. 개방성

(open-mindedness)은 자신의 신념 체계 또는 추구하는 목표와 반대되는 

사실들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이다. 학구열(love of learning)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갈망과 그것

을 배우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며, 학습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

는 좌절과 고통을 기꺼이 극복하는 배움에 대한 사랑이다. 지혜(wisdom)

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져 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

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고, 이성과 정서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폭넓은 관

점을 통해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 모두를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욕구

를 배려한다. 동시에 규범을 따르면서도 보다 핵심적인 차원에서 규범의 

형식보다는 본질적 가치와 의미에 맞는 사회에 유익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다(권석만, 2012: 191-221).

자애 덕목과 관련된 하위 강점은 다음과 같다. 사랑(love)은 다른 사

람과 깊은 애정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랑받

는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한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친절성(kindness)은 이기성과 대비되며 타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배려

하고 자신의 희생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감수하는 성향이다. 이

것은 공감과 연민, 도덕적 추론, 사회적 책임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공감과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동정의 정서인 연민,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을 통

한 타인의 곤경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의 발달, 이웃과 타인에 대한 강한 

사회적 책임감은 모두 친절성과 같은 이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

회 지능(social intelligence)은 다른 사람의 내적인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행동들 간의 관계와 변화를 융통성 있게 해석하며 관계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서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이나 개인적 지능(personal intelligence)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른 사

람과 친밀성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

을 의미한다.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인격 강점이다(권석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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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46). 

용기 덕목과 관련된 하위 강점은 다음과 같다. 용감성(bravery)은 다

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협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

도하는 노력이다.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육체적 용감성과 도덕적 

용감성으로 나눌 수 있다. 끈기(persistence)는 일련의 계획된 행동을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자발적으로 지속하는 능력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 받으며 이와 

반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쉽게 포기하는 행위들은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끈기를 촉진하는 요인들에는 노력에 대한 보상 경험, 긍정

적 피드백과 그것의 강도와 방식, 사회적 지지 등이 있으며, 끈기를 억

제하는 요인에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정신지체, 학습 장애, 

우울증, 자기 조절 능력 부족 등이 있다. 진실성(authenticity)은 자신의 

내면적 의도와 상태 그리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타인이나 자신에게 

사실 그 자체를 말하고 책임을 지려는 특성이다. 활력(vitality)은 활기차

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태도와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추진

하는 열정의 상태이다(권석만, 2012: 249-273).

절제 덕목과 관련된 하위 강점은 다음과 같다. 용서(forgiveness)는 피

해자가 가해자에게 나타내는 심리적 변화이자 용기이다. 피해자는 일반

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분노와 보복의 욕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용서는 가해자에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스로도 미움의 감정을 해소하고 원한과 증오의 감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용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친사회적 행동이다. 용서의 행동은 공감 능력의 발

달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겸손(modesty)은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더 강

조되고 있는 정서이다. 동양 사회에서 겸손이 사회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미덕으로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과 달리, 서양에서 겸손은 자신감이 

없고 자신을 감추는 부정적인 태도로 여겨지기도 했다. 신중성(prudence)

은 조심스러운 선택을 통해 후회할 행동이나 말을 줄여 불필요한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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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나 위험에 처하지 않는 능력이다. 신중함은 소심함, 수동성, 걱정이 

많음 등의 부정적 측면이 아닌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사려 깊게 생

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자기 조절(self-regulation)은 다양하고 예측 불

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나 지향점에 이르기 위해 자신의 사고

와 감정, 욕구와 충동 등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다(권석만, 2012: 

274-301).

정의 덕목과 관련된 하위 강점은 다음과 같다. 시민 정신(citizenship)

은 사회를 자신이 속한 하나의 팀으로 생각하고 그 집단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집단의 올바른 이익을 위해 노력하

는 태도이다. 공정성(fairness)은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규칙과 원

칙에 따라 공평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리더십(leadership)은 구성원들 간

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구성원들 각각의 목표와 임무를 조화

시켜 집단 활동을 조직하고 이끌어 가는 능력이다(권석만, 2012: 

303-320). 

초월 덕목과 관련된 하위 강점은 다음과 같다. 감상력(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은 아름답고 탁월한 것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심미적 능력이다. 감사(gratitude)는 자신에게 주

어져 있는 것들과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현재 자신이 많은 이득을 얻

고 있다는 느낌에서 발생하는 기쁨과 고마움을 느끼는 능력이다. 낙관성

(optimism)은 자신이 소망하는 일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 또는 자신과 

관련된 것들이 모두 잘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이다. 낙관

성은 불안과 우울함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정서와 활기찬 행동을 통해 목

표 달성 가능성을 높인다. 유머 감각(humor)은 상황을 날카롭게 파악하

여 반어적이고 유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즐겁게 하여 웃

게 만드는 능력이다.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유머 감각은 긍정

적 정서와 희망을 만들어 낸다. 영성(spirituality)은 삶의 초월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 성스럽고 신비로운 것을 믿고 따

르는 종교성(religiousness)이다(권석만, 2012: 321-352).

이상에서 살펴본 인격 강점의 하위 덕목들을 향상시켜 행복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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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인격 강점과 관련된 단일한 

향상 방법, 하나의 인격 강점 향상을 위한 여러 기법을 하나의 프로그램

을 구성한 방법, 다양한 인격 강점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을 하나의 프로

그램으로 구성한 방법이다(이문희, 이영순, 2013: 817). 그 중 종합적인 

접근으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 중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행복 증진 

집단 상담 프로그램(고영미, 2010)’이다. 이 프로그램은 준비 단계, 행복

감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마무리 단계의 총 10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 단계는 1회기로 프로그램의 안내와 안내 및 과제와 행복 실천법 등

에 대한 설명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은 2회기부터 9회기까지이다. 2회기는 자신의 대

표 강점을 확인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여 자기 존중감을 증진한

다. 3회기부터 5회기까지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경험을 떠올리고 

긍정 채널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만족감과 낙관성을 증진한다. 6회기부

터 9회기는 친구 관계와 가족 관계를 돌아보고, 서로를 공감하고 존중하

며 용서와 감사를 통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한다. 상담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마지막 10회기 그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정

리해 소감문을 작성한다. 고영미는 이와 같은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다

양한 자료와 학습지를 제시하고 있다(고영미, 2010: 부록).

다음으로는 ‘행복 증진 프로그램(조정은, 2008)’이다. 이 프로그램

은 총 8회기로 구성된다. 1회기와 2회기에는 차례대로 행복과 관련된 다

큐멘터리를 시청해 행복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해 제고 활동을 한다. 3회

기에는 ‘10가지 행복 실천법’을 안내하고 행복 일기 쓰는 법을 설명한

다. 4회기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한다. 5회기에는 통제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스트레스 대처법’을 탐색한다. 6회기에는 

낙관성 향상을 위해 ‘소망 목록(wish list)'을 작성한다. 7회기에는 인생

의 목적의식 향상을 위해 ‘미래 이력서’와 ‘미래 명함’을 작성한다. 

8회기에는 회기 동안 작성한 행복 일기를 발표하고 소감을 나눈다. 조정

은 이와 같은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학습지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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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조정은, 2008: 부록).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에서 

적응 상태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의미인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의 향

상, 즉 역경을 딛고 되튀어 오르는 성장을 뜻하는 개념인 ‘탄력성’을 

합친 개념이다.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

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이 회복탄력성”(김주환, 2011: 62)이다. 회복탄력

성과 같은 정서 능력을 통해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매일 다가오는 정

서적 시련을 극복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정서적 문제들을 다루어 나갈 수 

있다면 학생들은 행복한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12)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용 회복탄력성 

지수’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은 하나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통제성, 사회

성, 긍정성이 포괄된 다면체적 성향이다.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세 요

인인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은 각각 3 가지의 회복탄력성 유형을 포함

한다. 우선 통제성인 자기 조절 능력은 감정 조절 능력, 충동 통제력, 원

인 분석력을 포함한다. 사회성인 대인 관계 능력은 소통 능력, 공감 능

력, 자아 확장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성은 자아 낙관성, 생활 만

족도, 감사하기를 포함한다(신우열 외, 2012: 김주환, 2011: 70-72). 

청소년용 회복탄력성 문항과 함께 회복탄력성의 3차원 9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자기 조절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

력이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과 마주쳤을 때 긍정적 정서와 건강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감정 조절력), 기분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억제하며(충동 통제력),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원인 분석력)을 포함한다(신우

열 외, 2012: 김주환, 2011: 138-151).

둘째, 대인 관계 능력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 

그리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대인 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역경에 처했을 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

원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어려움에서 금방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가드

너의 대인간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이나 골맨의 사회적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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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ntelligence)과 관련된 능력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소통 능력)과 타인의 입장과 정서를 

함께 느끼는 능력(공감 능력), 그리고 자신과 상대방을 일치시키는 능력

(자아 확장력)을 포함한다(신우열 외, 2012: 김주환, 2011: 192-215). 

셋째, 긍정성은 강한 회복탄력성의 바탕이 되는 자기 조절 능력과 대

인관계 능력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는 바탕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 행복

해지고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누어주게 된다. 회복탄력성이 강한 사

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행복하고 그 행복을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

이다. 긍정적 정서는 스스로의 장점과 강점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태

도, 행복의 기준이 되는 생활 만족도, 나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하는 태도로 측정된다(신우열 외, 2012: 김주환, 2011: 244-255). 

이상에서 제시된 회복탄력성의 요소들은 앞에서 살펴본 행복 증진 프

로그램들의 방식으로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급 담임 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생별로 또는 시기별로 특정한 회복탄력성 요소에 

맞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4.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성 교육 방안

1) 도덕적 지향

(1) 정서와 도덕적 지향

우리가 무엇을 선호(選好)한다는 것은 이성적 측면보다는 정서적 측면

에 가깝다. 정서는 행위들 중에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와 순간순간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 알려주기 때문이다(이정모, 

2012: 505). 정서는 내면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는 동기의 역할을 

수행하여 특정한 삶의 지향점을 만들도록 한다. 따라서 지금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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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삶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이 도덕적 정서 교육의 중

요한 관심사가 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12년 12월 7~10일까

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소재 학교들 중에서 초등학교 33개(2000명), 중

학교 25개(2000명), 고등학교 25개(2000명)를 대상으로 윤리 의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는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학생

들의 반응이 나타났다. 그것은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하는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응

답이었다. 이 항목에 대해 초등학생 12%, 중학생 28%, 고등학생 44%가 

‘그렇다’고 대답을 한 것이다(http://www.cleankorea.net). 이 설문 결과

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충격적인 결과이

다. 고등학생은 10명 중 4명이 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돈이라

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우리는 이 학생들을 철이 

없다고 혼내거나 비난만 할 수는 없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비록 설문

조사이지만 학생들의 응답에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읽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이상을 꿈꿀 

청춘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돈과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기성

세대와 교사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하여간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해석

하든 학생들이 삶의 지향점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10억이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비도덕적 지향점을 가

진 학생들에게 도덕교육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도덕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바르고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한 사람이 되려는 도덕적 앎

을 가르치고 도덕적 실천의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앎과 

실천을 이끌어 줄 도덕적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

것을 ‘도덕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지향은 정서를 발현할 때 목표가 되며, 자신이 발현한 정서를 

반성하는 기준이 된다. 도덕적 지향이 구체화된 것이 도덕적 지향점(志
向點)이다. 삶의 목표, 꿈, 인생의 가치관과 같은 것이 삶의 지향점이며, 

이를 도덕적으로 설정하거나 추구할 때 이를 도덕적 지향점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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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도덕적 지향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도덕을 기준으

로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도덕적 지향점이 도덕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삶의 지향점으

로 교육되려면, 우선 도덕적 지향점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 도덕교

육을 통해 제시하려는 도덕적 지향점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삶의 지향점

이 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이미 10억의 현금과 1년간의 감옥살이(감

옥살이를 하게 만든 비도덕적 행동 또는 범죄)를 놓고, 10억의 현금에 

더 큰 가치를 매기고 있는 학생들에게 10억보다 도덕적인 삶이 더 본질

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을 도덕교육을 통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폴 불룸(P. Bloom)은 인간이 본질주의자라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빠지는 이유는 그것의 모습이나 느낌 

또는 그것에 관한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그보다는 ‘그것이 진

짜인가?, 그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에 부여되어 있는 속성은 무엇인

가? 그것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 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에 의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 모조품보다 진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조품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

유는 비록 모조품이 진품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을지라도 모두들 

모조품보다 진품에서 훨씬 더 높은 가치와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Bloom, 2010). 따라서 비록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이 만든 세상의 논리에 

휘말려 돈을 더 우선시하더라도, 그들의 본성 속에서는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도덕교육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적 사명이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서를 도덕적으로 이끌 도덕적 지향점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 고려를 해야 한다. 탁석산

은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현세주의, 인생주의, 허무주의를 제

시하고, 한국인의 삶의 양식은 “한 번 뿐인 세상 어차피 허무한 것이니 

즐겁게 살다 가자‘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한다(탁석산, 2008). 그의 생

각을 한국 문화에 대한 하나의 단편적 주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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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본 학생들의 현실과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이 속한 한국 문화의 

현실이 어떠한 가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그들의 삶의 현실을 무시한 채, 도덕적 지

향을 너무 높게만 잡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도덕적 지향점을 현실에 영

합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상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제시할 도덕적 지향점은 크게 

두 층위로 나뉘어 설정되어야 한다. 하나는 ‘현실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상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이다. 그렇다

면 각 수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지 알아보자.

먼저 ‘현실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현실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이란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확보한 수준에서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리스토

텔레스와 매슬로우(A. H. Maslow)를 참고하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적 탁월성의 실현으로서의 도덕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 생각하는 사람과 사물의 지향점은 ‘탁월성의 성취’이다. 그리고 모

든 수단적 탁월성의 종착점에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목적이 되는 궁극적  

지향점인 궁극적 탁월성이 있다. 그는 이것을 ‘행복(eudaimonia)’이라 

부른다. 이것이 바로 최고선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적 지향점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도덕적 인간상은 ‘개인의 탁월성의 실현으로서의 

도덕적 인간상’이다. 개인이 도달해야 할 도덕적 지향으로서의 탁월성

은 성격적 탁월성이다. 성격적 탁월성은 상황 속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안정적 성향이다. 성격적 탁월성을 갖게 되면 마

땅히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고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것에 괴로워하게 

된다. 마땅한 방식으로 정서를 갖는 것이 탁월성이며 최선의 행위이자 

중용에 해당한다. 역동적인 상황적 변화 속에서 중용적 선택을 가능케 

하는 실천적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 성격적 탁월성은 어린 시절부터 

꾸준하게 길들여 온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Aristoteles, 이창우 외 역, 

2007: 51-52, 60-61,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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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개인의 탁월성 실현을 현대판으로 번

역한다면 그것은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이 될 것이다. 그는 ‘5단계 

욕구 위계설(the five levels of maslow's hierarchy of needs)’에서 동기 

이론의 출발점이 되는 생리적 욕구로부터 시작해, 안전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자기 존중 욕구를 거쳐 자신의 잠재성을 실현해 스스로를 

완성하려는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단계적으로 배열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이 중에서 자아실현의 욕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도 우리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불만족과 불안감을 종종 느끼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서 평온함을 

느끼려면 음악가는 음악을 해야 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고, 시인

은 시를 써야 한다. 이런 욕구를 우리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Maslow, 오혜경 역, 2012: 95).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고 한

다.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은 정확하고 유능한 현실 지각 능력, 자기와 

타인의 인간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수용력, 사고나 행동이 단순

하고 자연스러운 자발성, 자신보다는 문제에 더 집중하는 문제 중심적 

태도, 사생활을 중시 여기고 고독조차도 즐기는 태도, 물리적 정서 환경

과 사회적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성,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강렬하고 

신비로움 체험을 빈번하게 경험함, 인간에 대한 동정심과 애착, 사람들

의 인종과 종교 정치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항상 겸손함, 다른 사람들

과 깊은 관계를 유지, 명확한 도덕 기준, 수단보다는 목적에 집중, 온정

적이고 호의적이며 유머가 있음, 순수한 창의성과 천진난만함, 사회문화

와 내면적으로 건강한 거리 유지, 현실을 수용함, 이분법적 대립을 지양

하고 조화를 추구한다(Maslow, 노현정 외 역, 2005). 

이상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매슬로우의 사상을 중심으로 현실적 수준

의 도덕적 지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실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은 자

아실현이며, 진정한 의미의 자아실현은 자기 행복과 도덕성을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상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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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이상적 수준이란 이루기 불가능한 이론적인 수준이라는 의미

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를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

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공자, 부처, 예수는 그러한 이상적 수준이 불가

능한 것이 아님을 역사 속에서 증명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공자와 유

학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공자와 유학이 제시하는 이상적 수준의 도

덕적 지향점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 깊이 뿌리하며 그것을 버리지 않고 

도덕적 자기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지향점에 대해서 공자는 ‘인(仁)’을, 맹자는 ‘인의(仁義)’

를 제시한다. 이 도덕적 지향점은 성인(聖人)과 군자(君子)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공자의 도덕적 지향점은 “인을 실천하여 덕을 이루

며, 덕을 완성한 최고의 경지로 바로 성인이다”(蔡仁厚, 천병돈 역, 

2009: 69-109). 공자가 도달하고자 제시한 유가의 도덕적 지향은 바로 인

을 실천하여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은 완전히 도달되어 확보

되는 목표가 아니며, 공자도 스스로 성인임을 자처하지 않았다(『孟子』

「公孫丑 上」: “夫聖 孔子不居”;『論語』卷7 「述而」: “子曰 若聖與
仁 則吾豈敢”). 그러나 공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성인의 길을 걸어갔으

며 그러한 경지에 올랐음을 모두가 칭송하고 있음은 성인을 도덕적 지향

점으로 삼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맹자는 

성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성인이 걸어간 길을 같이 걸어간다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인도 나와 같은 부류이다.………입이 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 

똑같이 즐김이 있으며, 귀가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똑같이 들음이 

있으며, 눈이 색깔을 보는 데 있어서 똑같이 아름답게 여김이 있다. 

유독 마음에 있어서 똑같이 그러한 것이 없겠는가? 마음이 똑같이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 리와 의를 말한다. 성인은 우리의 마음에 똑

같이 옳게 여기는 것을 먼저 알았다. 그러므로 리와 의가 나의 마음

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마치 고기가 내 입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다

(『孟子』「告子上」: “孟子曰 聖人與我同類者 ........ 口之於味也 有
同耆焉 耳之於聲也 有同聽焉 目之於色也 有同美焉 至於心 獨無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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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乎 心之所同然者何也 謂理也 義也 聖人先得我心之所同然耳 故理
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

공자는 성인에 관한 언급보다는 성인을 지향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인 지향으로서 ‘군자(君子)’에 대해 주로 이야기한다. 군자와 같은 삶

이 공자에게 있어 도덕적 지향점이다. 공자의 군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 

중에서 다음 구절이 군자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자로가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는 “군자는 자기를 닦음으로써 

삼가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자로가 “그것뿐입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군자를 자기를 닦음으로써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

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자로가 거듭 “그것뿐입니까?”라

고 묻자, 공자는 “군자는 자기를 닦음으로써 온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자기를 닦음으로써 온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일은 요・순도 오히려 어렵게 여겼다”라고 대답하였다(『論語』 卷
14 「憲問」: “子路問君子 子曰 脩己以敬 曰 如斯而已乎 曰 脩己以
安人 曰 如斯而已乎 曰 脩己以安百姓 脩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
諸”).

 

성인과 군자라는 지향점을 향해 가겠다는 결심을 이이(李珥)는 ‘성인

자기(聖人自期)’라는 말로써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이는 이러한 삶

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격려하고 있다.

  처음 배우는 자는 먼저 뜻을 세우되, 반드시 성인이 되겠다는 것

을 스스로에게 약속해야 한다. 한 털끝만치라도 자신을 작게 여기

고 핑계를 대려는 생각을 두지 말아야 한다. 중인과 성인이 그 본

성은 똑같다. 〔……〕뜻을 세우고 아는 것을 밝게 하고 행실을 독

실하게 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으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하

겠는가? 〔……〕나의 뜻으로 하여금 진실로 학문에 있게 한다면 

인을 함은 자기에게 말미암는 것이어서 하고자 하면 이르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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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남에게 구하며 어찌 후일을 기다리겠는가. 뜻을 세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즉시 공부에 착수하여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해

서 생각하고 생각하여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擊蒙要訣』「立志
章」 “初學 先須立志 必以聖人自期 不可有一毫自小退託之念 蓋衆
人與聖人 其本性則一也 〔……〕志之立 知之明 行之篤 皆在我耳 豈
可他求哉 〔……〕苟使吾志 誠在於學 則爲仁由己 欲之則至 何求於
人 何待於後哉 所貴乎立志者 卽下工夫 猶恐不及 念念不退故也”)

스스로 성인이 되기를 지향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꾸준한 배움과 

실천이 유학의 길이다[內聖成德]. 이것은 이상적인 도덕적 지향을 향한 

쉼 없는 노력이며, 이러한 삶은 배움과 실천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수행의 삶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실현의 지향은 반드시 남도 함께 이

루어 주고자 하는 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外王]. 이것이 비도덕적이

고 이기적인 자기실현의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덕적 지향점

이다. 이러한 도덕적 지향점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비도

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반성과 새로운 선택을 통해 다시 

도덕의 길로 돌아온다. 이렇게 도덕적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에 대한 강한 정서적 거부감, 도덕적 지향점에서 이탈했다는 

후회와 자책의 정서를 갖게 된다. 

도덕교육에서는 도덕적 삶이 살아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

고 어떤 삶이 사람들로부터 의미 있는 삶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었던 모습을 

보여주어, 성인자기의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2) 정서의 도덕적 지향점 형성 방법

앞서 살펴 본 두 가지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은 모두 도덕적 정서 교

육의 입장에서 볼 때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

점의 장점은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의 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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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정하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실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도덕적 지향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 ‘돈만 밝히는 의사보다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의술을 베

푸는 의사’라고 가르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학생에

게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는 사장’이 되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이 된다. 그러나 이것의 단점은 그것이 형

식은 정해져 있지만 내용이 없는 것이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

지 못하거나,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도덕적 지향점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의대에 갈 수능 성적이 

되지 않는 학생이 ‘좋은 의사’를 현실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으로 삼

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물론 자기가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목표를 

잡고 그것을 통해 도덕적 지향을 설정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역할

일 것이다. 한편 이상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은 현실적 수준의 지향점

과는 반대되는 장단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자기완성은 누구

나 도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학생에게 도덕적 자기완성을 지

향점으로 삼으라고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도덕교육의 입장에서는 모

든 인간의 목표가 도덕적 자기완성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도덕교육의 

생각일 뿐이다. 도덕이 가장 의미 있다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상태에

서 그 다음의 것들은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당사자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구도 그렇게 살기 힘든 것이

다. 그래서 우리는 공자나 예수, 그리고 부처를 성인으로 모시고 존경하

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자기완성을 등산의 정상과 같은 목표가 아니

라, 도달할 수 없지만 그것을 향해 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으로 삼

는다면 그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지향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이상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물론 어느 수준을 자신의 삶의 

지향으로 정할지는 학생이 결정할 문제이다. 이상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 두 방안을 도덕적 정서 교육에서 활용하기 위한 내용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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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수준 이상적 수준

형성

방법

가치  

명료화

(도덕적인) 

진로 교육

도덕적  

인간상 형성

위대한 인물, 

위대한 

문학작품과 

만나기

지향점

자신의 

가치 확인

가치 

실현으로서의 

구체적 일

지향점을 

실현한 

도덕적 

인간(군자)

도덕적 

보편 가치

<표-17> 현실 수준과 이상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과 형성 방법

법을 <표-17>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실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접근이 

있다. 하나는 도덕과의 ‘가치 명료화 접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가

치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로 교육과 자기 꿈의 

탐색을 통해 자아실현의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가치 명료

화 접근에 대해 살펴보자. 가치 명료화 접근은 가치중립적인 가치 형성

이라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러나 가치 명료화를 통해 

어린 학생들은 도덕적 지향점을 설정하기 위한 자기 출발의 바탕을 형성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치 명료화는 도덕적 정서 교육의 다른 방안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 명료화 접근으로 인한 

도덕성 미확보의 불안함은 다른 접근들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과정을 통

해 합리적인 가치나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정창우 외, 2007: 138) 가치 

명료화 접근의 장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자신

의 가치를 스스로 찾도록 돕는 가치 명료화 모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

의 삶의 지향점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가치 명료화 과정을 간단히 살펴

보면, 크게 선택하기, 존중하기, 행동하기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표-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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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존중

➜

행동

￭ 자유롭게 선택하기

￭ 여러 대안들로부터 

선택하기

￭ 각 대안들의 결과

를 고려한 후 선택하

기

￭ 선택한 것을 소중하

기 여기고 기뻐하기

￭선택한 것을 다른 사

람들에게 기꺼이 자신

감 있게 확언하기

￭선택한 바를 행동

으로 옮기기

￭반복 행동에 따라 

자신의 생활양식으

로 굳히기

<표-18> 가치 명료화 모형(정창우 외, 2007: 139)

  

이 모형은 불확실한 가치 혼돈의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이성적이고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할 바를 선택하

여 소중하게 존중하고, 주체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을 주장한다. 여기서 자신의 가치를 획득하는 과정을 가치화 과정

(process of valuing)이라 하며, 가치화 과정이란 개인이 어떤 가치를 선

택하여 자신의 일정한 행위 양식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내면화 과정을 말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일관된 체계

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유병열, 2012: 465-466). 

따라서 가치화 과정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삶의 지향점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가치 명료화가 도덕적 지향점 형성에 기여하는 점은 학생들

을 깊은 숙고로 이끈다는 것이다. 교사나 성인에 의해 강요되거나 주어

진 가치는 학생들 자신의 도덕적 지향으로 설정되기 어렵다. 학생은 모

두 서로 다른 지향을 갖는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모형은 

자신의 지향을 숙고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존중과 행동의 과

정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게 돕는다. 

가치 명료화 접근은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나, 

보다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방법이다. 도덕적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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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 지향에 대한 탐색 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탐색 훈련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 가게 되고, 이러한 자

기 이해가 모여 궁극적으로 이상적 수준의 도덕적 자기 지향을 갖게 될 

것이다. 

현실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을 형성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진로 

교육을 통해 도덕적 지향점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진로 교육은 제 4차 

교육과정(1981년~1987년)기 때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진로 교육의 

충실화’의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래로 점차 강조되다가 현재 

201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의 네 가지 영역 중 하

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서 진로(career)란 개인이 생애 전체를 통해 

하는 일의 총체로서 직업 발달과 그 내용 및 과정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진로 교육(career education)은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

를 탐색하여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선택하여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

르치는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김진영, 2011: 22-24). 이와 같은 진로에 대

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진로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직업을 찾아 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런 맥락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의 목표를 살펴보면 진로 교육을 통해 도덕적 지향점을 설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현실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과 관련된 것은 

‘진로 활동’이다. 진로 활동은 주로 흥미와 소질, 적성을 파악하여 자

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업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여 자

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다. 진로 교육의 목표를 살

펴보면, 첫째, “자신의 특성, 소질과 적성, 능력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

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진로를 탐색한다. 

둘째, 각종 검사, 상담을 통해 진로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계

획한다. 셋째, 진로와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

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ㆍ설계한다. 넷째, 학업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직업 체험 활동 기회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한다”(교과부, 2012b)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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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활동이 제안하고 있는 것(교과부, 2012b)으로는 첫째, 자기 이해  

활동(자기 이해 및 심성 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활동, 각

종 진로 검사 등), 둘째, 진로 정보 탐색 활동(학업 정보 탐색, 입시 정보 

탐색, 학교 정보 탐색, 학교 방문, 직업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제도 탐

색, 직장 방문, 직업 훈련, 취업 등), 셋째, 진로 계획 활동(학업 및 직업

에 대한 진로 설계,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 등), 넷째, 진로 체험 활동

(학업 및 직업 세계의 이해, 직업 체험 활동 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진로 활동을 통해 교육하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

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일(직업)의 선택이다. 하지만 ‘자기 이해 활동’

의 구체적 내용에서 자기 이해와 심성 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각종 진로 검사 등을 보면, 이는 단순한 직업의 선택이 아닌 자신

이 갖고 있는 삶의 지향성을 발견하고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 

교육은 도덕교육의 도움을 통해 현실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을 형성에 

일조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다. 

이상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을 형성 하는 방법은 크게 ‘도덕적 인

간상 설정’과 ‘도덕적 보편 가치관 설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도

덕적 인간상 설정에 대해 알아본다. 한명희(1986)는 도덕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심적인 기초가 되는 일이 도덕적 인간상을 정

립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동시에 도덕교육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모습이 바로 도덕적 인간상이다. 도덕 교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의 내용과 방법도 바로 이 도덕적 인간상을 형성시키는데 적합한 것

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도덕적 인간상을 도덕적 

지향점으로 선정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어

떤 속성을 도덕적 인간의 모습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학생들

에게 도덕적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따르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

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의 도덕적 인간상으로 

‘군자(君子)’를 제시하려고 한다. 군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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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첫째, 군자는 개인의 인격 완성이나 자아실현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한 실천과 수양에 힘쓰는 사람이다. 군자는 실천적 지혜를 실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념적 이해로서의 지식을 감성적 지각과 이성적 

추리에 의해 경험적으로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명(命)이나 천

명(天命)을 선험적으로 자각함으로써 사리와 시비선악을 판단하고 결정

할 수 있는 기준을 체득해야 한다. 둘째, 군자는 자신의 인격 완성으로

부터 나아가 조화로운 인간관계 및 공동체의 건강성을 실현 또는 증진하

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자세와 태도를 확립하는 사

람이다. 군자는 자신의 사회생활을 공동체의 목적이나 인륜 원칙 또는 

덕목에 합치시키고자 하는 사람, 정치 사회적 행위를 도덕성(義)과 도덕

규범(禮)에 따라 이루거나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다. 셋째, 군자는 우주 

자연에 대한 체득을 지향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조화를 추구하면서, 

인간과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종합하면, 공자가 주장하는 군자는 윤리적 행위의 주체로서 개인이 자기 

자신과 사회 및 국가 공동체 그리고 천지자연의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도와 덕, 의와 예 등을 실천하고 이로써 인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 따라서 도덕적 인격 완성을 위한 군자의 수양과 실천 또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의 실천에 그 핵심이 있다(이경무, 2012). 

이상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 설정 방법의 다른 하나는 ‘도덕적 보

편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학생이 ‘저는 자비를 실천하

는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하거나 ‘저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

다’라고 한다면, 이는 도덕적 보편 가치를 도덕적 지향점으로 삼은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의 지향점을 학생들이 갖도록 만들기 위해

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위대한 고전

과 만나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성경, 불교의 불경들, 유학의 경전인 

사서삼경(四書三經)이나, 위대한 사상을 담은 책을 읽게 하는 것이다. 문

학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타자와 더

불어 사는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정창우, 2013: 21). 또한 문학 작품

이 담고 있는 도덕적 가치나 이념은 독서하는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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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좋은 고전과의 만남은 훌륭한 도덕

적 인격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3: 344-355).  

다른 하나의 방법은 도덕적 보편 가치를 삶의 지향점으로 삼도록 가

르침과 감동을 줄 스승을 만나게 해 주는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교사 스

스로 학생들에게 위대한 도덕적 사상과 가치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와 예수, 석가모니는 모두 위대한 가르침

을 전달한 도덕 교사라 할 수 있다. 교사들 각자가 학생들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정신적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들을 아이들에게 소개하며 그들

이 추구하며 살았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칠 수도 있다. 또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교육 

방법이 될 것이다. 

2) 도덕적 습관

(1) 정서와 도덕적 습관

의도적인 반복과 연습을 통해 제 2의 천성이라 불리는 습관이 형성되

어 어떤 일을 힘들이지 않고도 해낼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 자신

이 원하는 일을 쉽게 해낼 수 있게 된다. 습관은 연령이 어릴수록 더 효

과적으로 습득된다. 좋은 습관은 좋은 영향을 나쁜 습관은 심각한 피해

를 초래한다. 정서에도 습관이 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감

정을 ‘감정 습관’이라 한다. 긍정적인 감정 습관은 행복과 만족을 주

고, 부정적인 감정 습관은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한다(박용철, 2013).  

한번 형성되면 고치기 어려운 습관의 단점은 뒤집어 보면 습관의 장

점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 도덕적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올바른 방식으로 힘들이지 않고 행동하면서 즐기게 될 수 

있다(Urmson, 장영란 역, 1996: 53-55). 리코나도 훌륭한 인격이란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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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앎과 관계된 정신의 습관, 도덕적 느낌과 관계된 마음의 습관, 도덕

적 행동과 관계된 행동의 습관이 통합된 것으로 보고 도덕에 있어서 습

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유병열, 2008: 189). 도덕적 습관은 쉽게 바뀌

지 않고 도덕적 행동으로 쉽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

지의 도덕교육은 습관이 개별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합리

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리 주목하지 않아 왔다. 어떤 

특정한 성향이나 반응으로 고정된 습관은 복잡다단한 삶의 상황에서 도

덕적 선택이나 행동을 도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덕은 인간이 삶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인간다움을 이루어 가는 실

천이다. 도덕에서 말이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과 행동이다. 판단

을 잘 하는 사람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더 도덕적인 사람이다. 도덕적 

선택과 행위는 모두 몸을 바탕으로 일어난다. 도덕 실천의 가장 근본적

인 출발점은 몸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타고난 정감에 있다. 칠정을 상황

과 상대에 맞게 가장 적합하게 발현하는 방법을 어렸을 적부터 실천의 

연습을 통해 배워야 함을 강조해 온 것이 우리의 오래된 도덕이다. 이렇

게 우리는 오래전부터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 아이의 교육에서

부터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도덕은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의 기술(art)이다. 삶을 도덕이라는 예

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숙련된 도덕적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은 반드

시 몸으로 연습하여 숙달되고 체화되어 저절로 반응하는 경지에 올라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자가 말한‘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
踰矩)’의 경지가 바로 도덕적 기술의 예술적 완성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쇄소응대진퇴(灑掃應對進退)’의 기본적 기술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이 마주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도덕적 기술을 연마하고 실패

와 좌절을 겪으며 자기반성의 과정을 겪어 가는 과정 속에서 도덕적 기

술은 양적 성장을 통해 질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필

요한 것이 성인자기와 같은 도덕적 지향을 갖는 것이다. 목표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도덕적 기술 훈련은 좌절되기 쉽다.

그렇다면 도덕적 습관을 기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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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가? 유학에서 강조하는 예(禮)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한

다. 『논어』에서 제자 안회가 공자에게 인에 대해 묻고는 다시 그 조목

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준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

동하지 말라”(『論語』 卷12 「顏淵」: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
勿言 非禮勿動”). 시청언동(視聽言動)이란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을 지칭

하는 것이다. 공자의 말은 예가 아니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

는 행동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기준으로 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인을 실현하는 극기복례의 과정

이다.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명시적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암묵

적 지식이다. 명시적 지식은 머리로 배워 얻게 되는 지식이고, 암묵적 

지식은 몸을 통해 익히는 지식이다. 명시적 지식은 외워서 머리에 넣으

면 내 것이 된다. 하지만 암묵적 지식은 몸에 배게 해야 한다. 즉 습관

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때 습관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뇌신경들 사이

에 단단한 신경 연결망이 새로 생겨 특정 사건이나 행동에 뇌가 거의 자

동적으로 반응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정도가 되려면 부단한 훈

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김주환, 2011: 80-82). 부단한 연습과 실천의 과정

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상황에 적합한 예의 적용을 수 없이 연습하게 된

다. 그리고 미묘하게 다른 상황 속에서 예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지혜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습관은 예를 벗어나

지 않으면서 융통성을 얻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경지에 가려면 부단한 배

움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정서를 도덕적 정서로 쉽

게 발현할 수 있는 행동 양식으로서 도덕적 습관을 들이려면 반복된 행

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틀이나 방식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때 

유학에서 제시하는 예의 본질적 의미와 우리 전통 속에 있는 예절의 모

습들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예기』 「곡례상」편에 보면 다음

과 같은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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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라는 것은 친소를 확정하며, 혐의스러운 것은 잘라 내고 의심

스러운 것은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같고 다른 것을 분별하며, 옳고 

그른 것을 밝히는 것이다(『禮記』 「曲禮上」: “夫禮者所以定親疏 
決嫌疑 別同異 明是非也”).

자기의 몸을 수양하고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한다. 행실이 수양되고 말이 도에 맞는 것이 예의 바탕이다(『禮記』

「曲禮上」:  “修身踐言 謂之善行 行修言道 禮之質也”).

이처럼 예는 분별과 밝힘의 지혜가 담긴 것이며, 실천과 수양이 함유

된 도덕적 행동 방식이다. 예를 통한 습관의 형성은 맥락과 상황을 무시

하고 판단과 사유를 거부하는 경직화된 습관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예의 의미에 대해 공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더 살펴보고, 다음으로 학

생들에게 제시 될 수 있는 예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송복(1999)은 공자가 말한 예의 성격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인

간 중심의 예이다. 인에 바탕을 두고 타자를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자신

에 대한 자율을 중시하는 예이다. 무엇보다도 내면적 성찰을 근본으로 

하는 도덕적인 예이다. 둘째, 합리성과 사람 본위에 입각한 현실주의적

이고 이성적인 예이다. 분수에 넘치고 허례의 예를 거부하고 검소하며 

실질적으로 인간사에 맞는 예를 추구한다. 셋째, 극기복례로 요약될 수 

있는 실천적인 예이다. 극기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 비례를 저지르려는 

사욕을 극복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될 수 없는 예는 예가 

아니며, 예로서 조절되지 못하는 행위도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예가 

될 수 없다(송복, 1999: 192-196). 이상에서 살펴본 예의 성격은 인간주

의, 합리주의, 생활 속의 실천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가 이러한 정신을 떠날 때 그것은 항상 현실과 유리된 고정

된 형식과 규범만을 고집하는 상태에 머무르며, 도덕적 판단의 방해 요

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예는 반드시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조화의 상태를 문질빈빈(文質彬彬)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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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를 한마디로 하면 화(和)이다. 화는 사리와 상황에서의 균형

됨이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화(和)’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적 화(和)’이다.  

우선 사회적 화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적 화는 예를 사회적 관계의 조화

로운 표현으로 본 것이다. 예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사회의 각 부분들

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고 사리에 맞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화의 

첫 번째 유형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이다. 예는 전통을 무시하지 않지만 

전통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지만 그것의 현실적 실

현 가능성을 고려한다. 사회적 화의 두 번째 유형은 가족과 사회의 조화

이다. 이는 가족 내에서의 바람직한 행위가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고, 사

회 내에서 바람직한 행위도 가족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상태를 말한다. 

다음으로 개인적 화에 대해 알아보자. 예의 개인적 기능은 개인의 인격

과 의식을 조화시키고, 개인의 행동과 생활 방식이 적합한 방식으로 조

화롭게 되도록 만든다. 이것은 크게 인격적 화와 행동적 화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먼저 인격적 화를 살펴보면, 이것은 조화로운 인격의 형성과 

관계된 것이다. 인격적 화란 성실한 인간으로의 지속적인 수련의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균형과 사리에 맞게 일관되고 조화

롭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 화는 이러한 성격과 기질에서 특정 측면을 거부하거나 배격하지 

않는다. 예를 통해 자신의 모습들을 융해하고 승화시켜 나가 개인적 화

를 얻는다. 행동적 화는 인격적 화를 외적인 행동으로 조화롭게 실현하

는 것이다(송복, 1999: 196-210).   

학생들에게 도덕적 습관을 기르게 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개인적 

화의 차원의 예’와 ‘사회적 화의 차원의 예’라는 구분을 사용해 보고

자 한다. 이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개인적 차원의 예와 사회적 차원의 예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학교 예절실과 같은 곳에서 가르치는 예

절은 사회적 차원의 화를 이루기 위해 형식화된 규범적 행동 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습관의 측면에서 볼 때, 예는 정서를 도덕적으로 쉽

고 정확하게 발현 시킬 수 있는 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려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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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 적절한 대상을 향해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만큼의 정서를 적절

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각 상황에 맞는 예를 미리 설정하여 배우거나, 상황에 맞게 실

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올바른 예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

서적 유능성과 도덕적 사고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덕적 습관은 

몸에 밴 예(禮)로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도덕적 사고의 도움을 받아 보

다 쉽게 도덕적 행동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

럼 그것이 도덕적 습관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의 세 차원, 즉 인간

주의, 합리주의, 실천주의의 측면이 반드시 고려된 상태에서 습관의 차

원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 절에서는 도덕적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정서의 도덕적 습관 형성 방법

정서의 도덕적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은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

관, 감정의 습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무언가를 습관들이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한다. 반복적인 연습을 위해 일정한 패턴이 있

으면, 그 절차에 따른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올바른 습관을 들일 수 있

게 된다. 올바른 습관이 들게 되면 아이들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도덕적 정서를 도덕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따라서 생각, 행동, 감정

의 습관을 들이기 위한 연습의 패턴이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생각과 행동의 습관으로는 구사와 구용을, 감정의 습관에는 심리 치

료적 논의를 가져와서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① 생각의 습관

 먼저 생각의 습관을 위한 훈련의 기본 틀로서 구사(九思)에 대해 알

아본다. 구사는 『논어』 「계씨」편에 나온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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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九思) 율곡의 설명

시사명

(視思明)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나 인식을 할 때는, 명확히 보아야 할 

것을 생각하여, 판별하여 알아야 함

청사총

(聽思聰)

남의 말이나 세상사를 들을 적에는 총명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

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경청을 해야 함

색사온

(色思溫)

대인관계에 있어서 마음속에 들어 있는 것을 표현 할 때는, 온

화하게 표현을 하여야 함

모사공

(貌思恭)

용모는 단정히 하여야 하며, 행함은 공손하여야 하겠다는 생각

을 해야 함

언사충

(言思忠)

말을 할 때는 진실하고, 실천 가능한 말만 하겠다는 것과 충성

된 말인지를 생각을 해야 함

<표-19> 율곡 이이의 구사(九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아홉 가지 생각해야 할 것

이 있다. 볼 때에는 밝음을 생각하여(視思明), 들을 때에는 귀 밝음

을 생각하며(聽思聰), 얼굴빛 가짐에는 온화함을 생각하며(色思溫), 

행동거지에는 공손함을 생각하며(貌思恭), 말에는 진심에서 우러나

옴을 생각하며(言思忠), 일에는 공경 집중함을 생각하며(事思敬), 의

심에는 물을 것을 생각하며(疑思問), 분노에는 어려움을 생각하며(忿
思難), 이득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見得思義)”(『論語』 

卷16 「季氏」: “孔子曰 君子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 )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擊蒙要訣)』의 제3장 「지신(持身)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생각의 지표로 구사(九思)를 제시하고, <표-19>와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생각의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행동의 습관을 들이는 방법

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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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경

(事思敬)

일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성실하게 완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여야 함

의사문

(疑思問)

의문이나 의심이 나는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물어 볼 것을 

생각하여야 함

분사난

(念思亂)

화가 났을 때나, 분한 일이 있을 때, 그 분노로 인해 더 큰 어

려움이 있거나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나 않을까를 생각하여야 

함

견득사의

(見得思義)

이득이 생기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의(義)로운 것인가 또는 

옳지 않은지를 생각 하여야 함

구용(九容) 율곡의 설명

족용중

(足容重) 

발을 움직임에 있어서 무겁게 하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다. 

걸음걸이를 침착하게 하고 경솔하게 발걸음을 하지 말라는 것

이요, 어른 앞에서 걸을 때는 이에 구애 받지 말라.

수용공

(手容恭)

손을 움직일 때는 공손하여야 하고, 손놀림을 게을리 하지 말

며, 일이 없을 때에는 손을 모으고 망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손

을 씀에 남에게 헤를 주지 말고, 덕(德)을 끼치는 데 사용하여

야 한다는 의미이고, 일을 할 때 아끼지 말라.

목용단

(目容端)  

눈 거동을 단정히 하고, 눈동자를 안정시켜 마땅히 바르게 보

아야 한다는 것이다. 흘겨보거나 째려보지 말라고 하였다. 맑은 

눈망울로 상대를 보고, 따뜻한 마음의 눈으로 전하라.

<표-20> 율곡 이이의 구용(九容)

② 행동의 습관

다음으로 행동의 습관을 들이기 위한 방법의 기본틀로서 구용(九容)에 

대해 알아본다.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擊蒙要訣)』의 제3장 「지신(持
身)장」에서 일상생활에서 몸가짐과 행동의 지표로 구용(九容)을 제시하

고, <표-20>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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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용지

(口容止)

입놀림을 조심하고, 말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면, 항

시 움직이지 말라는 의미이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이나, 하지 말

아야 할 말들을 삼가라는 의미이다. 입은 무거워야 한다는 말

은 말을 적게 하라.

성용정

(聲容靜) 

 말소리는 조용하고, 마땅히 심기를 잘 조절하여 다듬어서 해

야 하며, 구역질 하거나 트림을 하는 소리 까지 상대에게 들리

지 않도록 하라

두용직

(頭容直) 

머리의 거동은 곧게 하며, 항상 바르게 하고, 몸도 곧게 하며, 

기울려 틀거나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기용숙

(氣容肅) 
숨을 고르게 쉬며, 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

입용덕

(立容德) 

서 있는 모습은 덕이 있게 하여야 하고, 똑바로 서고, 앉아 있

을 때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며, 기상 있고 씩씩하게 보이도

록 해야 한다.

색용장

(色容壯)

얼굴빛을 단정히 하고, 온화하고 거만하게 보이지 말도록 하며, 

태만의 면색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환한 웃음 띤 얼굴

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구용과 구사를 통해 생각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형성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급의 규칙으로서 구용과 구사를 제

정하는 것이다. 학급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구용과 구사에 맞게 생각

하고 행동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의 도덕적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틀이 만들어진다. 물론 이를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는 격몽요결 지신장과 같은 자료를 통한 구용과 구사의 내용과 정신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용과 구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하여, 학생들과 함께 학급 규칙을 보다 세분화해서 만들어 갈 수 있

다. 예를 들어, 아래와 <표-21>, <표-22>와 같은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급 규칙의 세부 항목을 제시 한 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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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조목 규칙

구용1 족용중(足容重)
￭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걷는다.

￭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다.

구용2 수용공(手容恭)
￭ 손으로 장난을 치지 않는다.

￭ 손으로 친구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구용3 목용단(目容端)
￭ 눈동자는 단정하게 한곳을 바라본다.

￭ 친구를 흘겨보거나 째려보지 않는다.

<표-21> 구용을 적용한 학급 규칙 예시 

급과 학생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해지는 도덕적 습관을 추가적으로 규정

할 수도 있다. 학급 규칙은 학생들에게 도덕적 규칙을 권위 있게 제시하

여 지속적으로 반복 훈련시킬 수 있는 도덕적 자료이다. 또한 교사의 일

방적인 지시나 가르침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구용과 구사에 맞는 생각과 

행동의 규정을 만들어 내어 함께 지켜 갈 수 있으므로 자율적인 도덕적 

습관 형성을 유도할 수도 있다. 

둘째, 구용과 구사를 직접 연습해 보는 것이다. 행동의 습관에서는 예

를 들면, ‘족용중’의 의미를 탐구한 뒤, 족용중의 모습을 생활 속에 

적용하면 어떤 행동들이 가능할 것인지 학생들이 직접 시연해 보는 것이

다. 복도에서 천천히 걷는 것, 계단에서 한걸음씩 차분하게 내려가는 것, 

횡단보도 신호가 바뀔 때 경솔하게 뛰어 건너가지 않고 차분하게 판단하

고 걷는 것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족용중을 적용한 행동의 사례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생각의 습관에서는 예를 들면, ‘청사총’의 의미를 

탐구한 뒤, 청사총을 적용한 생각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는 것이다.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집중해서 잘 알아

듣도록 하기, 책을 읽을 때에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기, 무언가를 처음 

볼 때에는 집중해서 잘 파악하기 등의 생각의 방식들을 구체화하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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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용4 구용지(口容止)
￭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

￭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다. 

구용5 성용정(聲容靜)
￭ 말소리는 조용하게 한다.

￭ 마음과 감정을 잘 조절한 후 말한다.

구용6 두용직(頭容直)
￭ 머리와 몸을 항상 곧게 한다.

￭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는다.

구용7 기용숙(氣容肅)
￭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쉰다.

￭ 기침소리는 입을 가리고 작게 낸다.

구용8 입용덕(立容德)
￭ 서 있을 때 자세를 바르게 한다.

￭ 자신감 있고 겸손한 자세로 선다.

구용9 색용장(色容壯)
￭ 항상 온화한 표정을 짓는다.

￭ 친구들에게 웃어준다.

순서 조목 규칙

구사1 시사명(視思明)
￭ 책을 읽을 때 뜻을 생각한다.

￭ 집중해서 명확히 보도록 노력한다. 

구사2 청사총(聽思聰)

￭ 다른 사람을 말을 경청한다.

￭ 다른 사람의 말을 잘 판단하며 함부로 믿지   

  않는다.

구사3 색사온(色思溫)
￭ 마음속의 생각을 온화하게 표현한다.

￭ 말을 할 때 표정을 부드럽게 한다.

구사4 모사공(貌思恭)
￭ 자신의 용모가 단정한가 생각한다.  

￭ 일을 행할 때 공손하게 하고 있는가 생각한다.

<표-22> 구사를 적용한 학급 규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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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5 언사충(言思忠)
￭ 실천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약속한다.

￭ 자신의 한 말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구사6 사사경(事思敬)

￭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 활동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존중한다.

구사7 의사문(疑思問) 

￭ 궁금한 것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 

  해결한다.

￭ 의문이 나는 것은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구사8 분사난(念思亂) 

￭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참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 화를 내고 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생각한  

  다.

구사9
견득사의

(見得思義)

￭ 내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모두에게 도  

  움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

￭ 일을 할 때에는 먼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생  

  각한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교사의 창의적 응용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구용과 구사가 행동과 사고의 습관을 형성하는 

틀로서 갖는 의미는 그것이 공자의 말씀이거나 경전에 나오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자의 특성상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가능하며, 다양한 해석을 

통해 일상의 삶에 다양하게 접근하고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족용중’이라고 배우지 않고 단지 발걸음을 무겁게 하라고만 배운다면 

그것은 행동을 제약하는 예절에 그칠 뿐이다. 족용중의 의미를 깊이 해

석해 들어가면, 무거운 발걸음, 의미 있는 발걸음을 걸으라는 뜻으로도 

풀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이 가장 무거운 발걸음

이 될 수 있는 중용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 한정된 행동 방식이 아닌 창의적이 자율

적인 행동의 기반으로서 작동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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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정의 습관

마지막으로 감정의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감정의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뇌는 익숙한 감정이 나타나면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낯선 감정

은 금방 잊어버리려고 하는 전략을 택한다(박용철, 2013: 27, 37). 아무리 

뇌가 감정 습관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모든 감정을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려면 자신이 익숙하지 못한 감정과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운동장에 나가 즐거운 신체 활동을 하거나 교실

에서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감동적인 영화를 보며 다양한 정서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배려하고 배려 받는 

정서 체험, 칭찬해 주고 칭찬 받는 정서 체험,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정

서 체험을 하게 해주는 도덕적 정서 체험을 하는 경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둘째, ‘감정 수첩’을 작성하는 것이다. 아무리 부정적인 감정 습관

이 든 사람이라도 기분이 좋거나, 성취감을 느끼거나, 감사할 때가 있다. 

바로 이 순간을 사소하게 넘기지 말고 수첩에 적어 놓는 것이다. 감정 

수첩에는 그 때의 상황과 기분, 자신의 생각 등을 적는다. 그리고 잠자

기 전에 수첩을 읽으며 긍정적인 경험과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본다. 긍정

적 감정을 다시 체험해 보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뇌가 긍정적

인 감정에 익숙하게 된다(박용철, 2013: 38-39). 

감정 수첩을 도덕적으로 응용해보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도덕적 

정서를 체험한 경험을 적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 넘어

진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을 때의 친구와 함께 느꼈던 우정, 

모둠 친구들과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며 느꼈던 협동의 체험 등 도덕

적인 작은 정서 체험들을 잊지 말고 ‘도덕적 정서 공책’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침 자습 시간이나 도덕 수업 시간에 발표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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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서로의 체험을 나누게 하는 것은 도덕적 정서를 습관들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3) 도덕적 사고

(1) 정서와 도덕적 사고

인간은 정서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Mckay & Dinkmeyer, 

김유광 역, 2003). 이렇게 정서를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은 사고 능

력에서 온다. 이 때 “사고(thinking)는 추상화, 추리, 판단, 심상, 문제 해

결 등의 심적 속성들이 기억에 표상된 지식을 활용하며 복잡하게 상호작

용함으로써 정보의 변형을 통해 새로운 심적 표상이 형성되는 보다 포괄

적인 과정이다”(이정모, 2012: 530-531). 이러한 사고 능력을 통해 자신

의 정서를 돌이켜 생각하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

의 특별한 능력이다. 손과 입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몸의 일부인 

것처럼, 사고와 정서는 구별 가능한 기능이지만 마음의 능력, 인지 능력 

안에서 하나로 연결 통합되어 작용한다. 이때 인지는 정서에 영향을 주

고, 정서는 인지에 영향을 준다. 특히 중요한 인지적 결정을 할 때에는 

정서를 담당하는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된다(이정모, 2012: 605).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나 생각 또는 판단의 개념으로 쓰는 

‘인지’에 대한 인지과학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지

(cognition)란 지․정․의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능동적인 심적 활동이다. 인

지는 엄밀한 사고, 논리적으로 형식화할 수 있는 추리, 문제 해결 등의 

사고뿐만 아니라, 정서, 동기, 사회적 인지, 지각, 기억, 학습, 언어, 사고 

등의 인간의 마음이 드러내는 모든 방식과 과정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지과학은 사고의 과학 또는 마음의 과학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이정모, 2012: 38). 인지, 사고, 마음을 큰 틀에서 

한가지로 보는 접근은 도덕교육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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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덕성을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으로 분류

하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러한 나눔의 접근법은 인지와 정의와 행동이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인식되

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세 가지 별개의 도덕성이 되어 버린 지․정․행
의 관계를 밝히는 데 도덕 심리학과 도덕교육의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

것은 지․정․행의 통합을 주장하는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앞에서 살펴본 오늘날의 인지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도덕성의 각 

측면은 개념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상호 복합적으로 기능

한다. 사고와 정서의 복합적 상호 작용의 과정에 대해 다마지오의 이야

기를 살펴보자. 

다마지오(Damasio, 2010)는 정서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좋은 느낌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인해 두 가지

의 결과가 나타난다. 하나는 정서에 어울리는 사고의 출현이다. 좁은 의

미에서, 그리고 순수한 의미에서 느낌이라는 단어는 특정 상태의 신체에 

대한 관념(idea)이다. 이 정의에서 관념이라는 말을 ‘사고(thought)’ 또

는 ‘지각(perception)’으로 대치할 수 있다. 느낌이 나타내는 현상을 

느낌의 원인이 되는 대상, 그리고 느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고 또는 사

고의 방식과 분리시켜서 바라볼 때 느낌의 본질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

이다. 느낌의 내용은 신체의 특정 상태에 대한 표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서의 원인이 되는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고 그것이 정서를 유발하고, 

느낌을 만들어 내고, 동시에 정서와 관련된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이번

에는 그 생각이 정서적 상태를 증폭시킨다.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심지

어 추가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독립적인 자극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

하여 진행 중인 정서적 상태를 더욱 강렬하게 만든다. 정서가 증폭되면 

느낌도 더욱 증폭된다. 그리고 주의가 다른 곳으로 전환되거나 이성이 

작용할 때까지 이 순환 과정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

이 완전히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자기 관찰을 통해서 어떤 것이 

먼저 나타나는지 알아낸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Damagio, 임지

원 역, 2010: 103-106). 다마지오는 정서와 사고가 순화의 고리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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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사물과 사건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은 정

서이다. 발생된 정서는 그 순간의 물리적 정서 환경, 심리적 정서 환경

과 상호작용하며 사고와 행동을 이끈다. 정서의 측면에서 보면 행동은 

두 가지 방식을 갖는다. 하나는 정서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정서가 발생하고 난 후 사고 과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성

과 방법을 고안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다. 발생된 모든 정서가 행동을 유

발하는 것은 아니다. 고통 받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동정심을 느꼈

다고 해도 사고 과정을 통해 도움의 행동을 제어하면 행동은 유발되지 

않는다. 상황과 관련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를 도덕적으

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상황을 입체

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성과 정서를 동시에 사용하여 사고

(thinking, 思考)해야 한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상황은 항상 새로운 요

소들로 인해 끝없이 새롭게 구성되어 가는 과정적 실체이기 때문에 이성

을 통해 완벽히 분석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이문(2005)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지성의 본질은 모든 문제를 티끌만큼의 애매모호함도 없이 투

명하게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풀고자 한다. 그러나 어떤 문

제 풀이도 이러한 지적 요청을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없다. 인간과 

자연의 현실은 그러한 지적 욕망이 채워지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희미하다. 도덕적 즉 선․악을 판단하는 문제는 더욱 그렇다. ………공

자가 보여주었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히 지적으로 만족스러운 즉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이고 윤리적이면서 도덕적인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적 판단은 이성적 판단보다 더 깊은 판단을 요구한다. 

공자의 감정은 이성과 감성에 대립된 감성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이 

통합된 근원에서 우러나는 느낌이 아닐까>생각된다. 그러나 실천적 

차원에서 모든 도덕적 행위는 궁극적으로 합리적일 수 없으며 따라

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반드시 고독한 고민을 동반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남긴다. 이런 도덕적 판단의 상황 인식이 가르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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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훈은 서로 대립되는 인간들 상호간의 이해와 관용의 입장에서 

언뜻 보아 미지근하지만 ‘중용적 타협’이라는 태도의 중요성이다. 

고민과 고통을 전혀 갖지 않은 도덕적 행위는 존재할 수 없고, 공자

의 도덕 철학은 그러한 고민과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 줌으로써 우리

들의 도덕적 삶을 보다 짙고 깊게 하고 우리를 보다 ‘인간적’으로 

일깨워 성장하게 도와주기 때문이다”(박이문, 2005).

이와 같이 인간의 도덕적 결단은 이성과 정서의 통합된 상태에서 일

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도덕적 선택에 있어 정서는 방향 설정에 큰 영향

을 미친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호불호(好不好)라는 정서적 신호에서 출

발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정서 교육을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도덕적 사고는 정서의 

도덕적 정서 능력치를 극대화하고, 비도덕적 정서 능력치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사고 작용이다. 한마디로 도덕적 정서화를 촉진하는 사고가 도덕

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이때의 도덕적 사고는 이성 중심의 사고처럼 가

변적 요소를 모두 제거해 보편화될 수 있는 도덕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사고와는 다른 차원에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박이문이 말한 

것처럼 ‘중용적 타협’이라는 말로 상징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이해

와 관용을 통해 중화를 추구하는 사고이다. 그 시점에서 관계된 모든 것

들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시중적 사고라 할 수 있다. 

또한 도덕적 사고는 정서적 유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집단의 정서에 대한 유능성을 바탕으로 상황

을 도덕적으로 해결해 가는 사고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서와 관련된 도덕적 사고의 특징에 가장 

적합한 사고로 ‘중용적 사고’를 설정하고자 한다. Ⅲ장 3-3절에서 살

펴본 중용의 개념을 바탕으로, 중용적 사고의 특성을 세분화하고, 각 사

고의 특성과 그것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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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의 도덕적 사고 능력 형성 방법

본 연구자는 정서를 도덕적 정서로 실현시키는 중용적 사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실천적 사고’, ‘성찰적 

사고’, ‘상황적 사고’,‘ 배려적 사고’, ‘공감적 사고’, ‘목적 지

향적 사고’, ‘조화적 사고’이다.  따라서 정서를 도덕적 정서로 실현

시키는 중용적 사고는 이러한 각 사고 능력의 형성과 향상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성숙될 것이다. 정서를 도덕적으로 발현하며 도덕적 정서를 통

해 도덕적 행위를 이어가는 사람은 중용적 사고를 쉬지 않고 있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사고 능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형

성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의미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중용적 사고는 실천적 사고이다. 이것은 정서에 대한 관념적 사

고가 아니라 정서를 실제 삶에서 도덕적으로 발현하도록 만드는 사고이

다. 예를 들어, 분노해야 할 상황에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

렇지 못한 것을 비겁하다고 한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상황과 

마주하여 비도덕적인 대상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대표적인 도덕적 정서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는 쉽게 또는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직접

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맞게 

조절 해가며 도덕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사고의 힘이 필요하

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 사고이며, 중용적 사고의 한 특징이다. 자신에게 

발생한 정서가 원하는 목적을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 분별하고 도덕적 행

동으로 발현하도록 이끄는 실천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은 다

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사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사가 특정한 정서를 표현하고 그것을 행동과 연결시키는 과정

을 보여주어 학생들에게 모델링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불의한 일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학생들은 어

떤 일에 어느 정도의 분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고, 즉 정서와 관련

된 실천적 사고를 형성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에게 실천적 사고

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역할 놀이 수업 모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역



- 219 -

할놀이의 상황을 정서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정서에 적합한 행동을 실연

해보는 과정을 체험해 보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된 연습의 과정을 

통해 정서를 바르게 행동으로 연결하는 실천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중용적 사고는 성찰적 사고이다. 이는 정서가 비도덕적 정서로 

발현되었을 때 이것을 도덕적 지향점에 비추어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발

현되려고 할 때 도덕적 지향점에 맞게 발현되도록 이끄는 사고이다. 성

찰적 사고는 자기가 도덕적으로 적절히 발현하지 못한 정서의 상황을 다

시 돌이키며 자신이 설정한 도덕적 지향점에 부합하는지 반성하고, 앞으

로 정서를 어떻게 발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합당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성찰적 사고를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박세원(2004)의 연구가 의

미 있는 제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그의 글의 결론 부분

에서 성찰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성찰은 감정, 미, 의지, 이성의 상호작용적인 능력으로 이해되

어져야 한다.  아이들은 하나하나 자기만의 독특한 재능이 있고 성

격이 있고, 꿈이 있고, 처해진 도덕적 환경이 있으며, 삶을 구성해 

가는 방법이 있다. 아이들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교육한다는 의미는 

이러한 제각기 독특한 아이들의 삶을 교사를 포함한 교육자들이 온

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성

찰이란 학생들이 자신들의 선행 경험, 관심, 의지, 의도, 개인적 가

치, 그리고 내적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도

덕적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도록 성찰적 능력을 기르고 강화시켜 주

는 것이다”(박세원, 2004: 170-172).  

박세원은 학생들의 성찰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성찰적 

교사의 질적인 인도’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의 독특함과 그 삶을 온전

히 이해하는 교사가 학생들의 성찰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서가 비도덕적 정서로 발현되었을 때 단순한 차원에서 후회나 자책, 사

과를 하는 것으로는 정서의 도덕적 정서화를 이끌거나 비도덕적 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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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유는 정서를 발현시키는 학생의 내적 

배경 즉, 박세원이 지적한 것처럼 학생의 정서는 그들의 선행 경험, 관

심, 의지, 의도, 개인적 가치 등의 복합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적 수준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서 표현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도 따듯한 

충고를 해 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찰일기 쓰기’, 

‘성찰의 시간 갖기’ 등과 같은 방법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

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찰적 삶을 사는 교사가 학생들의 삶을 이

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개입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도덕적 지향을 향해 가려는 동기를 키워 주는 것이 성

찰적 사고를 향상 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셋째, 중용적 사고는 상황적 사고이다. 이는 정서를 도덕적 정서로 발

현시키기 위하여 상황의 맥락과 관련된 요소를 최대한 수집하고 종합적

으로 고려하는 사고이다. 상황적 사고와 반대되는 사고는 상황과 상관없

이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집착적 사고와 타인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

고 자기 생각대로 거리낌 없이 하는 사고이다. 집착적 사고와 무기탄적 

사고는 타인에게 정서적 상처와 해를 입히기 쉽다. 따라서 상황적 사고

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과 반대되는 사고를 해야 한다. 여기

서 공자의 모습을 참고할 수 있다. 『논어』 「자한」편에는 다음과 같

은 공자의 말이 나온다. 

선생님께서는 네 가지를 끊었으니, 사사로운 뜻이 없으셨고, 기

필함이 없으셨고, 고집함도 없으셨고, 나라는 집착도 없으셨다.

이것을 참고하여 상황적 사고의 구체적 특징을 찾아보면, 무의(毋意), 

즉 사적인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에서 생겨 나오는 뜻을 정

당한 이치에 비추어 그것에 맞도록 만드는 생각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를 발현할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여러 가지 요소와 조건을 고려

하여 생각하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다음은 무필(毋必), 즉 꼭 그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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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꼭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고

는 타인의 생각과의 조율이나 소통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뜻보다는 이치를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내 생각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

다. 타인의 의견이라고 이치에 맞는다면 그것이 곧 자신의 뜻과 같은 것

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무고(毋固), 즉 타인과 상황을 모두 무시

하고 오로지 ‘내 생각만이 옳다’는 고집적 상태이다. 어떤 한 가지 선

택이나 사고방식만이 반드시 옳을 수 있는 때는 없다. 따라서 학생들에

게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항상 자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를 경청하고 타인의 정서를 살피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

아(毋我), 즉 이기심을 버린 것이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즉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게 되면 주변

의 맥락과 요소를 고려한 후 타인의 정서를 배려하기 어려워진다. 따라

서 학생들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올바름(義)을 따라 행동하도

록 가르쳐야 한다. 

넷째, 중용적 사고는 배려적 사고이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발현했을 

때 관련된 타인들이 받게 될 정서적 영향과 충격 그리고 그들의 정서 상

태를 고려하는 사고이다. 배려는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상황과 정서를 살펴 도움이 될 것을 나누어 주고 염려해 주면

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는 것이다. 배려적 사고는 감정이입과 역지사

지의 두 가지 작용을 포함하는 사고이다. 배려적 사고는 가장 소극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적극적인 차원까지를 포괄한다. 따라서 아

주 일상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노력과 피해를 최소화하며 타자를 배려하

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헌신과 일정 부분의 자기희생을 감수하

는 차원까지를 고려하는 사고이다. 이는 인(仁)의 행위의 도덕적 기준으

로 삼는 사고이다. 배려적 사고는 나딩스가 말한 윤리적 배려 차원의 배

려를 실현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배려적 사고를 키워 주기 위한 다양한 수업 모형들이 개

발되어 있다. 그러한 수업 모형들을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교

사가 학생들에게 배려하는 사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대화를 할 때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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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배려를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 배려적 삶이 도덕적 삶이며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심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중용적 사고는 공감적 사고이다. 이는 정서가 실현되는 상황

에서 타인의 정서를 고려하는 추기급인의 사고이다. 공감적 사고는 정서

와 인지 양 측면 모두에 관계된다. 타인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는 정서

적 유능성이 바탕이 되어야 공감적 사고도 가능하게 된다. 정서는 우리

에게 강력한 고유의 신호를 보낸다. 예를 들어, 정서의 기능에서 살펴보

았던 것처럼 공포는 위험을 인지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자기를 지키

게 만든다. 각각의 정서들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공포, 

분노,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일련의 행동을 촉발한다. 그

렇다면 타자의 감정 상태를 같이 느껴보게 되는 공감은 타자가 처한 정

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공감하고 나면 차마 

그렇게 할 수 없거나,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호프만은 공감을 일으키는 높은 수준의 인지적 양식으로 매개된  

연상(mediated association)과 역할채택 또는 관점채택을 말하고 있다

(Hoffman, 박재주 외 역, 2011: 15). 공감은 자연적인 정서교감을 통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공감적 사고의 함양을 통해 더 성숙된 공감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공감적 사고를 함양하는 방법에 대해 호프만은 의미 있

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과 같은 것을 직

접 경험해 보았을 때, 더 잘 공감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

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그는 학생

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랑을 많이 받은 학생은 자

신에게 몰두하지 않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친사회적으로 행동할 것이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모델의 행동에 학생들을 

노출시킬 것을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Ⅴ장 3절에서 살펴보았던 정서적 

유능성 함양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감적 사고를 함양

하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그 상황에 대한 분별과 파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용과 거부의 연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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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중용적 사고는 목적 지향적 사고이다. 이는 도덕적 지향점을 

향한 지속적인 도덕적 자기 수양과 자기실현의 배움(爲己之學)을 통해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사고이다. 목적 지향적 사고를 하려면 목적이 있어

야 한다. 이 목적을 도덕적 지향점과 일치시킬 때, 자신의 정서를 도덕

적으로 발현시키고 또 잘못 발현했을 때 도덕적 지향점에 맞도록 방향을 

수정해 갈 수 있다. 목적 지향적 사고는 하나의 삶의 태도이자 의지이

다. 자신의 삶을 도덕적 지향을 향해 매일 배우고 익히며 즐거워하는 과

정 속에 목적 지향적 사고가 들어 있다. 목적 지향적 사고는 삶의 목적

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목적 지향적 사고를 함

양하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Ⅴ장 4절에서 도덕적 

지향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현

실적 수준과 이상적 수준의 삶의 지향을 목적으로 삼도록 지도한다. 이

것은 학년의 수준이나 학생 각각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것이다. 

가치명료화 접근, 진로교육, 도덕적 인간상 설정, 도덕적 가치관 설정 등

을 통해 도덕적 지향점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삶의 다양한 상황에

서 그 지향점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도록 알려주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설정하고 그 

때 자신의 정서를 도덕적 지향점에 맞게 일으키고 표현하도록 하는 연습

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중용적 사고는 조화적 사고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하여

금 상황에 알맞은 행동을 통하여 주관과 대상, 인간과 우주, 개인과 사

회의 화해와 일체성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동과 느낌 하나하나마다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려는”(장승구 외, 2004: 14) 사고이다. 이를 개인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조화적 사고는 자신의 정서를 조화롭게 발현시켜 상

황 속에서 절도에 맞는 도덕적 정서를 만들어 내는 사고이다. 조화적 사

고는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의 정서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사고이다. 정서

는 항상 변동하며 상황에 따라 요동친다. 타인들의 다양한 정서를 고려

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화롭게 발현시키는 능력이다. 조화적 사고 능력은  

정서적 유능성의 정서 조율 능력 향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함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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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의 운영

1. 소(小)·중(中)·대(大) 범위 설정의 의미와 내용

도덕적 정서 교육 체계화 방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Ⅳ장 3절에서 제

시한 도덕적 정서 교육의 운영 원리를 준거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구

성해야 한다.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 구성의 주체는 학교(관리자, 교사)

이고, 교육 방안의 대상은 학생이다. 학교나 교사는 도덕적 정서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 방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

여 도덕적 정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도덕적 정서 교육 체계화 방안

을 재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효과적인 도덕적 

정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과 그에 따른 교육 내용 선

정, 교육 여건에 따른 방법의 선택 등의 여러 가지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작게는 교사가 학생과 만나는 짧은 순간에서도 도덕적 정서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다. 크게는 학급, 학교, 가정 차원에서 관리자, 교사, 

학부모의 체계적인 소통 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도덕적 정

서 교육은 본 연구를 통해 밝힌 도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 원리와 체계

화 방안을 기반으로 구성될 때 본래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소 범위, 중 범위, 대 범위로 나누어 제시하려고 하는 도덕

적 정서 교육 운영 방법들은 학교나 교사가 도덕적 정서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틀의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를 준용하여 그

대로 도덕적 정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소·중·대

의 의미는 도덕적 정서 교육이 실행되는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를 

포괄하여, 실제로 실시되는 규모의 차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였

다. 이에 따라 대․중․소로 나누어 도덕적 정서 교육의 운영 방안을 정리

해 보면 <표-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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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운영

내용적  ․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가

정

학

교

학

급

타 

수

업 

도

덕

수

업

6년

1년

단위

수업

소(小)

도덕과 단원 

설정 

도덕적 정서 

분류 

중(中)

도덕적 

학급경영 

연간 도덕과 

수업

대(大)

학교 경영 

학년별 심화 

<표-23> 소·중·대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

2. 소 범위 도덕적 정서 교육 운영 방법

1) 도덕과 단원 설정 운영 방법

도덕과 단원 설정 운영 방법은 도덕적 정서의 토대형성 단원과 도덕

적 정서화 능력형성 단원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도덕적 정서의 토

대형성 단원에 대해 알아보자. 도덕적 정서의 토대형성 교육 방안 내용 

중에서 단원 구성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정서적 유능성이다.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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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능성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을 선정하면 <표-24>와 같다. 

범주 주제 학습 내용

정

서

적

유

능

성

자기 

정서 

차원

자기 정서 인식

- 정서 개념 알기

- 자기 정서의 객관적 인식

- 자신의 복합 정서 인식

자기 정서 이해

- 정서 유발 원인 이해

- 정서 관련 종합적 차원의 이해

- 정서 명칭 부여, 정서 간의 관계 이해

자기 정서 표현

- 언어, 표정, 행동을 통한 사회문화적으로 

  적합한 정서 표현 예절

- 정서 표현이 미칠 영향 알기

자기 정서 조절
- 정서 관리 능력

- 부정적 정서 조절 능력
자기 정서 

동기화

- 정서를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의 힘으로  

  활용하기

자기 정서 유희
- 정서를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고 

  즐기고 승화시키기

타인 

정서

차원

타인 정서 인식
- 타인의 목소리, 표정, 행동을 통해 타인의 

  정서 인식 하기

타인 정서 이해
- 타인의 관점에서 정서 이해하기

- 감정이입하기

타인 정서 조절
- 타인의 정서를 유도, 전환하기

- 타인의 정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타인 정서 공감
- 타인의 정서를 느끼기

- 타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집단 

정서

차원

집단 정서 인식
- 집단의 독특한 정서 상태 알기

- 집단의 정서 문화 알기

집단 정서 이해
- 집단 정서의 이유 알기

- 집단 정서의 수용과 거부 판단하기

집단 정서 동조
- 집단 정서 수용하기

- 집단 정서와 같은 정서 형성하기
정서 

조율

자신과 타인의 

정서 조화

- 부정적 정서 완화, 긍정적 정서 강화하기

- 자신과 타인의 정서 조화 이루기

<표-24> 도덕적 정서의 토대형성 단원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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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에 제시된 주제를 개별적으로 다루거나 통합하여 단원을 구성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기 정서 차원의 단원을 구성하고 자기 정서 

인식, 이해, 조절, 표현을 4차시로 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다. 정서적 유

능성의 어느 부분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교사의 선택에 의해 달

라질 수 있다. 다만 내용 선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정서 차원의 능력들은 정서적 유능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므로 핵심적이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자기 정서 

차원의 능력을 다룰 때에도 자기 정서 인식과 이해, 표현과 조절의 측면

은 반드시 포함하여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

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 넷째, 집단 정서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적인 실습이 어려

운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을 통해 집단 정서와 관련된 의미와 방

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 다섯째, 정서 조율은 자기, 타인, 

집단 차원의 정서적 유능성이 바탕을 이루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능력

이다. 다만 이미 학생이 어느 정도의 정서적 유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

주 할 때, 정서 조율을 실제적으로 연습하고 시도해 보는 것은 아주 중

요한 정서적 유능성 활동이다. 

다음으로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성 단원에 대해 알아보자. 도덕적 정

서화 능력은 도덕적 지향, 도덕적 습관, 도덕적 사고로 구성된다. 이것을 

단원의 형태로 접근할 때 각각을 하나의 단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하

나의 단원 안에 세 차원을 다 넣을 수도 있다. 소 범위 차원에서 볼 때, 

하나의 단원 안에 세 차원을 다 넣어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 내용

을 제시해 보면 <표-25>와 같다. 이 단원을 운영하는 내용을 설명하면, 

첫째, 1차시의 도덕적 지향 설정 차시에서 3학년에서는 현실적 지향 수

준의 가치 명료화 접근, 4학년에서는 현실적 수준의 진로 교육 접근, 5

학년에서는 이상적 수준의 도덕적 인간상 접근, 6학년에서는 이상적 수

준의 도덕적 보편 가치 접근으로 차시를 구성해 볼 수 있다. 이는 이후 

다루게 될 학년별 심화 차원의 운영 방안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각 학년을 구분한 것은 예시이며, 각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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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1차시

➡

2차시

➡

3~4차시

➡

정리

단원

도입

도덕적 지향 

설정

도덕적 습관 

형성

도덕적 사고 

함양

단원

정리

￭ 현실적 지향

 (가치 명료화

진로 교육)

￭ 이상적 지향

(도덕적인간상

도덕적보편가치)

￭ 생각의 습관

(구사)

￭ 행동의 습관

(구용)

￭ 감정의 습관

(도덕적 정서 

공책)

￭ 실천적 사고

￭ 성찰적 사고

￭ 상황적 사고 

￭ 배려적 사고

￭ 공감적 사고

￭ 목적지향적 사고

￭ 조화적 사고

<표-25>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성 단원 운영 방법

할 수 있다. 둘째, 2차시의 도덕적 습관 형성 차시에서는 생각, 행동, 감

정의 습관을 위해 구사, 구용, 도덕적 정서 공책을 다룬다. 이 차시를 통

해 도덕적 습관을 형성하는 정도까지 나아갈 수는 없겠지만, 구사와 구

용을 설명하고, 학급의 규칙이나 생활의 원칙으로 지켜 갈 수 있도록 가

르쳐야 한다. 감정의 습관을 바꾸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르치고, 도

덕적 정서 공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3차시 또는 

3~4차시로 구성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 함양 차시는 정서를 도덕적으로 

발현하는 중용적 사고의 일곱 가지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차시이다. 실

천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으로 역할 놀이 수업 모형, 성찰적 사고를 키우

는 방법으로 성찰 일기 쓰기, 상황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으로 도덕적 원

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 배려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으로 도덕적 

대화하기, 공감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으로 정서적 유능성의 공감 능력 

형성하기, 목적 지향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으로 도덕적 지향에 비추어 

생각하기, 조화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으로 정서 조율 능력 향상하기 등

을 설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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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

➡

1차시

➡

2차시

➡

3차시

➡

4차시

➡

정

리

단

원

도

입

측은지심의 

도덕적 정서 

모범 제시

측은지심의 

도덕적 지향 

설정

측은지심의 

도덕적 습관 

형성

측은지심의 

도덕적 사고 

함양

단

원

정

리

￭측은지심의 

도덕적 모범 

예화 제시

￭측은지심의 

의미와 내용 

알기

￭측은지심의 

현실적 지향 

설정

또는

￭측은지심의 

이상적 지향 

설정

￭측은지심의 

생각의 습관

￭측은지심의 

행동의 습관

￭측은지심의 

감정의 습관

￭도덕적 사

고의 일곱 

가지 측면에

서 측은지심

의 사고 함

양하기

<표-26> 도덕적 정서 형성 단원 운영 방법(예시: 측은지심) 

2) 도덕적 정서 분류 운영 방법

본 연구는 맹자의 사단지심을 도덕적 정서 분류 체계로 설정하였다. 

소 범위 운영 방법으로서 도덕적 정서 접근은 각 개별 도덕적 정서를 중

심으로 단원을 구성하여 도덕적 정서를 교육하는 것이다. 이것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도덕과 교육에서 했던 접근과 

같은 것이다. 공감 능력을 키우거나 배려를 형성시키기 위한 단원을 설

정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도덕적 정서를 

형성시키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친구를 배려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려를 교육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다른 하나의 

접근은 사단의 정서를 하나씩 목표로 삼아 교육하는 것이다. 측은지심을 

길러 주고, 수오지심을 길러 주고, 사양지심을 길러 주고, 시비지심을 길

러 주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것에 대한 운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운영 방법은 <표-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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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정서 형성 단원을 측은지심을 예로 운영 방법을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1차시는 측은지심의 도덕적 정서 모범을 제시하는 차

시이다. 도덕적 정서 모범이란 측은지심의 정서를 발현한 모범이다. 모

범이란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이다. 도덕적 모범은 가상적 딜레마 상황

이 아니다. 누군가가 실제의 삶에서 실현한 도덕적 행동이다. 가상적 딜

레마가 이성의 논리적 사고 기능을 사용해 해결하는 것이라면, 도덕적 

모범은 삶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한 구체적 실천이다. 1차시에서 제시되

는 도덕적 정서 모범은 학생들에게 도덕적 행동의 롤모델이며, 도덕적 

정서 행동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능성의 상징이다. 또한 도

덕적 정서 모범은 선정되어 칭찬받는 칭송의 대상이다. 이러한 행동을 

따라 하면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학생이 느끼게 된다. 1차시에서

는 측은지심을 발휘한 도덕적 정서 모범의 사례를 찾아 제시하고, 측은

지심의 의미와 내용을 알아본다. 학년에 따라 측은지심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도덕적 정서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2차시는 측은지심의 도덕적 지향을 설정하는 차시이다. 삶의 구

체적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도덕적 정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지향이 필요하다. 측은지심을 발휘한 인물을 도덕적 지향으로 삼을 수도 

있고, 측은지심을 발휘한 행동들을 도덕적 지향으로 삼을 수도 있다. 학

생의 수준에 따라 교사가 적합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2

차시에서는 측은지심을 발휘한 도덕적 인물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측

은지심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정서 행동의 예화를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3차시는 측은지심의 도덕적 습관을 형성하는 차시이다. 측은지

심의 생각, 행동, 감정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구용, 구사, 도덕적 정

서 공책을 사용할 수도 있고, 측은지심에 더 적합한 생각과 행동, 감정

의 습관을 제시할 수도 있다. 후자를 생각해보면, 생각의 습관으로 ‘나

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줄 것을 생각하라’, 행동의 습관으로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라’, 감정의 습관으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었을 때의 마음을 

적고 기억하라’와 같은 방식으로 측은지심의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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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동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4차시는 측은지심의 도덕적 사고를 함양하는 차시이다. 도덕적 

사고의 일곱 가지 차원에서 측은지심에 대해 생각해보고, 측은지심을 잘 

실현하기 위한 사고의 방식을 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측은지심에 

대해 실천적 사고의 측면에선 대상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

고, 성찰적 사고에선 대상을 대했던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반성해 보고, 

상황적 사고에선 대상에 대해 그때 가장 적합한 말과 행동에 대해 생각

하게 하고, 배려적 사고에선 대상을 배려할 수 있는 말과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적 사고에선 대상의 입장이 되어 그 마음과 생각을 이해

하려고 하고, 목적 지향적 사고에선 대상을 돕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조화적 사고에선 주변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조화로운 방식으로 대

상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소 범위 차원의 운영 방법은 단기적이고 일시적 접

근이기 때문에 도덕적 정서 교육 체계화 방안이 추구하는 목표를 다각적 

차원에서 시도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학교의 현실적 여건상 소 

범위 차원의 운영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3. 중 범위 도덕적 정서 교육 운영 방법

1) 도덕적 학급경영 운영 방법

도덕적 학급경영 운영 방법은 한 학급의 한 학년도 1년 동안 도덕적 

정서 교육 체계화 방안을 운영하는 방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교과를 담임이 직접 가르치며, 모든 담임교사가 교실에 상주하면서 학생

들과 생활한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하교 하는 시간까지 담

임교사와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등학교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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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절

차

운영 

내용
세부 활동

3

기반 조성은 3월에 수립되어 1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활동이다.

기

반 

조

성

정

서

적 

학

급 

환

경 

구

성

물 리

적 학

급 환

경 구

성

• 자리 배치: 사회성 측정 기법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

우 관계를 파악하여 짝과 모둠 정하기

• 책상 배치: 학생들이 골고루 충분한 일조량을 누릴 수 있

도록 책상 순환 배치 계획 세우기

• 교실 색채: 교실의 색채 환경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인

식하고 교실 환경 꾸미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꾸미기

• 식물 기르기: 학생 한 명당 하나씩의 식물을 가지고 와 기

르기, ‘내가 키우는 생명’과 같은 식물 기르기 활동을 통

해 정서적 안정과 치유의 효과 시도하기 

• 소음 줄이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학급 규칙과 수신호 등

의 교실 규칙 정하기, 일상적인 소음에 둔감해지지 않기

심리

적 

학급 

환경 

구성

• 교사 환경: 자신이 학생의 중요한 심리적 환경임을 매 순

간 자각하고 노력하기, ‘심리 환경으로서의 교사의 다짐’ 

같은 것을 스스로 정하고 매일 노력하기, 예) 1. 교실에 들어

가기 전에 큰 호흡을 하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2. 학생들을 

친근하게 대한다. 3. 항상 긍정적으로 말한다. 4. 학생들을 사

랑한다. 등등.

• 정서 관련 학급 운영: 정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실시

한다. 예) 1. 매일 수업이 끝나고 하교하기 전에 모든 학생들

과 웃으며 악수하는 ‘웃으며 악수하기’활동을 한다. 2. 칠

정( 情)의 얼굴 표현이 그려진 그림표를 만들고, 아침에 등

교하면서 하루 종일 자신의 정서 상태를 표시하는 ‘지금 내 

마음’활동을 한다. 3. 아침 자습 시간에 자신의 마음과 정서

를 정리하고 조율하는 ‘아침 명상’활동을 한다. 등등

<표-27> 도덕적 학급경영 운영 방법

은 도덕적 정서 교육 체계화 방안이 가장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이다. 교사가 자신의 학급에 도덕적 정서 교육 체계화 방안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27>과 같은 운영 방법을 구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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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절

차

운영 

내용
세부 활동

• 관련 학급 운영 활동의 하나로 ‘도덕적 습관’의 감

정 습관 방식으로 제시한 ‘도덕적 정서 공책’에 대해 학생

들에게 설명하고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습관이 되도록 한다. 

• 또래 환경: 학생들이 서로에게 중요한 정서 환경임을 교육

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래 친구들끼리의 정서 표현에 있어 

지켜야 할 학급 규칙이 있음을 알리고, 함께 만든다. 교우 관

계를 해나가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바

람

직

한 

정

서 

모

델

교사 

모델

링

• 교사 모델링: 언어, 표정, 몸짓, 행동 등에 있어 모범적인 

방식으로 정서 표현하기,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모범적인 정

서적 상호작용의 모습 보여주기,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모습 보여

주기, 학생들의 정서를 공감하는 공감의 모범적 모습 보여주

기

학급  

규칙 

모델

링

• 정서적 학급 규칙: 학급의 친구들끼리 정서 표현을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제정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규칙을 만

든다.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면서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예) <표-16> 참고

• 도덕적 정서화 능력의 ‘도덕적 습관’의 구용, 구사는 정

서적 학급 규칙을 다룰 때 함께 공부하고 일 년 동안 지속적

으로 활동하며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또래 

친구

모델

링

• 정서적 모범 친구: 훌륭한 정서적 모범 행동을 한 한 학생

을 칭찬하고 그 행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알린다. 또

래 친구의 행동은 학생들에게 자기도 따라 할 수 있는 정서

적 모범이 된다, 

위인

모델

링

• 정서적 모범 위인 모델링: 역사적 인문과 사회적 인물들의 

모범적인 정서 행동의 사례를 제시한다. 모범적인 정서 행동

을 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서 표

현의 올바른 기준이 된다. 교사가 다양한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꾸준하게 이야기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알

려주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

5

도

덕

적 

정서적 

유능성

• 정서적 유능성을 형성하기 위한 학습 활동 시간을 마련한

다. 아침자습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배당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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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절

차

운영 

내용
세부 활동

서

의 

토

대

형

성

주
주제 학습 내용 시기

자

기

 

정

서 

차

원

자기 

정서 

인식

- 정서 개념 알기

- 자기 정서의 객관적 인식

- 자신의 복합 정서 인식

4월 

1주

자기 

정서 

이해

- 정서 유발 원인 이해

- 정서 관련 종합적 차원의 이해

- 정서 명칭 부여, 정서 간의 관계 이

해

4월 

2주

자기 

정서 

표현

- 언어, 표정, 행동을 통한 사회문화적

으로 적합한 정서 표현 예절

- 정서 표현이 미칠 영향 알기

- 정서 관리 능력

- 부정적 정서 조절 능력

4월

3주자기 

정서 

조절
자기 

정서 

동기화

- 정서를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의 힘으로 활용하기

- 정서를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용하고 즐기고 승화시키기

4월

4주자기 

정서 

유희

타

인

 

정

서

차

원

타인 

정서 

인식

- 타인의 목소리, 표정, 행동을 통해 

타인의 정서 인식 하기

- 타인의 관점에서 정서 이해하기

- 감정이입하기

5월 

1주타인 

정서 

이해
타인 

정서 

조절

- 타인의 정서를 유도, 전환하기

- 타인의 정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 타인의 정서를 느끼기

- 타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5월 

2주타인 

정서 

공감

집

단

집단 

정서 

- 집단의 독특한 정서 상태 알기

- 집단의 정서 문화 알기

5월 

3주

• 각 시기별로 학습하고, 1년간 지속적으로 정서적 유능성을 

연습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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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절

차

운영 

내용
세부 활동

 

서

차

원

인식

- 집단 정서의 이유 알기

- 집단 정서의 수용과 거부 판단하기

- 집단 정서 수용하기

- 집단 정서와 같은 정서 형성하기

집단 

정서 

이해

집단 

정서 

동조
정

서 

조

율

자신과 

타인의 

정서 

조화

- 부정적 정서 완화, 긍정적 정서 강화

하기

- 자신과 타인의 정서 조화 이루기

5월 

4주

6

~

7
행복

범

주
주제 학습 내용 시기

행

복

행복의 

의미

- 행복의 의미에 대해 알기

-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듣

고 행복의 소중함 알기

- 나의 행복에 대해 생각하기

6월 

1주

인

격

강

점

지혜와 

지식

-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의 덕목에 대해 배우고 나의 인격강점

으로 키우는 활동하기

-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의 덕목에 

대해 배우고 나의 인격강점으로 키우는 

활동하기

6월 

2주
용기

자애
-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의 덕목에 대

해 배우고 나의 인격강점으로 키우는 

활동하기

6월 

3주
정의

• 정서적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인격강점과 회복탄력성을 

형성하기 위한 학습 활동 시간을 마련한다. 아침자습 시간이

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배당하여 운영한다. 

• 각 시기별로 학습하고, 1년간 지속적으로 인격강점과 회복

탄력성을 연습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그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달리하여야 한다. 

• 인격강점과 회복탄력성의 각 요소들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모두 다루어도 좋다. 그러나 세부 요소에서는 학생들과 학급

의 상황과 필요성에 맞게 선별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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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절

차

운영 

내용
세부 활동

- , 공정성, 리더십의 덕목에 

대해 배우고 나의 인격강점으로 키우는 

활동하기

절제

-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의 덕목

에 대해 배우고 나의 인격강점으로 키

우는 활동하기

-감상력, 감사, 낙관성, 유머감각, 영성

의 덕목에 대해 배우고 나의 인격강점

으로 키우는 활동하기

6월 

4주

초월

회

복

탄

력

성

회복탄

력성의 

의미

- 회복탄력성의 의미와 필요성 알기

- 회복탄력성의 힘으로 삶의 고난을 이

겨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

야기 살펴보기

- 내가 가진 회복탄력성의 힘 측정해보

기

7월 

1주

통제성 - 감정조절능력, 충동통제력, 윈인분석

력의 의미를 알고 키우는 활동하기

- 소통능력, 공감 능력, 자아확장력의 

의미를 알고 키우는 활동하기

-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의 

의미를 알고 키우는 활동하기

7월 

2주
사회성

7월 

3주긍정성

9

덕

적 

정

서

화

 

능

력

형

성

도덕적 

지향 

• 도덕적 지향은 현실적 수준과 이상적 수준으로 나눌 수 있

다. 현실적 수준은 가치 명료화, 진로 교육 차원으로, 이상적 

수준은 도덕적 인간상, 도덕적 보편 가치차원이다. 

• 이 네 가지 차원은 해당 학년의 수준에 맞게 선별하여 운

영하는 것과 네 가지 차원을 순서대로 운영하는 두 가지 방

법이 모두 가능하다. 예) 3학년(가치 명료화), 4학년(진로 교

육), 5학년(도덕적 인간상), 6학년(도덕적 보편가치) 또는 가치 

명료화(1주)→진로 교육(2주)→도덕적 인간상(3주)→도덕적 보

편가치(4주)의 순차적 활동이 가능하다.

• 3,4학년의 경우에는 현실적 수준에서 도덕적 지향을 설정

하고, 5,6학년은 현실적 지향에서 이상적 지향까지를 순차적

으로 학습하며 보다 견고한 자신의 도덕적 지향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0
도덕적 

사고

• 정서의 도덕적 사고 능력인 중용적 사고는 일곱 가지 사고

능력으로 구별된다. 일곱 가지는 실천적 사고, 성찰적 사



- 237 -

월
절

차

운영 

내용
세부 활동

’, ‘상황적 사고’,‘ 배려적 사고’, ‘공감적 사고’, 

‘목적 지향적 사고’, ‘조화적 사고’이다.

• 이 사고를 형성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측은지심

에 대해 실천적 사고의 측면에선 대상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찰적 사고에선 대상을 대했던 자신의 마음

과 행동을 반성해보고, 상황적 사고에선 대상에 대해 그때 

가장 적합한 말과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배려적 사고

에선 대상을 배려할 수 있는 말과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공

감적 사고에선 대상의 입장이 되어 그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

려고 하고, 목적지향적 사고에선 대상을 돕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조화적 사고에선 주변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조화로운 방식으로 대상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 중용적 사고가 필요한 정서적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곱 가지 도덕적 사고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 10월 한 달 동안 일곱 가지 사고를 단독적으로 또는 복합

적으로 배우고 활용하는 연습을 한다.

11

~

12

사단의 

도덕적 

정서

1차시

➡

2차시

➡

3차시

➡

4차시
측은지심의 

도덕적 

정서 모범 

제시

측은지심의 

도덕적 

지향 설정

측은지심의 

도덕적 습관 

형성

측은지심의 

도덕적 사고 

함양

￭측은지심

의 도덕적 

모범 예화 

제시

￭측은지심

￭측은지심

의 현실적 

지향 설정

또는

￭측은지심

￭측은지심의 

생각의 습관

￭측은지심의 

행동의 습관

￭측은지심의 

￭도덕적 사

고의 일곱 

가지 측면에

서 측은지심

의 사고 함

• 소 범위 도덕적 정서분류 차원으로 제시했던 활동을 한다.

• 소 범위에서는 단원구성방식이었으나, 여기서는 단원 접근

을 하지 않고, 각 차시별 활동만 한다.

• 아래의 차시별 활동을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오지심, 시비

지심의 각 정서에 맞게 운영한다. 운영은 아침자습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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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절

차

운영 

내용
세부 활동

의 의미와 

내용 알기
의 이상적 

지향 설정
감정의 습관 양하기

2 무

리

도덕적 

정서 경험 

발표

• 도덕적 정서 교육을 배우고 익혔던 1년간의 생활을 돌아보

고 소감 발표하기

• 도덕적 정서 교육을 통해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 발표

하기

2) 연간 도덕과 수업 운영 방법

도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 방안을 연간 도덕과 수업 운영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해당 학년의 도덕과 교육과정을 도덕적 정서 중심으로 

재편하여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도덕과 교육과정과 그것에 의해 

구성된 도덕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운영 방법은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도덕과교육이 주로 

인지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서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도덕적 정서를 중심

으로 한 학년 도덕과 수업의 구성이라는 의미에서 운영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연간 도덕과 수업 운영 방법을 작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1주일에 1

시간의 수업 그리고 연간 34시간의 도덕과 교육과정 배당 시간이다. 34

차시 분량의 수업 방안으로 작성되어야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조건

을 기준으로 운영 방법을 구상해 보면 <표-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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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제 학습 내용

1

도덕적 

지향점 

설정

하기

자신의 가치 

확인

⁃ 가치 명료화 수업을 통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

를 확인하고, 그것을 현실적 도덕적 지향점으로 설정

하기

2 진로설정
⁃ 자신의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실현하는 진로를 구체

적으로 정하고 현실적 도덕적 지향점으로 설정하기

3
도덕적 

인간상 형성

⁃ 도덕적 자기완성의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을 탐색하

고, 그 인물을 자신의 이상적 도덕적 지향점으로 설정

하기

⁃ 도덕적 인간상으로서의 군자의 특징과 삶의 도덕적 

지혜 살펴보기

4
도덕적 

가치관 형성

⁃ 도덕적 보편 가치를 담고 있는 고전과 사상을 통해 

도덕적 보편 가치를 자신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기

⁃ 도덕적 보편 가치를 실현한 사람의 삶과 사상을 통해 

도덕적 보편 가치를 자신의 도덕적 지향점으로 설정하

기

5

도덕적 

습관 

형성

하기

생각의 습관

⁃ 구사(九思)의 의미를 배우고, 암송하기

⁃ 구사에 맞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연습하기

⁃ 구사의 내용을 적용한 정서적 학급 규칙 만들기

6 행동의 습관

⁃ 구용(九容)의 의미를 배우고, 암송하기

⁃ 구용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연습하기

⁃ 구용의 내용을 적용한 정서적 학급 규칙 만들기

7 감정의 습관

⁃ 자신의 감정 습관 확인하기

⁃ 부정적 감정 습관 극복하고, 긍정적 감정 습관 형성

하기

⁃ ‘도덕적 정서 공책’사용법을 익히고 실천하기

8

정서적 

유능성

함양하

기

자

기

 

정

서 

차

원

자기 

정서 

인식

⁃ 정서 개념 알기

⁃ 자기 정서의 객관적 인식

⁃ 자신의 복합 정서 인식

9

자기 

정서 

이해

⁃ 정서 유발 원인 이해

⁃ 정서 관련 종합적 차원의 이해

⁃ 정서 명칭 부여, 정서 간의 관계 이해

10
자기 

정서 

⁃ 언어, 표정, 행동을 통한 사회문화적으로 적합한 정

서 표현 예절

<표-28> 연간 도덕과 수업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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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 표현이 미칠 영향 알기

⁃ 정서 관리 능력

⁃ 부정적 정서 조절 능력
11

자기 

정서 

조절

12

자기 

정서 

동기화

⁃ 정서를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의 힘으로 

  활용하기

⁃ 정서를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고 즐기고 

  승화시키기13

자기 

정서 

유희

14

타

인

 

정

서 

차

원

타인 

정서 

인식

⁃ 타인의 목소리, 표정, 행동을 통해 타인의 정서 인식 

하기

⁃ 타인의 관점에서 정서 이해하기

⁃ 감정이입하기15

타인 

정서 

이해

16

타인 

정서 

조절

⁃ 타인의 정서를 유도, 전환하기

⁃ 타인의 정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 타인의 정서를 느끼기

⁃ 타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17

타인 

정서 

공감

18 집

단

 

정

서 

차

원

집단 

정서 

인식
⁃ 집단의 독특한 정서 상태 알기

⁃ 집단의 정서 문화 알기

⁃ 집단 정서의 이유 알기

⁃ 집단 정서의 수용과 거부 판단하기

⁃ 집단 정서 수용하기

⁃ 집단 정서와 같은 정서 형성하기

19

집단 

정서 

이해

20

집단 

정서 

동조

21

정

서

조

율

자신과 

타인의 

정서 

조화

⁃ 부정적 정서 완화, 긍정적 정서 강화하기

⁃ 자신과 타인의 정서 조화 이루기

22 도덕적 측은지심 ⁃ 측은지심의 의미와 내용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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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하기

⁃ 측은지심의 모범적 예화 살펴보기

⁃ 측은지심의 경험 발표하고 자신의 도덕적 원리로 

  삼기

23

⁃ 측은지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감정의 습관에 대해 알아보기

⁃ 측은지심이 관여된 도덕적 이야기를 통해 도덕적 

 사고 연습하기

24

수오지심

⁃ 수오지심의 의미와 내용 알기

⁃ 수오지심의 모범적 예화 살펴보기

⁃ 수오지심의 경험 발표하고 자신의 도덕적 원리로 

  삼기

25

⁃ 수오지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감정의 습관에 대해 알아보기

⁃ 수오지심이 관여된 도덕적 이야기를 통해 도덕적 

  사고 연습하기

26

사양지심

⁃ 사양지심의 의미와 내용 알기

⁃ 사양지심의 모범적 예화 살펴보기

⁃ 사양지심의 경험 발표하고 자신의 도덕적 원리로 

  삼기

27

⁃ 사양지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감정의 습관에 대해 알아보기

⁃ 사양지심이 관여된 도덕적 이야기를 통해 도덕적 

  사고 연습하기

28

시비지심

⁃ 시비지심의 의미와 내용 알기

⁃ 시비지심의 모범적 예화 살펴보기

⁃ 시비지심의 경험 발표하고 자신의 도덕적 원리로 

  삼기

29

⁃ 시비지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감정의 습관에 대해 알아보기

⁃ 시비지심이 관여된 도덕적 이야기를 통해 도덕적 

  사고 연습하기

30

정서적 

행복 

누리기

행복

행복

의 

의미

⁃ 행복의 의미에 대해 알기

⁃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행복의 소중함  

  알기

⁃ 나의 행복에 대해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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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강점

지혜

와 

지식

용기

⁃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의 덕목에 대해 

배우고 나의 인격 강점으로 키우는 활동하기

⁃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의 덕목에 대해 배우고 나

의 인격강점으로 키우는 활동하기

32
자애

정의

⁃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의 덕목에 대해 배우고 나의 

인격 강점으로 키우는 활동하기

⁃ 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의 덕목에 대해 배우고 나

의 인격강점으로 키우는 활동하기

33
절제

초월

⁃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 조절의 덕목에 대해 배우고 

나의 인격 강점으로 키우는 활동하기

⁃ 감상력, 감사, 낙관성, 유머감각, 영성의 덕목에 대해 

배우고 나의 인격강점으로 키우는 활동하기

34

회복

탄력

성

회복

탄력

성의 

의미

와 

구성

요소

⁃ 회복탄력성의 의미와 필요성 알기

⁃ 회복탄력성의 힘으로 삶의 고난을 이겨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살펴보기

⁃ 내가 가진 회복탄력성의 힘 측정해보기

⁃ 감정조절능력, 충동통제력, 윈인분석력의 의미를 

  알고 키우는 활동하기

⁃ 소통능력, 공감 능력, 자아확장력의 의미를 알고 

  키우는 활동하기

⁃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의 의미를 알고 

 키우는 활동하기

4. 대 범위 도덕적 정서 교육 운영 방법

1) 학교 경영 운영 방법

학생의 모든 구체적 교육 활동은 교실 안에서 교사와 또래 친구들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생은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

실’에 간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각 학급은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학교가 가치 있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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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는 교육적 목표와 방법을 설정하고, 각 학급이 이와 소통하고 조화

를 이루는 학급 경영을 해 나간다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또한 학교 차원의 도덕적 정서 교육이 추진된다면 모든 

학년과 모든 학급의 학생들이 공통된 정서적 규칙을 배워 이를 통해 소

통할 수 있게 된다. 선배와 후배, 또래 친구들 간의 모델링이 자연스럽

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학교와 그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 정서 공동체

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학교장의 주도적 의지와 학교 교직

원 전체의 합의와 노력, 그리고 학부모의 협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체적인 과정을 정리해 보면 <표-29>와 같다.

운영

➡

평가

2월 3~12월 1월

도덕적

정서화

능력

도덕적

지향

도덕적 인간상 설정

도덕적 학교 교훈 설정

관

리

자

물리적 정

서 환경 개

선, 학교 공

동체의 심

리적 정서 

환경 조율

학교 

계획 

반성과 

개선점 

학급별 

도덕적 

학급 

경영 

반성과 

개선점

도덕적

습관
도덕적 학교 예절 규정

도덕적

사고
도덕적 사고 규칙 설정

학

부

모

정서적으로 

안 정 되 고 

행복한 가

정과 양육도덕적 

정서의

토대

능력 

정서적 

환경
물리적 학교 환경

바람

직한 

정서 

모델

교사와 학부모의 바람직한 

정서 모델 역할의 실천적 

행동 규정

교

사

도덕적 

학급 경영

정서적 

유능성

학교 차원의 정서적 유능성 

향상  프로그램 

정서적 

행복

정서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절차 규정과 시설 설치

학부모 연수 실시

<표-29> 학교 경영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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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영 차원의 운영을 위해 그 방법을 계획, 운영, 평가의 단계로 

나누었다. 계획 단계는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 2월에 실시한다. 2월 봄방

학 과정 시기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는 이미 1월에 실시한 전년도 반

성과 개선점에 대한 회의를 통해 마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계

획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도덕적 정서 교육의 두 체계로 나누어진다. 

이 두 체계 안에서 구성되는 내용들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공유하며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도덕적 정서 교육의 학교 차원의 운영 틀이다.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성 부분에서는 우선 도덕적 지향점으로 도덕적 

인간상과 도덕적 학교 교훈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도덕적 인간상으로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남을 배려하는 어린이’, 도덕적 학교 교훈으로 

‘성실, 배려, 사랑’과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인간

상에서 도덕적 교훈을 도출하고, 도덕적 교훈에서 도덕적 습관을 위한 

내용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

시되어야 한다. 도덕적 습관으로서의 학교 예절 규정은 학교 공동체 구

성원들이 모두 함께 지키며, 이를 통해 소통하는 도덕적 규칙이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배

려한다.’, ‘구용에 맞는 행동을 실천한다.’, ‘공수 인사를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 될 수 있다. 이 규칙들은 교사들의 도덕적 학급 경

영 작성에 있어 기본 지침으로 작용한다. 학교 차원에서 제시된 것들이 

학급 차원에서 실제로 반영되지 않으면 그 의미와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이어서 도덕적 사고는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한 사고방식으로 구사와 

중용적 사고를 제시할 수 있다. 이 둘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

여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말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하자(실천적 사고+언사충)’,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옳은 일인지 

선한 일인지 생각하자(성찰적 사고+견득사의+분사난+의사문)’,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각하자(상황

적 사고+시사명)’,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지 생각하

자(배려적 사고+색사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진하게 듣고 마음

을 느끼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자(공감적 사고+청사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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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자(목적 지향

적 사고+사사경)’,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하자(조화적 사고+모사공)’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 도덕적 사고는 

교사들에 의해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교육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도덕적 정서의 토대 능력형성 차원에서는 우선 정서적 환경 

구성을 해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의 정서 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정서적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학교의 위치에 따라 학교의 물리적 환경은 

큰 차이를 보인다. 산골의 작은 학교와 도심 아파트 단지 안의 학교는 

학생에게 미치는 물리적 정서 환경이 전혀 다르다. 학교의 물리적 환경

을 학교 건물, 운동장과 주변으로 나누어 보자. 학교 건물을 통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벽면 도색을 바꾸는 것이다. 색채 미술 전문

가와 함께 학교의 현관과 복도, 계단, 층별, 특별실별로 나누어 접근한다

면 학교의 물리적 정서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학교에는 학

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가 보장된 공간이 없다. 학교의 

복도나 유용한 장소에 학생들이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운동장과 학교 주변 공간을 꾸미는 일들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관리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다. 학교 차원에서 조성한 물리적 환경은 학생에게 훌륭한 심리적 환경

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이 형성하는 정서적 분위기는 학교 차원의 

중요한 심리적 환경이다. 긍정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교사들이 서로 소통

하는 에너지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서 환경이다. 관리자는 교사들이 그

러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심리적 에너지를 유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바람직한 정서 모델로서 교사는 공통된 규정을 토의하고 합의해 교사

들이 함께 지켜야 할 모범적 정서 모델 역할 규정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다. 학생들을 대하는 말투나, 학생들의 인사를 받는 방식, 학생들을 훈

계하는 방식에 있어서 교육적이고 모범적인 방식을 논의하고 이를 연습

하여 학생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모범적 방식으로 확립해 가야 한다. 이

를 통해 학생들은 교사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내는 정서 반응에 의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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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 일관되고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교사

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훌륭한 도덕적 정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다. 예를 들면, 학생의 인사에 교사도 공수로 ‘다른 사람을 배려

합시다.’하며 인사를 하거나, 학생은 만나면 밝게 웃으며 칭찬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범적 정서 반응과 상호작용의 모범적 표준은 학부모

들에게도 제안될 수 있다. 가정에서 학부모가 모범적인 정서 모델의 모

습을 학교와 일관된 방식으로 보일 때 학생들은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학생들의 정서적 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차원의 정서적 유능성 향상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각 학급의 정서적 유능성 프로그램과 상

호 소통 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과도한 활동으로 학급 운영에 큰 부담

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상담실을 활용하여 정서 문제아 중심

의 치료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학년별, 또는 반별로 학생들의 

정서적 유능성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외부 강사를 지원해 주는 방식도 가

능하다. 또는 아침 명상과 같은 짧지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차원의 접

근도 가능할 것이다.

학생들의 정서적 행복에는 이상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상호

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서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

한 발견과 대처, 외부적 도움의 절차를 규정하고, 교사들이 이러한 절차

에 의해 학생들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과 전문의

나 심리 치료사 등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학부모들

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자녀 양육의 역량을 길러 주는 것도 꼭 필요한 접근이다.

이상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본 내용들을 체계화하여 학교 차원의 도덕

적 정서 교육 체계화 운영 방법이 마련되었다면, 학년도 즉 1학기와 2학

기 1년간 운영해 볼 수 있다. 이 때 각 학급은 중 범위에서 구성해 본 

도덕적 학급 경영 운영 방법을 실시하게 된다. 관리자는 학기 중 지속적

으로 물리적 환경을 점검 개선하고, 학교 공동체의 심리적 정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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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면서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1년간의 학교 경영 운영 방법이 실행되고 나면, 2월에는 이것에 대

한 종합적인 반성과 개선점에 대한 학교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회

가 열려야 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학

부모도 참여해 가정에서의 변화와 요구 사항을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도 교사들이 각 학급에서 도덕적 학급 경영을 시도한 결과와 개선 방안

을 제시해야 한다. 관리자는 이러한 의견들이 새 학년도의 운영 방법으

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년별 심화 운영 방법

학년별 심화 운영 방법은 학년별로 수준을 달리하고 반복하여 심화되

도록 하는 운영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도덕적 지향 설정 차원에서 1학년

은 ‘착한 사람’을 목표로 하고, 2학년은 ‘도덕적인 사람’을 목표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3학년은 ‘가치 명료화’, 4학년은 ‘진로 교육’, 5

학년은 ‘도덕적 인간상’, 6학년은 ‘도덕적 보편 가치’를 도덕적 지

향으로 설정하도록 반복하여 심화시키는 방식이다. 다른 영역들에 있어

서도 학년별로 수준을 두고 반복하여 심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년별로 도덕적 정서 교육의 수준 차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과 6학년의 발달 차이는 서

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1학년이 유치원생과 가깝다면, 6학년

은 중학생과 가깝기 때문이다. 1~2학년의 수준은 바른생활이 설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설정하고, 3~6학년 수준은 도덕과에서 설정하고 있는 

수준과 맞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2012 바른생활과 교육과정(교과부, 2012c)은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기본 학습 습관 형성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생활 규범 내면화하기’, ‘공동체적 삶의 자세 가지기’, ‘자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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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지향
도덕적 습관

도덕적

사고
정서적 유능성 정서적 행복

도덕적 

정서

1
착한 

사람

기본 생활

습관

계획

세우기, 

갈등해결

하기

자기 정서 

차원

(감정조절하기)

긍정적 정서 

함양, 

친해지기

측은지심

2
도덕적

인 사람

기본 생활

습관

계획 

세우기, 

갈등해결

하기

자기 정서 

차원

(감정조절하기)

긍정적 정서 

함양,

친해지기

측은지심

3
가치

명료화

구용, 구사, 

도덕적 정서

공책

중용적 

사고

자기 ․타인 

정서 차원
인격 강점

측은지심

사양지심

4
진로

교육

구용, 구사, 

도덕적 정서

공책

중용적 

사고

자기 ․타인 

정서 차원
인격 강점

측은지심

사양지심

5
도덕적

인간상

구용, 구사, 

도덕적 정서

공책

중용적 

사고

자기 ․타인․집단 

정서 차원, 

정서 조율

인격 강점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6

도덕적 

보편

가치

구용, 구사, 

도덕적 정서

공책

중용적 

사고

자기 ․타인․집단 

정서 차원, 

정서 조율

회복탄력성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표-30> 학년별 심화 운영 방법

체감 형성하기’, ‘기본 학습 습관 습득하기’를 ‘계획 세우기’, 

‘스스로 하기’, ‘협동하기’, ‘친해지기’, ‘갈등 해결하기’, ‘감

정 조절하기’와 같은 실천 기능을 익히면서 습득하는 것에 중점을 둔

다. 따라서 도덕적 정서 교육을 1~2학년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이러한 수

준을 고려해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구성해 보면 <표-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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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교육은 인간 존재의 완성이라는 본질적 목적과 함께 시대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인간의 육성이라는 수단적 목표들을 갖는다. 도덕교육은 교

육의 본질적 목적을 지향하며 동시에 교육의 수단적 목표들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능력 육성에 주목해 왔다. 이 시대의 사회 각계각층의 교육에 

대한 요구는 인성 교육이라는 화두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정서학습이나 긍정 심리학과 같이 학생들의 인성을 정서를 중심으로 

접근한 방법들이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제 도덕교육도 학생들의 정서에 주목하고, 정서를 도덕적으로 가르

칠 수 있는 도덕적 정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할 시점에 왔다. 

도덕교육은 동서양의 전통과 오늘날의 학문적 노력들 속에 이미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학교와 교

실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할 뿐이

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자는 학생들의 정서를 도덕적으로 교육

할 수 있는 도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를 수립하였다. 여기서 체계화란 

정서와 도덕적 정서 개념의 체계화, 도덕적 정서 교육 이론의 체계화, 

도덕적 정서 교육 원리의 체계화,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의 체계화, 도

덕적 정서 교육 방안 운영의 체계화를 포함한다.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Ⅱ장에서는 정서와 도덕적 정서의 개념, 그리고 도덕적 정서 분

류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다양한 정서 이론을 분석하여 정서 개념을 밝

혔다. 정서는 신경 체제의 활성화로 호르몬 분비와 자율 신경계의 활동

을 포함하는 신체적 각성이며, 그것으로 인해 특정한 신체적 느낌을 동

반한 감정이고, 목표 지향적인 강한 동기를 형성하는 목적의식이며, 언

어와 얼굴 표정, 몸짓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의사를 전달

하는 사회적·표현적 측면이 통합되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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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다. 또한 정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기본 정서와 복합 정서의 종

류, 정서의 기능, 정서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정서 이해를 바탕으로 ‘철로 생명 구하기’와 유자입정의 사

례를 통해 정서의 도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도덕적 정서에 대한 

입장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도덕적 정서 개념에 대한 분석적 접근

을 시도했다. 그리고 정서의 도덕적 가능성과 비도덕적 가능성에 대한 

논증을 통해 도덕적 정서 능력치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모든 정서는 도

덕적 정서로 실현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덕적 정서 가능태’이며, 

동시에 비도덕적 정서로 발현될 가능성도 갖고 있는 ‘비도덕적 정서 가

능태’이다. 그리고 각각의 정서는 도덕적 정서로 실현될 수 있는 도덕

적 정서 능력치를 다르게 갖는다. 

이상의 논증을 바탕으로 도덕적 정서의 개념을 어떤 정서가 특정한 

상황에서 도덕성을 확보한 상태로 발현되었을 때, 즉 도덕적 행위를 유

발했을 때의 정서로 정의했다. 그리고 도덕적 정서 교육을 위한 도덕적 

정서 분류 체계로서 사단(四端)의 의미를 살피고, 이에 따라 도덕적 정서

를 분류했다. 

둘째, Ⅲ장에서는 도덕적 정서 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체계화하였다. 

정서 지능, 긍정 심리학, 사회정서학습에서 정서적 건강과 안정의 중요

성, 정서적 유능성의 의미와 내용, 정서적 행복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했다. 또한 공자, 맹자, 중용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배려 

윤리를 통해 정서의 도덕적 가능성과 도덕적 정서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

를 확보했다. 이어서 뇌의 정서 관련 구조와 신체적 작동 원리를 검토하

여, 도덕적 정서 교육의 과학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셋째, Ⅳ장에서는 앞에서 살핀 개념과 이론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도

덕적 정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원리를 체계화하였다. 우선 도덕

적 정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안했다. 하나

는 내적 정서 측면의 실현 조건으로서 도덕적 정서 능력치, 정서 상태, 

정서 건강이며, 다른 하나는 외적 과정 측면의 실현 조건으로서 도덕적 

지향, 도덕적 습관, 도덕적 사고이다. 이러한 실현 조건이 교육적으로 실



행되기 위한 교육 구조로 도덕적 정서의 토대형성 구조와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성 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통합한 도덕적 정서 교육 통합적 구조

를 설정했다. 그리고 도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 방안이 실제로 운영되

기 위한 원리를 소 ․ 중 ․ 대 범위로 나누고 각각 두 가지씩의 운영 원리

를 제시했다. 

넷째, Ⅴ장에서는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을 체계화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정서와 도덕적 정서 관련 내용을 분석

하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 이를 통해 도덕적 정서 교육의 성격을 규정하

고 목표를 설정한 후 내용 체계도 함께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상하고 제시했다.  도덕적 

정서 교육의 체계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도덕적 

정서의 토대형성 교육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

성 교육 방안’이다. 이 두 방안은 Ⅳ장에서 밝힌 원리에 의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갖는다. 

도덕적 정서의 토대형성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학

급 환경’ 조성이다. 정서적 학급 환경을 물리적 정서 환경과 심리적 정

서 환경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바람직한 

정서 모델’설정이다. 바람직한 정서 모델로서 교사, 또래 친구, 정서 규

칙, 정서의 모범이 되는 위인을 설정하고, 각각의 모델링 방법을 제시했

다. 셋째, ‘정서적 유능성’함양이다. 정서적 유능성이 크게 자기, 타인, 

집단, 전체의 네 차원의 능력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각 차원의 하위 

능력들을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정서적 행복’이다. 정서적 

행복은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요소가 잘 준비되고 교육된다면 정서적 

행복을 느끼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정서적 행복

을 얻고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격 강점과 회복탄력성을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덕적 정서화 능력형성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지

향’설정이다. 도덕적 지향점은 학생의 사고와 정서가 도덕적으로 정향

되도록 만들고, 발현된 정서의 도덕적 타당성은 도덕적 지향점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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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되고 조절된다. 도덕적 지향점을 현실적 수준과 이상적 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현실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 형성 방법으로 가치 명

료화 접근과 진로 교육을 제시하였고, 이상적 수준의 도덕적 지향점 형

성 방법으로는 도덕적 인간상과 도덕적 보편 가치를 제시했다. 둘째, 

‘도덕적 습관’형성이다. 공자의 예(禮) 사상에서 습관의 도덕적 가능

성, 즉 도덕적 습관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종류를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감정의 습관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습관 형성 방법으로는 구사(九
思), 구용(九容), 도덕적 정서 공책 등이 있다. 셋째, ‘도덕적 사고’함양

이다. 정서를 도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덕적 사고는 중용적 사고이

다. 중용적 사고를 실천적 사고, 성찰적 사고, 상황적 사고, 배려적 사고, 

공감적 사고, 목적 지향적 사고, 조화적 사고로 나누어 이를 함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의 두 가지 체계를 종합하여 나타내면  [그림-15]

와 같다. 

앞에서 밝힌 운영 원리에 따라 Ⅵ장에서는 도덕적 정서 교육의 운영 

방안을 소·중·대 범위로 나누어 체계화 하였다. 체계화된 도덕적 정서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실행될 때만 그 의미를 갖는

다. 소 범위 운영 방법은 도덕적 정서 관련 도덕과 단원을 설정 운영 방

법과 개별 도덕적 정서를 다루는 도덕적 정서 분류 운영 방법을 제시하

였다. 중 범위 운영 방법은 학급의 총체적인 활동을 통해 가장 의미 있

게 도덕적 정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도덕적 학급 경영 운영 방법과 

연간 도덕과 수업 시간을 통해 도덕적 정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연간 

도덕과 수업 운영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 범위 운영 방법은 학교 전체 

차원에서 관리자, 교사, 학부모가 함께 추진하는 학교 경영 운영 방법과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복적으로 심화되는 학년별 심화 운영 방법을 제시

하였다. 이중 가장 실현하기 쉬운 방법은 소 범위의 접근이고, 가장 효

과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은 중 범위의 도덕적 학급 경영 운영 방법과 대 

범위의 학교 경영 운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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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도덕적 정서 교육 체계화 방안

 

인간은 이성과 정서를 본질적으로 함께 갖고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는 비이성적이기는 쉬우나 철저히 이성적이기는 아주 어렵다. 정서

는 우리에게 내재된 유전적 선물이다. 태어나면서 내는 큰 울음소리와 

함께 우리는 정서 생활을 시작한다. 성장과 함께 정서는 발달하고 분화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서의 도움으로 신체의 나약함으로 인한 여러 가

지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한다. 성장 과정에서 함께 나타나는 인지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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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서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서를 이용하

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잘 습관화된 정서, 잘 발달된 정서, 잘 

안정된 정서는 인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가능하

게 한다. 그리고 정서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 행복과 안정을 넘어 보다 

가치 있는 인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정서의 도덕

적 발현, 도덕적 정서이다. 

어떤 정서가 특정한 상황에서 도덕적 정서로 발현되었다는 것은, 그 

순간 도덕적 행위가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도덕적 행위가 실현되었다는 

것은 한 인간이 그 지점에서 도덕적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

황은 끝없이 달라지며 우리는 매순간 다르게 생겨나는 정서를 상황에 조

화롭게 발현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정

서를 도덕적 정서로 발현하며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고 토대가 필

요하다.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을 통해 학생들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삶을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얻게 된다. 도덕적 지향

점과 도덕적 사고 그리고 도덕적 습관이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

서적으로 유능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정서 교육 방안을 체계화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들은 이미 

도덕교육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방법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체계화하는 것으로 도덕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답을 만들었

다는 것이 이 연구의 성과 중의 하나이다. 또 다른 성과는 ‘정서’를 

중심에 두기는 했지만 도덕교육에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 온 과제인 인

지, 정서, 행동의 통합적인 차원의 교육 방안으로서의 모습도 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연구 과제에 대한 제

안을 해보고자 한다. 도덕은 모두가 우러르는 것이지만 도덕적 삶은 쉽

지 않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덕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지

만, 도덕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적다. 도덕 교육은 많은 노력을 해 왔지

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 나가야 한다. 

학생을 가르치고 성장시켜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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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을 키워 주려는 것이 바로 도덕교육이다. 지금 이 시대와 우리 

학생들은 많은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많

은 해결책들이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

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삶의 근본적인 가치와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도

덕교육은 학생들을 보다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과 무궁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선전하고 체계화하

여 전달하는 것에는 미숙하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

다. 도덕교육의 안에서 도덕교육을 바라봐서는 시대의 요구와 도덕교육

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도덕교육 밖에서 도덕교육을 바라보기도 하

고, 기존의 체계를 완전히 버리는 입장에서 도덕교육을 바라보기도 해야 

한다. 본 연구가 이러한 도덕교육의 새로운 접근에 대한 한 가지 실마리

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도덕적 정서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와 보

다 더 구체적인 연구들이 이어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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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ize moral emotion education. To 

this end, this study starts from establishing the concept of emotion and 

moral emotion, developing the theoretical basis and educational principle 

of the moral emotion education; based on this, the moral emotion 

education method and operation method are established.  

In Chapter II, the concepts of emotion and moral emotion, and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moral emotion are systemized. Various emotion 

theories were analyzed to define the concept of emotion as a 

psychological construct integrating feeling, bodily arousal, sense of 

purpose, and social-expressive aspects; also in addition, the types, 

functions,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emotion were examined. 

Based on this, through the cases of “Saving life in the railway” and 

“A child about to fall into a well(孺子入井)”, the moral meaning was 

extracted, and the four arguments of moral emotion were analyzed. In 

addition, emotion’s moral potentiality and immoral potentialit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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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aled, and its possibility was defined as the level of moral possibility 

in emotion. Through the above discussions, the concept of moral 

emotion was defined as “When some emotion was revealed as a state 

securing morality in a specific situation— in other words, the emotion 

of arousing moral act.” Moreover, as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moral emotion, the meaning of four principles(四端) was examined, and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moral emotion was suggested accordingly. 

In Chapter III,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moral emotion education 

was systemized. In the emotion intelligence, positive psychology and 

social emotional learning, the importance of emotional health and 

stability, meaning and contents of emotional competence, and the moral 

meaning of emotional happiness were established, an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se was secured. In addition, through Confucius, Mencius, 

and the mean, and through Aristotle and care ethics, the moral 

possibility of emotion and theoretical basis for moral emotionalization 

was established. Moreover, by reviewing the structure and physical 

operational principle related to the emotion of the brain, a scientific 

basis of moral emotion education was identified. 

In Chapter IV, the principle of education for performing the moral 

emotion education was systemized. First of all, the condition for 

performing moral emotion education wa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is the realizability condition in the aspect of internal process, 

which is moral emotion ability, emotion state, and emotional health; the 

second is the realizability condition in the aspect of external process, 

which is moral orientation, moral habit, and moral thinking. For these 

realizability conditions to be performed educationally, the structure of 

moral emotion education was established. In addition, the operation 

principle of the moral emotion education method was divided into small, 

medium, and large scale to provide each opera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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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V, the moral emotion education method was systemized. 

To enable this, first the emotion in the current moral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contents related to moral emotion were analyzed, 

and its limitations were pointe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ral 

emotion education were defined to set the goal and provide the content 

system. In addition, the moral emotion education method to realize this 

was provided accordingly. The systematization method of the moral 

emotion education is composed into two parts. One is the ‘Education 

method of forming a foundation for the moral emotion’, and the other 

is the ‘Education method for forming moral emotionalization 

capability’. 

The education method for forming a foundation of the moral 

emotion is as follows. First is creating the “emotional class 

environment.” The emotional class environment was divided into 

physical emotion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emotion environment, 

and each construction method was provided. Second is setting the 

‘desirable emotion model’. For the desirable emotion model, peers, 

emotion rule, emotion role model were set, and each modeling method 

was provided. Third is promoting ‘emotional competence’. It was 

revealed that emotional competence is largely composed of capabilities 

of four dimensions including self, others, group, and whole, and the 

method of forming subordinate capabilities for each dimension was 

provided. Fourth is maintaining “emotional happiness.” The moral 

meaning of emotional happiness was explored; as the method for 

maintaining emotional happiness, the method for forming personality 

strength and resilience was provided. 

The education method for forming moral emotionalization capability 

is as follows. First is setting  “moral intentionality.” For the moral 

intentionality, the emotion of the student is created to be orien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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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ity, and the moral validity of the emerged emotion is evaluated 

and regula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the moral orientation. The 

moral orientation point is divided into the realistic level and ideal level 

to be provided. For the moral orientation forming a method at a 

realistic level, the values clarification approach and course education 

were provided, and for the moral orientation forming a method at the 

ideal level, moral human character and moral universal values were 

provided. Second is forming a “moral habit.” In the Confucian 

ideology of courtesy(禮), the moral possibility of habit and the meaning 

of moral habit were identified, and its types were divided into habit of 

thoughts, habit of behavior, and habit of feeling. For each habit 

forming method, nine ways of courteous attitudes(九容), nine types of 

right thinking(九思) and a moral emotion notebook were provided. Third 

is developing “moral thinking.” The moral thinking for realizing 

emotion morally is the thinking of the mean. it was divided into 

practical thinking, introspective thinking, situational thinking, caring 

thinking, empathic thinking, goal-oriented thinking, and harmonic 

thinking, and the method of developing this was provided.  

In Chapter VI, the operation method of the moral emotion education 

was divided into small, medium, and large scale in order to be 

systemized. For the small-scale operation method, moral and unit 

set-up operation method and moral emotion classification operation 

method were provided. For the medium-scale operation method, moral 

class management operation method and annual moral and class 

operation method were provided. For the large-scale operation method, 

school management operation method and intensified operation method 

for each grade were provided.

When some emotion is realized as moral emotion in a specific 

situation, it means that the moral act was enabled. At that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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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person is a moral human being. However, the situation changes 

continuously, and we must realize in harmony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emotion created differently for each moment. The moral 

orientation point, moral habit, and moral thinking are the strengths to 

enable moral emotionalization. At the same time, the student enabling 

interaction with the desirable emotion model in the stabled emotional 

environment, and thereby developing emotional competence, will have 

the capability to live a happy life. 

 keywords: emotion, moral emotion, moral education, moral emotion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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