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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임 진 효

   고통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전염병, 환경 위기, 전쟁의 공

포 등 범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인류의 취약성은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상호 간의 돌봄과 관심, 인간적 연대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지

만 오히려 타자에 대한 무관심과 배제가 팽배해졌다. 

   인성교육의 중핵 교과로서 도덕과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배제를 극

복하고 고통받는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교육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연민(compassion)에 주목하

였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식과 그의 고통을 완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수반한 연민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마사 누스바움의 연민론

을 토대로 멀리 떨어진 타인에게까지 윤리적 관심을 형성하고, 연민을 함

양하기 위한 도덕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Ⅱ장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민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연민이

란 ‘고통받는 타자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정서이

면서 그의 고통을 완화하고자 하는 동기적 상태’이다. 철학적 접근에서

는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스미스의 관점을 살펴보고 연민은 타인의 고통

을 내 것처럼 느끼는 상상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

로, 심리학적 접근의 분석을 통해 연민의 핵심 구인이 ‘고통의 인식’과 

‘고통 완화의 실천’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공감(empathy), 동정

(sympathy), 애련(pity)과의 비교를 통해 연민은 타인을 돕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수반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Ⅲ장에서는 누스바움의 연민론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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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론의 이론적 전제로서 누스바움의 인간관과 사회관을 살펴본 뒤, 그가 

제시한 연민의 인지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논의를 통해 누스바움의 연민 

개념을‘인간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관찰자의 관점에서 타인의 불행에 대

해 심각함, 부당함, 행복주의적 판단을 내릴 때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감정

이자 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동기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다음으

로, 누스바움이 제시한 연민의 교육 방법을 소설 읽기와 공적 추론으로 나

눠 살펴보았다. 학습자는 소설 읽기를 통해 타인의 삶에 대한 문학적 상상

력을 발휘하여 낯선 사람에게까지 관심의 원을 확대하고, 공적 추론을 통

해 공정하고 분별 있는 관찰자의 관점을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Ⅳ장에서는 누스바움의 연민론을 도덕과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누스바움의 연민론이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파악하였다. 누스바움의 연민론은 정서를 발

휘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목표로 하고, 타자의 필요에 대한 관심

과 포용을 요청한다. 그리고 교육 방법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통

해 자신의 반응을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연민론의 지향점

은 도덕교육의 목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 도덕 내용 체계 중 ‘사회적 약자와 인권’ 단원에

서 연민론을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보편적 관점

에서 배려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교육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에 관한 내용을 보강할 

것, 연민의 인지적 판단을 구조화하는 발문을 제시할 것, 사회적 약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문학작품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지면상의 한계로 교과서에 영화나 소설 등 문학작품을 싣기 어려

운 점을 인정하고, 교과서 밖 자료로 영화 텍스트를 활용하여 연민을 길

러내는 교수학습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영화 읽기는 누스바움의 소설 읽기 

교육을 변용한 것으로 학습자가 낯선 인물의 내면세계와 고통을 탐구함

으로써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설계하였다.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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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수업은 ‘문제 사태의 제시-문제 상황 탐색-감정의 상상-나와 인물

의 삶 비교-정리 및 성찰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연민의 인지

적 판단을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발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 같은 본 연구의 논의는 국내 도덕교육 분야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누스바움 연민 이론의 종합적인 분석과 도덕 교육에의 적용을 시도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누스바움의 연민론의 도덕

교육적 함의를 분석한 본 연구의 내용이 학생들의 포용성을 길러내는 밑

거름이 되기를 희망하고, 추후 도덕과에서 연민 교육과 관련된 보다 구체

적인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연민, 마사 누스바움, 도덕과 교육, 연민의 인지적 구조, 문학적 

상상력, 영화 읽기

학  번 : 2017-2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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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고통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전염병, 기후 위기, 전쟁의 공포 

등 범지구적 차원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타인의 고통을 

마주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 공동의 존재론적 취약성을 극적으로 

드러냈으며, 누구도 고통에서 빗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웠다. 취

약한 삶의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이지만 사

회는 무관심과 배제라는 또 다른 진통을 겪고 있다. 위기 속에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은 나와 타자 사이에 계속해서 경계를 그어 안전지대를 형성하

려 하고, 타인의 고통을 내 삶과 상관없는 문제로 치부한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배제는 비단 작금의 문제만은 아니다. 타인의 실

패가 곧 나의 성공이 되는 무한경쟁 시대, 고립되고 원자화된 개인들의 삶 

속에서 무관심과 배제는 자주 문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는 학교 교실에까지 이어져 학교폭력, 혐오 표현, 젠더 갈등과 같은 문제를 

남겼다. 타인의 삶과 고통에 대한 깊은 관심 없이 타자화하는 어른들의 태

도를 청소년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무관심과 배제를 극복

하고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형성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그 해답을 연민(compassion)에서 찾고자 한다. ‘함께’를 의미

하는 ‘com-’과 ‘고통받다’를 의미하는 ‘pati’의 합성어인 연민은 글자 

그대로 누군가와 함께 고통받는 것을 의미한다(Oxford University Press, 2021).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연민을 ‘고통받는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그 대상을 돕고자 하는 동기’와 관계된 개념으로 정의한다(Goetz et al., 

2010; Lazarus, 1991; 신호재, 2013).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연민에는 이미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타적 동기가 깔려있다.

   타인의 고통을 완화하는 표면적 이유 말고도, 관계 윤리적 측면 혹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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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정의의 측면에서도 연민의 윤리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실바 외 연구

자(Silva et al., 2012)는 윤리의 기준을 “자신과 사랑하는 이의 행복과 복지

를 염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과 사랑하는 이에게 고통과 해를 끼치지 않으

려는 것”(148)으로 보고, 연민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과 상호의존성을 반성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윤리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윌리엄스(Williams, 

2008)는 연민은 인간 번영, 즉 모든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독립된 개인

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의 기

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시대적 위기와 연민의 윤리적 가치를 고려할 때, 도덕과는 학

생들이 함양해야 할 하나의 도덕적 정서1)로서 연민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는 연민의 함양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제와 무관심을 극복하고 소외

된 존재를 포용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그러나 연민의 

함양 자체가 교육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본능적으로 발휘된 연민은 주체

와 가까운 대상에게만 흐를 가능성이 있으며(Montgomery et al., 2017), 타인

의 안녕과 복지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여 뚜렷한 도덕적 결과를 낳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연민을 적절히 조절·발

휘하고, 멀리 떨어진 타자에게까지 윤리적 관심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

야 한다.

   그동안 국내 도덕교육 분야에서 연민은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동기의 원천으로서 연구되었으며(남궁달화, 2004; 이경원·김순자, 2009; 박

재주, 2013), 최근에는 시민성 교육, 마음챙김과의 연관 속에서 주목받고 있

다. 변종헌(2020)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다

1)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고 유발 자극이 뚜렷하지 않은 ‘기

분(mood)’(조석환, 2014: 13), 숙고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행위를 이끄는 ‘충동

(impulse)’(박재주, 2013: 211), 신체적으로 지각된 감각 개념이 강조된 ‘느낌

(feeling)’(이태성, 2017: 25)과 달리 정서는 외부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

로 일어나며, 능동적이고 신중하게 행위를 이끈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혼용

을 막기 위해 ‘정서(emotion)’를 기본 용어로 사용하되 문헌을 참고할 때에는 

원문 표기에 따라 ‘감정’을 함께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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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시티즌십의 내용으로서 연민을 제시한 바 있고, 박해미(2021)는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연민의 포용적 특성에 주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포용적 애

국심 모델을 제시하였다. 변종헌과 박해미의 연구는 현시대에 필요한 시민

성의 하나로서 연민의 윤리적 함의를 밝히고 있지만, 연민을 계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유종영(2020)은 연민을 강

조하는 마음챙김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밝히고 있으나, 국내 도덕과 교육과

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향후 연구 과제를 남기고 있다. 종

합하여 보았을 때, 연민이 가지는 도덕적 가치나 교육적 함의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지만, 연민이 도덕과 교육과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어떻게 

계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화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이론을 토대로 연

민의 개념과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도덕과 교육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법철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누스바움은 대표 저서 

『감정의 격동(Upheavals of Thought)』에서 연민의 특성과 연민을 둘러싼 

논쟁을 검토함으로써 연민이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공적 삶에서 윤리적 토

대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개인적 삶에서 연민은 자아의 경계를 확

장하고, 타자의 고통에 빠르고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개인을 동기화시킨다. 

나아가, 분별 있는 관찰자2)의 관점을 채택하여 발휘된 연민은 공적 영역을 

변화시키고 공공의 합리적 추론의 토대가 될 수 있다(강용수, 2017: 144).

   본 연구에서 누스바움의 연민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스바움의 이론은 인지적 판단을 기반으로 연민을 규정하기 때문에 정서의 

가변성이나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 누스바움은 정서를 ‘평가적 판단

(evaluative judgment)’3)이라고 보는 인지주의 입장에서 연민의 필요 조건

2) ‘분별있는 관찰자’(judicious spectator)란 연민이 적절하게 발휘되는 데 필

요한 조건으로서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사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제3자”(강

용수, 2017: 136)를 뜻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3) ‘평가적’이라는 것은 나에게 닥친 현상 혹은 대상이 내 삶에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하고, ‘판단’이란 현상에 대해 (1)수용하거나 (2)반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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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심각함에 대한 판단’, ‘부당함에 대한 판단’, ‘행복주의적 판단’

을 제시한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타인의 고통에 대한 주관적 느낌

이나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누스바움의 연민은 나와 

유사성이 떨어지는 존재, 사회적 배경이 다른 존재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둘째, 누스바움은 적절한 연민을 기르기 위한 문학교육의 중요성과 방법

을 제시한다. 누스바움은 연민 또한 협소하게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떤 수준의 관심을, 어떤 방식으

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문학

적 상상력을 계발하는 소설 읽기와 비판적 대화 과정을 거치는 공적 추론을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그의 교육 철학은 도

덕과에서 연민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한편, 국내 도덕교육 분야에서 누스바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문학적 상상력 교육(박진환·김순자, 2008; 이두연, 2020), 역량 접근법(고미

숙, 2018; 김은미, 2021), 도덕적 감정 교육(신종섭, 2020), 세계시민교육과 애

국심 교육(정창우·신종섭, 2020; 박해미, 2021)과의 접목을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타교과 학문 공동체에서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을 토대로 스포츠 윤리 

교육이나(김동현·윤여탁·이광호, 2018) 문학교육의 방법을 모색(황혜진, 

2018)한 것과 달리, 아직 도덕과에서는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한 연구는 없다. 다만 박진환·김순자(2008), 고미숙(2018), 이

두연(2020)의 연구에서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학적 상상력은 연민을 계

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요소로서 본 연구에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마사 누스바움의 연민 개념과 특징, 그의 교육 철학을 고

찰하고, 이를 토대로 누스바움의 연민론을 도덕과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3)판단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명제 태도를 말한다(Nussaum, 2004: 

191-193) 따라서 ‘평가적 판단’은 내 삶의 전망에 중요한 일부로 여겨지는 대

상에 대해 어떠하다는 특정한 믿음을 체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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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도덕교육에서 

연민 관련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세부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민 개념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누스바움의 연민론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윤리적 가치를 지

니는가?

   셋째, 누스바움의 연민론은 도덕과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연구 질문은 Ⅱ장에서, 두 번째 연구 질문은 Ⅲ장에서 주로 

다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Ⅳ장에서 누스바움의 연민론을 도덕과 교육

에 적용하고 연민을 함양하고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는 특정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평가하여 

종합(synthesis)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크노프에 따르면 문헌 연구는 크

게 네 가지 과정을 포함한다. 처음 두 과정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기존

의 문헌은 무엇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 파

악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선별적으로 요약하는 것

으로 문헌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부분, 일치하지 않는 부분, 간과하거나 

놓친 부분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은 문헌의 질을 전반적으로 판단

하는 것으로 어떤 연구 결과가 유용하며 사후에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분석하는 과정이다(Knopf, 2006: 127). 

   위와 같은 문헌 연구 과정을 적용하여 각 장에서 논의할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연민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쌓기 위해 철학

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민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고, 심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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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연민과 유사 개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연민

에 대한 철학적 접근에서는 누스바움의 연민론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아

리스토텔레스, 장 자크 루소,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검토한다. 각 사상가

의 철학에서 연민의 정의와 연민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공

통된 내용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연민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연

민의 발생 요인과 평가 요소, 행동 경향성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나

타나는 연민의 구성 요인을 분류할 것이다. 이어, 공감, 동정, 애련과의 

비교를 통해 도덕적 정서로서 연민이 가진 특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민에 관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연민의 도덕교육

적 함의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논의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

헌의 범위에는 크게 누스바움의 감정 철학, 정치 철학, 교육 철학 관련 

저작, 누스바움의 연민론과 관련한 국내외의 연구 논문이 포함된다. 

   누스바움은 “Compassion: The Basic Social Emotion”(1996)에서 연

민에 필수적인 인지적 판단을 분석하고, 연민을 함양하기 위해 상상력의 

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후 자신의 감정 철학을 집대성한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2001)에서 감정은 단

순한 지각이 아닌 판단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연민이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공적 삶에서 윤리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국내에서는 『감정의 격동』(2015)으로 번역되었으며, 본론에서 누스바움

의 인간관과 사회관, 연민의 개념과 인지적 판단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주 텍스트로 삼을 것이다.

   한편,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량

(capabilities)’과 관련된 그의 저작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정의 격

동』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핵심 역량’은 누스바움의 정치 철학을 꿰

뚫는 가장 중요한 용어로, 연민론에서는 적절한 인지적 판단을 위해 참고

할만한 기준이 된다. 그는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2011)에서‘진정한 의미의 발전은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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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는 실질적 기회로서 역량을 보장받는 것에 있다’는 역량 접근

법을 개진하며 사회가 모든 개인에게 보장해야 하는 핵심 역량의 목록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역량의 창조』(2015)로 번역되었으며, 해당 저서

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역량과 역량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연민의 인지

적 판단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누스바움의 연민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의 교육 철학을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초기 저작 “The Literary Imagination in 

Public Life”(1991)에서 논의된 서사적 상상력은 타인의 삶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상상력으로 연민 발휘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후, Poetic 

Justic :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 (1995)에서는 공적 판단

에서 문학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1997)에서는 인간성 

계발과 다양성의 포용이라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문학교육 방법을 소

개하고 있다. 각 저작은 국내에서 『시적 정의』(2013)와 『인간성 수

업』(2018)으로 번역되었으며, 본론에서 문학교육이 연민 함양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주 텍스트로 삼을 것이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누스바움의 연민론이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

고 있으며 도덕교육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할 것이다. 도덕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각론,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도덕 』 교과서 등의 공식적인 문헌들을 살핀

다. 먼저, 1절에서는 누스바움의 연민론이 도덕교육의 목표와 유사한 지

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과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2절에서는 중학교 도덕 내용 체계 중 ‘사회적 

약자와 인권’ 단원을 선정하여 교과서의 내용과 탐구 활동을 분석하고, 

누스바움 연민론을 적용한 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누스바움의 연민론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와 인권’ 단원에

서 연민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덕과 교수학습방법ㅇㄹ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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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연구는 영화 읽기를 통한 연민 계발 방법을 구체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를 예시

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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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민 연구의 이론적 토대

   본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용어는 ‘연민’, 영어로는 

‘compassion’에 해당한다. 라틴어 ‘compassiōn-em’에 어원을 둔 

compassion은 ‘함께’를 의미하는 ‘com-’과 ‘고통받다’를 의미하

는 ‘pati’의 합성어로, 사전적 의미에서‘타인의 고통과, 그 고통을 완

화하려는 의욕에 의해 동기화된 정서’를 의미한다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하지만 학문적으로 연민(compassion) 개념에 대한 뚜렷한 합의는 존

재하지 않으며, 연민은 공감, 동정 등과 같은 개념들과 종종 혼동되어 

사용된다. 연민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덕교육

에 적용하고자 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연민 개

념에 대한 이해를 쌓고자 하며, 2장에서 전개될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철학적 접근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스미스가 연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용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eleos’, 루소는 ‘pitié’를 사용하고 있기에 철학적 접근만으로는 연

민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 심리학에서 

학자들이 연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민의 발생 요

인과 평가 요소, 행동 경향성을 알아보고,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

는 구성 요인을 검토할 것이다. 이후, 공감, 동정, 애련과의 비교를 통해 

도덕적 정서로서 연민이 가진 특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

민에 관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연민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연구

하는 데 필요한 논의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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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민에 대한 철학적 접근

   서양 철학사에서 연민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리스토텔레

스의 『수사학』에서이다. 소크라테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에서 연민은 

인간의 자족성과 위엄을 해친다는 이유로 배격되기도 했지만, 근대로 넘

어오면서 연민의 도덕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았다. 18세기 철학자 애덤 

스미스와 장 자크 루소는 근대 사회의 태동기에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

서 연민이 지닌 도덕적 가치를 옹호하였다. 현대 철학자인 누스바움은 

연민에 관한 철학을 개진하며, 자신의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스미스, 

루소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아리스

토텔레스, 스미스, 루소의 철학을 통해 연민의 의미와 특성, 연민이 발생

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의 본질을 탐구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연민은 “어떤 사람에게 파괴적인 해악

이나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을 사람

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느끼는 괴로운 감정”4)(1385b14-15)이다. 그는

『수사학』 2권에서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대

상과 어떤 사람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지를 설명한다.

   먼저, 연민의 주체는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 사람이 미래에 어떤 해악

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삶의 지혜와 연륜이 

있는 나이 많은 사람, 병약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모나 자녀가 처가 있는 사람’(1385b25-29)처럼 경험이 많고 연관된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자신 혹은 자신의 주변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잠재적 고통에 어느 정도의 두려움5)을 느

끼는 자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민을 구성하는 핵심 특성이 드

4)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내용은 박문재의 번역(2020, 현대지성)에 따른다.
5)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연민과 두려움은 엄밀히 구분된다. 두려움은 극단

에 있는 감정으로,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연민을 느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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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는데 바로 ‘나도 미래에 고통을 겪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대상과 사람에 대해 연민이 발생하

는지를 설명한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멸적일 정도로 괴롭고 고

통스러운 것’(1386a5), 중대한 해악에 대해서 연민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죽음, 상해, 학대, 노쇠, 질병, 굶주림, 친구와의 이별, 못생긴 

것, 허약한 것, 불구나 기형인 것,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일에서 나쁜 결

과가 나오는 것, 좋은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제때 누

릴 수 없는 것이 포함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민이 느껴지는가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친

족처럼 완전히 가깝지는 않지만6), 생활방식이나 사회적 지위가 유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연민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언

제든지 자신 혹은 자신의 가까운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당하게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연

민이 발생한다고 언급한다. 나의 아버지를 살해한 자가 처형당하는 것을 

보는 상황처럼, 누군가 정당하게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을 보면 연민을 느

끼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1386b28-30).

   한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부터 연민을 촉발하는 상상의 힘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시)을 통해 ‘불행한 일이 자신

에게 생생하게 다가올 때’(1386a29) 연민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시

학』 6장에서도 비극의 고유한 효과를 설명하며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이끌어낸다고 말한다(김종기, 

2012: 105). 배우의 몸짓이나 음성 등 연기와 관련된 수단을 동원해 인물

의 고통을 생생하게 재현할 때, 그 고통은 아득한 미래의 일이나 나와 동

떨어진 일로 다가오지 않는다. 현재, 눈앞의 존재가 겪는 문제로 다가오

기 때문에 ‘나도 미래에 고통을 겪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커질 수 

6) 아리스토텔레스는 친족처럼 완전히 가까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공포가 

느껴지기 쉽다고 말한다. 공포는 대상이 겪는 고통을 보고 자신도 그처럼 느끼

는 감정으로, 연민보다 더 강렬한 반응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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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음으로,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을 이끈 장 자크 루소는 자연상태와 

사회상태의 대립을 설명하여 연민을 언급한다. 그는 사회상태의 불평등과 

불행의 원인이 인간의 과도한 욕망에 있다고 보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등했던 자연상태의 본성을 회복할 것을 주장한다. 루소는 『인간 불평

등 기원론』에서 자연상태의 인간에 내재한 두 가지 본성으로 자기애

(amour de soi)와 연민(pitié)7)를 제시한다. 연민은 “남이 고통받는 모습

을 보고 깊이 생각할 여지도 없이 도와주러 나서게”(Rousseau, 정봉구 

역, 2006: 83) 만드는 감정이다. 인간에게 자기애의 감정만 있다면 개별 

개체는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지라도 종 전체의 번성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연민은 고통받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게 만들기 때문에 

“각 개체에서 자기애의 작용을 완화하면서 종 전체의 상호적 보존에 기

여”(Rousseau, 정봉구 역, 2006: 83)한다. 김영욱은 루소의 연민에 대해 

“우호적 타자 관계”의 원리로 “자연법의 규칙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적 규칙의 토대”(김영욱, 2020: 47)가 된다고 설명한다. 요컨대 루소 철

학에서 연민은 자연적인 동료 의식으로, 다른 존재의 고통에 관심을 갖

고 인간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도덕적 원리이다.

   한편, 루소는 『에밀』에서 청년들을 연민을 지닌 온화한 인간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민을 실천적으로 발휘

하고 전 인류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먼저, 

모든 인간은 허약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루소는 국왕도, 위인도, 

궁정인도, 부자도 모두 인생의 ‘비참, 슬픔, 불행, 결핍’(Rousseau, 정봉

구 역, 2006: 408)을 피할 수 없으며, 삶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숙명적 고

통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한다. 루소는 이러한 인간 삶의 일반적 고통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윤리적 의무의 기반으로 삼는다. 

7) ‘pitié’는 현대적 용어 ‘pity’로 변형되면서 그 안에 주체의 우월하고 생

색내는 뉘앙스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본래 루소가 사용한 ‘pitié’는 현대적 의

미의 ‘compassion’과 유사한 의미를 지녀 여기서는 연민이라고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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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허약함이 인간을 사교적으로 만든다. 우리들의 마음을 인간애 쪽으

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들의 공통된 불행이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아니

었다면 우리는 인간에게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으리라. 모든 애착은 무엇인

가가 부족하다는 표시이다. 만약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무지 타인

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타인들에게 연결되는 것 같은 것은 거의 생각지

도 않을 것이다.”(Rousseau, 정봉구 역, 2006: 406)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요하고, 타인과 보편적 유대로 묶이게 된다. 또한, 모든 인류는 공동의 

불행을 겪기 때문에 연민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안에 들어선다.

   그러나 연민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인간에 대해 발생하지 않는다. 

자신 또한 타인과 유사한 불행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연

민을 발휘할 수 있다. ‘인류 공통의 허약함’이 인간애와 윤리적 의무

의 기초라면, ‘유사한 불행을 겪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연민을 실

천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는 국왕이 신하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자신은 절대로 신하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

각하기 때문’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그가 그들을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동정하는 것

을 가르치려는 기대는 하지 말라. 그 불행한 사람들의 운명이 자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그들의 모든 재앙이 다 자기 발 밑에 있다는 것, 예측

할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는 수많은 사건이 당장이라도 그를 그곳에 묻히

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에게 잘 이해시키라.” (Rousseau, 정봉구 역, 

2006: 413)

한 청년을 연민을 지닌 온화한 인간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

이 나의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 타인의 불

행이 나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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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때 가능하다. 루소는 “연민은 그 재앙의 양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니는 감정에 의해

서 측정된다”(Rousseaus, 정봉구 역, 2006: 414)고 말한다. 이는 주체가 

대상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보내는가에 따라 연민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동물이 힘든 노역을 하거나 도살된 운명에 처해있더

라도 동물의 운명에 무관심한 사람은 연민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서도 빈민의 삶에 관심 없는 부자는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 요컨

대 연민은 주체의 관심 대상에 한정되어, 자신 또한 유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발생한다. 

   한편, 루소도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연민을 발휘하기 위한 상

상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루소는 상상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

성을 기를 것을 강조한다. 상상의 최초의 작용은 ‘동포’가 있다는 사

실을 아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동포의 고통에 동요하는 마음인 연민

을 길러낼 수 있다. 루소는 연민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괴로움”(Rousseau, 정봉구 

역, 2006: 410)이라 말한다. 즉, 연민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상상력과 감수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애덤 스미스는 대륙의 합리주의적 

윤리에 반대하여 인간 행위의 도덕판단 기준을 감정에서 찾는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행위에 대해 승인을 느끼는 감정인 동감(sympathy)8)에 있

으며,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감이 바로 연민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연민

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거나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느껴지

는 종류의 감정”(Smith, 박세일·민경국 역, 2020: 3)이다. 『도덕감정

론』의 1부 1장에서 스미스는 연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8) 본 연구의 Ⅱ장 3. ‘연민의 개념과 유사 정서의 비교’에서는 ‘sympathy’

를 ‘동정’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스미스의 철학에서 ‘sympathy’는 타인

이 느끼는 감정을 유사하게 느끼는 능력으로 ‘동감’이라 옮기는 것이 적절하

며, 박세일·민경국(2020)의 번역에 따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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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하더라고 그 천성에서는 분명히 몇 가지 

행동원리가 존재한다. 이 행동원리로 인하여 인간은 타인의 행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 행동을 바라보는 즐거움 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

다고 하더라도 그 행운을 바라보는 즐거움 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운을 얻은 타인의 행복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

민(pity)이나 동정심(compassion) 또한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인데, 이것은 타인

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느끼게 되는 종류의 

감정이다.”(Smith, 박세일·민경국 역, 2020: 3)

인간은 타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함으로써 

타인의 감정과 반응에 동감하게 된다. 스미스는 이것을 자기애와 대비되

는 감정으로 ‘동류의식(fellow feeling)’이라고 표현한다. 동감이 모든 

종류의 감정에 대한 동류의식이라면, 연민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류의

식을 의미한다. 연민은 인간의 이기심과 달리, 타인의 운명과 처지에 관

심을 갖고 그의 행복을 바라게 만드는 친사회적인 감정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스미스 역시 연민의 작동

원리이자 연민을 강화하는 힘으로서 ‘상상’을 언급한다. 그는 상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상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타인이 처한 상황에 놓고 스스로 타인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상상한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는 방식은 마치 우

리가 타인의 몸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와 동일한 사람이 되고, 그럼으로

써 타인의 감각에 대한 어떤 관념을 형성하며, 비록 그 정도는 약하고 하더

라도, 심지어는 타인의 것과 유사한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다. (…) 자

신이 그러한 고통이나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거나 상상하게 되

면, 그 상상이 생생하거나 둔감한 정도에 비례하여, 어느 정도 동일한 감정

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Smith, 박세일·민경국 역, 2020: 4)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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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상황에 놓였을 때를 상상해봄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추측해볼 수 

있다. 비록 타인이 경험하는 바를 완전히 동일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 

상상이 생생할수록 주체는 더 큰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말하

자면, 연민은 상상의 감각적 한계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만일 유럽의 인도

주의적인 사람이 중국의 대지진 재앙 소식을 듣는다면 그는 일정 시간 

침통하다가 이내 안도감을 가지고 잠들 것이다(Smith, 박세일·민경국 

역, 2020: 251-252). 불행을 직접 보지 않는다면, 타인의 불행은 주체의 

깊은 관심을 끌지 못하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이러한 상상의 감각적 한계를 공정한 관찰자의 관점으로 극

복할 것을 제안한다. 공정한 관찰자란 개인의 이해관계나 상황에 따른 

편견 등에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공감하는 

주체의 관점을 의미한다.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 ‘가슴 속의 동거인, 내

부 인간, 우리 행위의 재판관 및 조정자’로서 자기애가 빠지기 쉬운 잘

못된 생각과 감정의 불평등성을 바로잡아준다(Smith, 박세일·민경국 역, 

2020: 255-256). 요컨대, 공정한 관찰자의 관점을 전제한 연민은 주관적 

편향성이나 협소함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만드

는 윤리적 함의가 있다. 

   상기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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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루소 스미스

정의

어떤 사람에게 파괴적인 

해악이나 고통이 뒤따르

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느끼는 괴로운 감정

남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깊이 생각할 여

지도 없이 도와주러 

나서게 만드는 자연적 

감정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거나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느

껴지는 종류의 감정

윤리적 

의미
- 자기애의 원리 완화

연민

의 

조건

주

체
나도 유사한 고통을 겪을 거라는 인식 공정한 관찰자의 관점

대

상

파멸적이고 부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자
- -

연민의 

작동원리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상상’

[표Ⅱ-1] 사상가별 연민에 대한 관점 비교

  

   세 학자의 철학을 통해 연민의 의미와 작동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연민은 고통받는 타인의 모습에서 유발되는 감정 혹은 정서

이며, 그의 고통을 내 것처럼 상상할 때 발현된다. 그리고 루소와 스미스

의 철학에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서 연민이 가진 윤리적 함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연민은 고통받는 타인을 도와주러 나서게 만들거나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식으로 주체의 자기애와 이기심을 완화한다. 어떤 조건에

서, 어떤 대상에 대해 연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었으나,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의 철학에서 나도 비슷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유사성에 대한 인식이 연민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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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민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심리학에서 연민은 타자를 향해 느껴지는(feeling for) 타자 지향적 정

서로 규정된다(Kanov, 2004; Goetz et al.. 2010; Gerdes, 2011). 연구자마

다 연민의 핵심 구인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통받는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그 대상을 돕고자 하는 동

기’와 관계된 개념으로 정의한다(Goetz et al., 2010; Lazarus, 1991; 

Gilbert, 2015). 

   스트라우스 외 연구자는 연민에 관한 심리학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연

민의 5가지 구성 요인을 도출하고, 연민의 심리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스트라우스 외가 제시한 연민의 5가지 구인은 ①

고통의 인식(recognizing suffering) ②인류 고통의 보편성 이해

(understanding the univerality of suffering) ③정서적 공명(emotional 

resonance) ④불편한 느낌의 감수(uncomfortable feelings) ⑤고통 완화를 

위한 행동 실천 또는 동기화(motivation to act/acting to alleviate 

suffering)이다(Strauss et al., 2016). 

   ①고통의 인식은 연민을 일으키는 유발인과 관련된 요소라면 ⑤고통 

완화를 위한 실천은 연민에 따른 행동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②인류 고통의 보편성 이해, ③정서적 공명, ④불편한 감정의 감수는 각

각 연민의 발현 과정에서 수반되는 인지적 판단, 정서적 느낌(feeling), 

태도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라우스 외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

로 기존의 심리학적 연구에 나타난 연민의 구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서에는 저마다의 ‘핵심 관련 주제(core relational theme)’이 있다

고 분석한 심리학자 라자루스는 연민의 핵심 관련 주제를 “타자의 의해 

감응되고 도움을 주고자 바라는 것”(Lazarus, 1991: 289)이라 정의한다. 

라자루스는 타자가 겪는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공감(empathy)과 달리, 

연민은 타자가 어떻게 느끼고 믿는지와 상관없이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

한다. 예를 들어, 불행을 겪고 있는 타자가 어떤 연유에서 자신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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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지 못하고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다면 주체는 타자의 긍정적 정서

에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연민은 대상이 느끼는 바와 상관없이 “타자

의 불행에서 개인적 고통을 느끼고, 그 불행을 완화하고자 희망하

는”(Lazarus, 1991: 289) 정서로 구현된다.

   한편, 라자루스는 연민의 평가와 행동 경향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

다. 먼저, 연민의 평가 요소에는 ‘자아 관여’, ‘책임’, ‘미래에 대

한 기대’가 포함된다. 자아 관여는 주체의 자기 효능감이나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높을수록 연민이 발현될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고통의 책임 소재가 주체나 피해 당사자에게 없을 때 연민의 

정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통에 대한 책임 소재가 주체에게 있다고 

여기면 죄책감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여기면 분노가 발생할 경향이 더 

크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는 연민에 있어서 핵심적인 평가 요

소는 아니지만, 고통받는 자가 주체에게 표하는 감사는 때로 연민을 강

화한다(Lazarus, 1991: 289-290).

   다음으로 연민의 행동 경향성에 대해 라자루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민에 있어서, 행동경향성은 타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타자에게 도움을 

주고, 동정을 표현하고자 나서는 충동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체는 본인이 고

통에 압도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적당한 분리를 추구한다. 살아남은 자의 죄

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이 (고통의)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

라앉히지 않는 한, 고통의 피해자가 되지 않은 우리의 운에 대해 속죄할 것

이며 연민은 강화될 것이다.”(Lazarus, 1991: 290)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연민의 주체가 타자와 ‘적당한 분리’를 시도한

다는 것이다. 어떤 개인은 타자의 고통에 관여하면서 자신에게 오는 개

인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마저도 기꺼이 감수한다. 반면 개인적 고통이나 

타자의 고통을 크게 두려워하는 개인이라면, 타자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회피나 분리를 시도할 것이다. 라자루

스의 설명에 따르면 연민의 주체는 고통을 인내하고 감수하는 적극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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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라기보다는 타자의 고통 완화를 위해 노력하되 적당한 분리를 시도

하는 소극적 개인에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행운을 속죄하고자’하는 

동기는 타자의 안녕에 대한 이타적 관심보다는 고통을 운 좋게 비껴간 

자의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이기적인 동기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연민에 대한 라자루스의 개념에는 ①고통의 인식 ⑤고통 

완화의 실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스트라우스 외는 라자루스의 연민 

개념에 ③정서적 공명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연민은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님”(Lazarus, 1991: 289)을 강조하는 것

을 보았을 때 ③정서적 공명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연민을 분석한 괴츠 외 연구자는 연민

을 “타인의 고통을 목격했을 때 느껴지고, 고통받는 자를 돕고자 동기

화되는 정서적 경험”(Goetz et al., 2010: 2)으로 정의한다. 괴츠 외는 연

민을 주관적 느낌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서적 상태 혹은 경험이라고 보고, 

고통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자애로운 반응(benevolent responses)이나 타

인의 감정에 대한 대리 경험을 의미하는 공감(empathy)와 구분한다

(Goetz et al., 2010: 2). 

   괴츠 외 연구자들은 연민의 평가와 행동 경향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

한다. 우선 평가에 있어서,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 고통에 대한 민감성

이 달라지며 연민의 강도도 달라진다. 진화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연민

은 무한한, 무조건적 이타주의가 아니라 조건적 이타주의이다. 괴츠 외

는 연민이 ‘타자와 주체와의 연관성’, ‘고통에 대한 타자의 책임’, 

‘주체의 해결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고통받는 자와 정서 

주체 사이의 유사성이 높거나 정서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고통받는 자가 

고통에 대한 책임이 없고 상호호혜적 행동을 할 경향이 높을수록, 도움

을 줄 수 있는 주체의 자원과 능력, 자기 효능감 등이 높을수록 연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Goetz et al., 2010: 7-11). 이는 라자루스가 언급한 

‘미래 기대’, ‘책임’, ‘자아 관여’의 평가 요소와 거의 유사하다.

   다음으로 행동 경향성에 대해 괴츠 외는 연민이 헌신과 친사회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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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촉진한다고 설명한다. 연민 과정에서 평가를 통해 개인은 타자에 

대한 도움과 이타적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고, 그 도움이 유익할 만한 상

황을 발견하고, 빠르고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동기화된다. 결과적으로 연

민은 “타자에 대한 보살핌과 관심을 높이고, 개인적 이익에 대한 관심

을 낮추고, 타자를 돕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Goetz et al., 

2010: 15). 괴츠 외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회피 행동을 이

끄는 반사된 고통(mirrored distress) 상태와 달리, 연민은 타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헌신적 행동을 이끈다고 강조한다.

   종합해보면 연민에 대한 괴츠 외의 개념에는 ①고통의 인식 ④불편한 

감정의 감수 ⑤고통 완화의 실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스트라우스 외

는 여기에 ③정서적 공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괴츠 외 역시 연민을 

반사된 고통의 공감적 상태(empathic state of mirrored distress)와 구분

하고 있으므로 ③정서적 공명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카노브 외 연구자는 연민을 타자의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역동적 프로세스로 보며, 연민은 ①알아차리기(noticing) ②느끼기

(feeling) ③응답하기(responding)의 세 단계를 걸쳐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Kanov et al.. 2004).

   연민의 첫 단계인 ‘알아차리기(noticing)’는 타자의 곤경을 인식하

고 그가 겪는 고통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아차리기는 인지적 인

식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는 타인의 곤경에 대한 무의식적인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단계는 주변 일들에 대한 

개방적·수용적 태도와 상호작용에서 사소한 신호를 읽어내는 등 타자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요구한다(Kanov et al., 2004: 812-813). 

   두 번째 단계인 ‘느끼기(feeling)’는 타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이다. 느끼기는 고통받는 타자의 상태를 상상하고 짐작한다는 점에서 공

감적 염려(empathic concern)와 유사하며, 타자의 과점에서 고통을 느낀

다는 점에서 역할 채택을 요구하기도 한다. 카노브 외는 괴츠 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민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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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와 관련된 사회적 정서라 설명한다(Kanov et al., 2004: 813). 

   마지막으로 ‘응답하기(responding)’ 타자의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그의 고통을 완화하고 제거하기 위한 실천이나 표현을 의미한다. 응답하

기는 금전적 지원 같은 물질적 차원의 도움과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

는 것과 같은 정서적 차원의 도움을 모두 포함한다. 카노브 외는 만일 

어떤 사람이 알아차리기와 느끼기 단계 없이 곧바로 고통에 응답하고 실

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연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연민을 느끼

고도 이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 고통의 대상을 잘 모르거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면 연민을 느끼고도 실천

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Kanov et al., 2004: 813-814). 

   연민에 대한 카노브 외의 연민 개념에서 ‘알아차리기’, ‘느끼

기’, ‘응답하기’는 각각 ①고통의 인식 ③정서적 공명 ⑤고통 완화의 

실천에 해당한다. 다만, 카노브 외에 따르면 고통 완화의 실천은 사람들 

간의 유대와 결속력을 높이는 사회적 힘을 갖고 있지만, 상황과 맥락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심리학에 불교적 관점을 접목하고, 연민 기반 마음챙김 기술을 

제시한 심리학자 길버트는 연민의 핵심을 “자신과 다른 살아있는 존재

의 고통에 대한 깊은 자각과 함께 그 고통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소

망을 수반한 기본적인 친절함”(Gilbert, 2009: 13)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연민을 두 가지 심리로 구조화하는데 첫 번째 심리는 고통에 관

심을 갖고 그것의 본질과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로, 궁극적으로 돌봄과 

보살핌을 동기화한다. 이 단계는 ①민감성(sensitivity), ②동정(sympathy), 

③공감(empathy), ④안녕에 대한 관심(care fore well-being), ⑤고통의 인

내(distress tolerance), ⑥비판단(non judgment)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Gilbert, 2015: 8). 고통에 대한 민감성, 공감과 동정의 느낌은 연민

에 대한 정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구성 요소라면, 안녕에 대한 관

심, 고통의 인내, 비판단은 길버트의 이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연

민의 요소라 할 수 있다. 정서 주체가 타자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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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과정에서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으며, 타자에 대한 비난과 선입

견을 거둔다면 적극적인 이타적 행동을 실천하고, 친밀하지 않은 관계까

지 연민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연민의 두 번째 심리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행

동을 알고 지혜를 발휘하는 단계다. 이 단계는 ①상황에 대한 상상

(imagery), ②추론(reasoning), ③집중(attention), ④신체적 지각과 훈련과 

관련된 감각(sensory), ⑤행동(behaviour), ⑥느낌(feeling)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상황과 맥락에 맞게 각각의 요소를 적

절히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Gilbert, 2015: 9). 예를 들어, 불타는 집에서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온유한 친절과 차분한 행동보다는 단

호함과 결단력 있는 행동이 요구되고,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돌봐

야 하는 상황에서는 단호함보다는 따뜻한 감정이나 차분한 손길이 요구

될 것이다.

    이처럼 길버트의 연민 개념은 고통에 대한 자각과 관심을 넘어, 고

통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실천적 지혜를 구체화하여 제시한 의의가 있으

며, ①고통의 인식 ③정서적 공명 ④불편한 감정 감수 ⑤고통 완화를 위

한 실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불교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자기 연민(self 

compassion)’의 개념을 제안한 네프는 연민을 “타자의 고통에 의해 감

응되고, 피하거나 단절하기보다는 개방적인 태도로 고통을 자각함으로

써, 타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친절함의 느낌을 나타내는 

것”(Neff, 2003: 86-87)으로 정의한다. 네프는 자기 연민의 세 가지 요소

로 ①자기 자신에 대해 가혹한 판단이나 비판을 내리기보다 이해하는 태

도를 취하는 ‘친절함(kndness)’, ②개인의 경험을 독립적, 분리된 것으

로 이해하기보다 넓은 관점에서 인류 보편의 경험으로 이해하는 ‘보편

적 인간성(common humanity)’ ③균형 잡힌 자각을 통해 고통을 과대 

해석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생각을 인내하는 ‘마음 챙김

(mindfulness)’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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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프가 제시한 자기 연민의 요소를 타자에 대한 보편적인 연민에 적

용해보자면 친절함은 타자의 실패나 고통을 비판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

기보다 이해하는 것이며, 보편적 인간성은 타자의 고통을 개별적 사태가 

아닌 인류의 보편적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Pommier et 

al., 2010: 20-22).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을 타자에 대한 연민에 적용해보

자면 이는 타인의 고통을 개방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자면 연민에 대한 네프의 개념에는 ①고통의 인식 ②인류 고통

의 보편성 이해 ③공감적 관여 ④불편한 감정 감수 ⑤고통 완화의 실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이해는 네프가 달

라이 라마의 시각을 답습한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달라이 라마는 

모든 인간은 행복을 바라고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는 것과 모든 인간을 형제·자매로 바라볼 것을 주장한다(Pommier et 

al., 2010: 23).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이해 없이 고통을 특수하고 개별적

인 경험으로 이해한다면 주체는 연민을 받아 마땅한 경험과 그렇지 않은 

경험을 구분할 것이다. 결국, 결국 누군가의 고통에는 적극적으로 관여

하고, 누군가의 고통에는 무관심을 보이는 식으로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

는 한계가 발생한다.

   연민 개념에 대한 심리학적 논의들을 종합하여 스트라우스 외가 제시

한 분석 틀에 맞춰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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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민의 정의

연민의 요소

고통

인식

고통의 

보편성 

이해

정서적 

공명

불편한 

감정 

감수

고통 

완화의 

실천

Lazaru

s

(1991)

타자의 불행에서 개인적 고통

을 느끼고, 그 불행을 완화하

고자 희망하는 주체의 느낌

v (implied) v

Goetz 

et al.

(2010)

타인의 고통을 목격했을 때 

느껴지고, 고통받는 자를 돕

고자 동기화되는 정서적 경험

v (implied) v

Kanov 

et al.

(2004)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알아차리기, 느끼기, 

응답하기의 과정

v v

v

(not 

necessary)

Gilbert

(2009, 

2015)

살아있는 존재의 고통에 대한 

깊은 자각과 함께 그 고통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소망

을 수반한 기본적인 친절함

v v v v

Neff

(2003)

타자의 고통에 의해 감응되고, 

개방적인 태도로 고통을 자각

함으로써, 타자의 고통을 경감

시키기 위한 친절함을 나타내

는 것

v v v v v

[표Ⅱ-2] 심리학 접근에서 연민의 정의와 요소 (Strauss et al., 2016: 18을 재구성함)

   

   상기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학자마다 정의하는 바는 약간씩 차

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민을 ‘타자의 고통 인식’과 ‘고통을 완화

하고자 하는 동기’와 연관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공감(empathy)을 연민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

서적 공명이 포함된 정의와 그렇지 않은 정의로 나뉜다. 다만 정서적 공

명을 넓은 의미에서 타인의 정서에 의해 감응되는(moved by)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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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라자루스와 괴츠 외의 개념에도 이 요소가 암묵적으로 포함되었다

고 볼 수 있다. 타인의 정서로 감응되는 것은 타인에 의해 연민의 주체

에게도 – 대상의 고통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 고통스러운 느낌을 불러일

으킨 것으로 봐야 한다. 스트라우스 외가 “(정서적으로 혹은 어떤 경우

에는 정의定義에 따라 인지적으로) 감응되는 것”(Strauss et al., 2016: 

17)이라고 언급하였듯이, 연민의 주체는 정서적 차원에서 대상에게 감정

을 이입하며 고통스러운 느낌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인지적 차원에서 타

인이 큰 곤경에 빠졌다는 판단을 통해 안타깝거나 고통스러운 느낌을 겪

을 수도 있다. 

   한편, 불편한 감정을 감수하는 태도는 길버트와 네프의 연구, 인류 

고통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것은 네프의 연구에서만 언급되었다. 이는 만

물의 상호의존관계를 강조하고 회피 및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을 중시한 

불교적 시각이 두 학자의 연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연민(compassion)과 유사 정서의 비교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주개념인 ‘compassion’은 

‘empathy’, ‘sympathy’, ‘pity’ 등과 같은 개념들과 혼동된다. 또, 

국내 문헌에서 해외 연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compassion’은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되지 않고 ‘공감’, ‘동정’, ‘자비’ 등으로 번역된

다.9) 본 항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민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연민의 핵심 구인을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식’과 ‘고통을 완화하고

자 하는 욕구’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 개념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 개념은 ‘empathy’, ‘sympathy’, ‘pity’이며 

9) 주로 불교 철학의 마음 챙김과의 연관 속에서 compassion을 분석한 연구들을 

이를 ‘자비’로, 조직심리학이나 간호학·의학에서는 compassion의 만족과 피

로를 비교하며 이를 ‘공감’으로, 흄, 스미스를 비롯한 서양 철학사 관련 연구

에서는 이를 ‘공감’ 혹은 ‘연민’으로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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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각각 ‘공감’, ‘동정’, ‘애련’이라고 옮겼다. 그러나 

각 개념에 대한 단일한 정의가 없으므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도 다르게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개념을 엄격

하게 구분하고 정의하기보다는 현대 연구에서 학자들이 제시한 일반적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연민이 도덕적 정서로서 갖는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1) 공감(empathy)과 연민

   ‘안쪽으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en’과 ‘감정, 고통’을 뜻하

는 그리스어 ‘pathos’에서 기원한 ‘empathy’는 글자 그대로 ‘타인

의 감정이나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호프만은 공감을 “나

의 상황보다 타인의 상황에 더 적절한 감정적(affective) 반응”(Hoffman, 

1996: 157)로 정의하고, 라자루스는 공감을 특정한 정서라고 보기보다는 

“타인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향, 또는 과정”(Lazarus, 

1991: 289) 이라고 본다. 유사한 맥락에서 길버트는 ‘empathy’를 고통

의 인식이나 타인을 돕고자 하는 동기를 포함하지 않은 하나의 역량으로 

본다(Gilbert, 2015: 6). 다시 말해, ‘empathy’는 타인의 처지와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역량 또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이 겪는 느낌이나 감정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empathy’를 ‘공감(共感)’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그런데 공감은 단순한 정서 전염(emotional contagion)과는 구분된다. 

정서 전염이란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 자세, 움직임을 자동적으

로 모방함으로써 그 사람의 정서를 유사하게 느끼는 경향성이다

(Hatfield, Cacioppo & Rapson, 1994: 하현주, 권석만, 2019: 831에서 재인

용). 정서 전염의 주체는 인지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정서 

상태의 근원이 타인의 정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반면 공감

은 내가 아닌 타자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하며, 

공감하는 주체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상상할 때 나와 타자를 분명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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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다(Nussbaum, 2008: 11; 이미식·박준성, 2009: 233). 다시 말해, 공감

이란 나와 차이를 지닌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타자의 현재 상태에 대

한 정보와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그의 감정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감과 연민은 모두 타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동기

를 지니고 있지만 ‘정서의 대상’과 ‘대상을 돕고자 하는 동기’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정서를 일으키는 경험과 정서가 향하는 대상이 다르

다. 공감은 그 자체로 특정한 정서가 아니며, 타자가 어떤 경험을 겪냐

에 따라 슬픔, 절망, 행복, 사랑, 질투, 죄책감, 불안, 분노, 희망 또는 이

것들의 복합적인 정서로 나타날 수 있다(Lazarus, 1991: 289). 공감은 행

복하거나 불행한 대상 모두에게 발현될 수 있지만, 연민은 타자의 고통 

혹은 불행을 마주했을 때 발현된다. 따라서 공감은 타인과 함께 느끼는

(feeling with) 정서라면, 연민은 타자를 향해 느끼는(feeling for) 정서라

고 할 수 있다(Singer· Lamm, 2009: 84; Gerdes, 2011: 233에서 재인용).

   그리고 공감은 연민보다 정서가 닿는 대상이 협소하다. 공감은 처지

를 상상하기 쉬운 유사한 대상에게 주로 발현된다면, 연민은 그 처지를 

상상하기 어려운 대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발현된다10). 누스바움은 이에 

대한 증거로 연민의 대상에 동물이 포함됨을 제시한다11). 예를 들어, 사

람들은 닭이나 돼지의 처지에 감정 이입하거나 공감하지 않더라도 동물

이 공장식 사육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연민을 느낄 

10) 물론 연민 또한 미치는 친밀한 관계나 우호적 관계의 대상에게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Lazarus, 1991; Goetz et al., 2010; Kanov et al., 2004). 연민이 멀리 

떨어지거나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까지 미치려면 타자의 고통에 대한 인지적 판

단이 필요하며, 이는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 점에 대해

서는 다음 장에서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을 분석하며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11) 누스바움의 이론에 따르면 존재의 육체성에서 기인한 취약함은 연민의 기초

가 된다. 따라서 육체를 지닌 존재인 동물도 연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

만, 본 연구는 ‘타인에 대한 배제와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하는 문

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민의 대상을 인간에 한정하고, 낯선 타인에게 연민을 넓

히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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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Nussbaum, 2008: 11). 즉, 공감은 나와 유사하거나 친밀한 대상

의 감정을 경험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면, 연민은 나와 유사성이 떨어지

는 존재에게까지 윤리적 관심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설사 그 존재가 원

한과 분노의 대상이거나, 존재적 특성이 완전히 다른 동물이거나, 인종

적·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상일지라도 그 존재의 불행을 인지한다

면 연민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공감과 연민은 그 대상을 돕고자 하는 욕구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공감은 단지 타자의 경험을 상상하여 느끼고 생각할 줄 아는 역량

일 뿐, 고통의 인식이나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Gilbert, 2015: 6). 누스바움은 다음의 두 가지 예시를 통해 공감이 

타인에 대한 배려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하나는 사디

스트의 경우다. 사디스트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상당한 공

감을 느끼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해치고 공격한다. 다른 하나의 

사례는 연극배우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 공감하는 경우다. 연극배우는 그

가 맡은 배역에 대해 어떠한 연민도 없이, 즉 그 인물이 고통을 자초하

였다고 생각하거나 인물의 고통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도, 깊은 공감을 보일 수 있다(Nussbaum, 2008: 11). 물론 공감을 통해 

대상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타자의 고통

에 깊게 관여하고 참여하는 연민과는 다르다(최형진 외, 2020: 43). 

   2) 동정(sympathy)과 연민

   ‘Sympathy’는 본래 ‘함께’를 뜻하는 그리스어 ‘sym-’과 ‘감

정, 고통’을 뜻하는 그리스어 ‘pathos’에서 기원하여, ‘감정을 함께 

하는 것’ 혹은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젠버그 외 

연구자는 ‘sympathy’를 “타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기

반으로 고통받는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슬픔과 

염려”(Eisenberg et al., 2015: 7)로 정의하였고, 괴츠 외는 compassion과 

sympathy 모두 타인이 겪는 고통을 완화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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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같은 계열의 정서군으로 분류한다(Goetz et al., 2010: 2). 본 연구에서

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느끼고 염려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sympathy’

를 ‘동정(同情)’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우리말에서 동정이란 “남의 어

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김”, 혹은 “남의 어려운 사

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풂”(국립국어원, 

1991)을 뜻한다. 

   동정은 타인의 고통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 바라보고, 고통받는 자에 대

한 염려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연민과 유사하다(Kanov et al., 2004; 

Eisenberg et al., 2015; Gilbert,  2015). 또한, 연민과 마찬가지로 동정은 타

자에 대해 느끼는 타자 지향적 정서라 할 수 있다. 동정과 연민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으나 일부 연구자들은 ‘타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돕고자 하는 욕구 정도’에서 동정과 연민이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첫째, 동정의 정서는 타자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놓칠 수 

있다.12) 클라크에 따르면 동정 과정은 공감(empathy), 동정 느낌

(sympathy sentiment), 표현(display)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서 

동정 느낌이란 공감보다 더 깊은 수준으로 타인의 감정에 빠지는 것으

로, 타인의 상황을 인지적으로 파악하기보다 감정적, 신체적으로 읽어냈

을 때 더 잘 일어난다(Clark, 1997: 44). 이에 대해 최형진은 과도한 감정

이입으로 인하여 동정 느낌은 고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동정은 상대에게 과

한 위로나 표현을 함으로써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다(최형진 외, 2020: 45). 반면 연민은 주체와 다른 타자의 정서를 구분하

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 사람의 처지에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나와 그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타자의 고통이 가진 의미나 심각성

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12) 이 부분에 있어 동정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학자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젠버그 외는 동정의 의미에 대해 ‘타자의 현재 상태

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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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동정의 주체는 고통받는 자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지만, 그를 

돕고자 하는 욕구를 항상 동기화하지는 않는다. 특히 타자를 돕기 어려

운 상황에서 주체의 돕고자 하는 의지는 좌절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움을 주는 데 드는 비용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주체

가 느끼는 동정의 강도가 높지 않거나, 도울 수 있는 방편이 마땅히 없

다고 여겨지면 동정의 주체는 도움을 포기할 수 있다(Eisenberg et al., 

2015: 7). 또, 클라크는 공감, 동정 느낌, 표현이 모두 포함된 동정이 이

상적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동정 느낌이나 표현이 생략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Clark, 1997: 34). 반면, 연민은 동정에 비해 타인의 곤경에 대

해 더 강렬한 반응을 수반한 정서라고 할 수 있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Gladkova, 2010). 이때, 반응은 반드시 타인을 돕는 ‘행위’는 아

닐지라도 적어도 타인을 돕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의미한다. 만일 

주체가 타자의 곤경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그에 대해 아무런 조

처를 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연민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동정과 연민은 모두 타자의 고통을 완화되어

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그에게 염려를 나타내는 타자 지향적 정서

라는 점에서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동정은 너무 과

도하게 혹은 부족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정을 연민보

다 실천 동기가 약한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3) 애련(pity)과 연민

   ‘좋은’ 혹은 ‘친절한’을 의미하는 라틴어 ‘pietas’에서 유래한 

‘pity’는 본래 고통받거나 불행을 겪는 누군가에게 온정을 표하는 것

을 의미하였다.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서도 ‘pity’는 선한 인

간이 지녀야 할 이상적인 덕목이자 인도주의의 원천으로 여겨졌으며, 루

소가 ‘pitié’를 쓸 때만 해도 자기애를 완화하는 사회성의 원리가 강조

되었다. 누스바움은 본래 ‘pity’가 그리스어 ‘eleos’나 프랑스어 

‘pitié’를 번역할 때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compassion’과 호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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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써도 무방하다고 본다(Nussbaum, 1996). 그러나 현대에 와서 ‘pity’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혹은 모욕적인 의미를 

담은 개념으로 변형되었다. 겔러(J. D. Geller)는 20세기 들어서 니체의 

‘mitleid’ 개념13)이 ‘pity’로 번역되면서 여기에 부정적인 어감이 더

해졌을 거라고 본다. 그는 현대적 의미에서 ‘pity’를 “고통이나 불운

을 겪는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안타까운 마음을 오만하거나 경멸적인 형

태로 나타내는 것”(Geller, 2006: 190)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

의 불행을 가엾게 여긴다는 점에서 ‘pity’를 ‘애련(哀憐)’으로 옮기

되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우월감의 뉘앙스가 담긴 현대적 용어에 제한하

고자 한다. 애련은 연민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의해 유발

되지만 ‘대상에 대한 주체의 태도’와 ‘돕고자 하는 욕구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애련은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애련의 현대

적 용법을 연구한 겔러는 애련의 정서에는 잘난 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곤경을 자초했다고 보이는 대상에게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애련

의 대상에는 열등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사람,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감정

에만 도취해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포함된다(Geller, 2006: 190). 중요한 

것은 대상이 실제로 열등한가가 아니라 주체가 대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애련에 있어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동등하지 

않다. 반면 연민은 주로 타자와의 평등한 관계에서 느껴지는 동료 의식

이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고통을 겪거나 자초하지 않은 고

통을 겪는 대상에게 발생한다. 이런 맥락에서 신호재는 연민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실천적 도움을 핵심 구조로 하는 평등한 성격의 이

타주의적 정서”(신호재, 2013: 53)로 규정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애련은 타인의 고통을 완화하고자 하는 행동 경향성을 반드

13) 니체는 mitleid가 고통을 함께 느낌으로써 고통을 증대하고 삶에의 의지와 

생명력을 빼앗는 최악의 감정이라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 선악의 저편·도덕

의 계보』(김정현 역, 20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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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포함하지는 않는다. 연민과 애련에 대한 심리치료사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연민의 목소리가 ‘나도 고통스러워. 

이 문제는 내 삶의 일부야’였다면, 애련의 목소리는 ‘이런, 저기 불쌍

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네’와 같았다. 연민이 타인과 ‘함께 고통을 느끼

는 것(suffering with)’이라면 애련은 단순히 타인에게 ‘안타까움을 느

끼는 것(feeling sorry)’이다(Geller, 2006: 194-195). 연민의 정서를 통해 

타자를 나와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그의 고통을 내 삶의 문제로 받아

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 동기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애련의 주체는 타자를 그저 딱하게 여기고 지나칠 수 있다. 

   타자를 안타까워하는 애련의 정서에서 종종 실천적 도움이 촉발되기

도 하지만, 연민에서 촉발된 행동과 달리 그 동기가 피상적이고 약할 수 

있다(Crisp, 2008; 최형진 외, 2020). 애련에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재인식하려는 주체의 이기적 동기가 담겨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애련

의 주체는 불쌍한 타자에게 손길을 주는 자신의 모습을 자화자찬하고, 이

때 제공되는 도움은 시혜적 차원에 머문다. 또한, 최형진 외 연구자는 애

련의 주체는 대상의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여기면 무감각해지고 냉소

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연민의 주체는 작은 

호의에서도 오는 힘을 믿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의 실천 의지는 쉽게 약해지지 않는다(최형진 외, 2020: 49).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연민(compassion)과 유사 개념인 공감

(empathy), 동정(sympathy), 애련(pity)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정서의 유발인에 있어 공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의해 유발된다. 다만 애련의 주체는 고통의 

책임 소재가 주로 고통받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는 데 반해, 연민의 주

체는 책임 소재를 당사자에게서 찾지 않는다. 누군가 통제할 수 없는 범

위에서 혹은 부당한 상황에서 고통을 겪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주체는 

연민의 정서를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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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른 정서보다 연민이 가지고 있는 이타적 행동

의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본다. 물론 실제적 차원에서 연민의 이타적 행

동 경향성이 동정, 애련의 그것보다 강한지 측정하기 어렵다. 특히, 실제 

삶에서 연민과 동정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타인의 고통 완화를 위한 실천’을 연민의 핵심 구인에 포함

함으로써, 도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정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는 정서를 일

으킨 유발인, 정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성, 정서에 따른 행동 경향성을 

기준으로 각 개념을 구분한 표이다.

연민(Compassion) 공감(Empathy) 동정(Sympathy) 애련(Pity)

정의

타자의 불행에서 

개인적 고통을 

느끼고, 그 불행

을 완화하고자 

희망하는 주체의 

느낌

(Lazarus, 1991: 289)

타인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향, 

또는 과정

(Lazarus, 1991: 289)

고통받는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

해 느끼는 슬픔

과 염려

(Eisenberg et al., 

2015: 7)

고통이나 불운을 

겪는 사람에 대

하여 느끼는 안

타까운 마음을 

오만하거나 경멸

적인 형태로 나

타내는 것

(Geller, 2006: 190)

유발인

타인의 고통과 

불행

(책임 소재 

타인에게X)

타인이 경험하는

모든 정서

타인의 고통과 

불행

타인의 고통과 

불행

(책임 소재 

타인에게)

주체와 

대상의 

관계성

- 대상에 대한 염려

- 주체와 대상 사

이에 거리가 반

드시 가깝거나 

유사성이 높을 

필요 없음

- 동등한 관계

- 주체와 대상 

사이에 거리가 

가깝거나 유사

성이 높음

- 대상에 대한 염려 -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

- 대상을 열등하거

나 경멸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 비대칭적 관계

행동 

경향성

타인을 돕거나 

고통을 완화하고

자 하는 욕구 수

반

타인을 돕거나 

고통을 완화하고

자 하는 욕구 포

함X

타인을 돕거나 고통을 완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반할 때도 있으나 쉽

게 좌절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음

[표Ⅱ-3] 연민과 유사 개념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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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연민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금까지 연민에 대한 철학적, 심리학적 접근 분석과 유사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연민의 의미와 특징을 규명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연민은 ‘고통받는 타자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고통스러워

하는 정서이면서 그의 고통을 완화하고자 하는 동기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민의 의미에는 도덕적 함의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 하이트

(J. Haidt)에 따르면 정서는 ‘유발인’과 ‘행동 경향성’의 두 가지 요

소에 따라 도덕성 정도14)가 결정된다. 정서의 유발인이 사적 이익과 관

련이 낮을수록, 행동 경향성이 친사회적일수록 그 정서는 도덕적 정서의 

원형에 가깝다. 즉, 도덕적 정서란 “판단자나 행위자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 혹은 적어도 여러 사람의 이익과 복지에 관련된 정서”(Haidt, 

2003: 853)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민은 자기애와 이기심을 완

화하고,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완화하고자 하는 실천이나 강한 욕구를 수반하기 

때문의 도덕성의 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 차원에서 연민의 도덕성 정도가 높더라도, 실제적 차

원에서 연민은 도덕성을 담지하지 못할 수 있다. 정서는 역동적으로 변

화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

에 따라 정서의 도덕성은 달라진다(조석환, 2014: 42). 연민 또한 그 자체

로 절대적인 도덕적 정서가 아니며,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정서의 

조절 없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연민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연구하기 

14) 하이트는 어떤 정서를 도덕적 정서 혹은 비도덕적 정서로 명확히 규정할 수 

없으며, 단지 정서의 도덕성 정도만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그의 분류에 따르

면 일반적으로 도덕 정서의 원형에 가까운 정서와 거리가 먼 정서가 나뉘는데, 

연민은 도덕 정서의 원형에 가까운 정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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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연민 정서를 그 자체로 긍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

떻게 발생한 연민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민의 특징을 언급하고, 연민을 도덕교육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논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민 정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통의 보편성 이해’라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적 접근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이 

요소는 연민의 편향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서 

유사 개념과의 구분을 통해 연민은 공감과 달리 친소 관계의 영향으로부

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적 삶에서 연민 역시 대상과

의 관계성이나 유사성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약해지기도 한다. 유사

하거나 친밀한 대상에게만 연민이 발생한다면 그 정서는 도덕성의 정도

가 높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진정한 관심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배제하

는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이 공유하는 고통의 숙명, 본질

적 취약성을 탐색함으로써 연민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노대원·

황임경은 “신체성, 타인에 대한 의존성,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라는 

인간의 근본 조건에서”(노대원·황임경, 2020: 101) 누구나 태생적으로 

취약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인간은 누구나 취약하다’라는 존재론적 

인식은 인간의 평등적 가치를 강조하고 누구나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있

음을 암시한다. 결과적으로 고통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것은 연대의 가능

성을 마련하고, 멀리 떨어진 인류도 연민의 테두리 안으로 들일 수 있는 

의의가 있다.

   둘째, 어떤 대상이 연민을 받아야 마땅한가에 대한 규범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연민의 정서가 개인의 주관적 느낌에만 국한된다면 불공정하

거나 비도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일이 아님

에도 주체와 가까운 대상의 고통에는 크게 동요하고, 심각한 일임에도 

주체와 동떨어진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또, 명

백한 잘못을 저질러 응당한 처벌을 받는 범죄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

끼는 것처럼 비합리적인 판단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고통에 대한 객



- 37 -

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연민의 적절성 여부를 논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러나 연민에 관한 선행연구는 연민이 타자의 고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

한다고 기술적으로 설명할 뿐, 어떤 대상의 고통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연

민을 보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규범적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다

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부당하게 심각한 고통’이라는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연민의 대상에 대한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민 정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감정을 감수하는 

태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연민의 발현이 이타적 행동의 실천까지 

이어지려면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마음을 내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민에 대한 심리학 접근 중 길버트와 네프의 연구

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을 강조한 연구는 없었다. 연민에 대한 두려움과 

애착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길버트 외(Gilbert et al.)의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개인들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

와 필요에 대해 더 민감하며, 타인의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보살

핌을 더 잘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불안형 애착 관계를 형성

한 개인들은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타인의 호감을 사려는 동기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회피형 애착 관계를 형성한 개인들은 부정적 정서를 

견디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

다(Gilbert et al., 2011: 242). 요컨대,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개인에게서는 이타적 행동이 왜곡되거나 억압될 수 있다. 따라서, 연민

이 도덕적 정서로서 힘을 갖기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부정적 정서를 인내할 수 있는 의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연민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방법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타인에 대한 도덕적 관심과 이타적 행동의 욕구를 

포함한 연민이 도덕적 정서로서 바람직하다고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정

서를 기르고 교육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루소는 청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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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의 마음을 길러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숙명적으로 연약한 존재이며 타인의 불행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을 통해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민을 

도덕교육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는 연민의 교육 방향과 방법에 대해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

한다. 먼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심을 넘어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연민에 관한 길버트의 심리

학 연구를 통해 연민에 두 가지 심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나는 

고통에 관심을 갖고 그것의 원인과 본질을 파악하는 단계고, 다른 하나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을 알고 지혜를 발휘하는 단

계이다. 그런데 연민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전자의 심리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타인의 고통을 완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따라온

다고 본다. 그러나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적절한 도움의 방법을 모른다면 

연민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도덕교육에서 연

민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면 타인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수립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상상력을 유발하고 강화하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

다. 철학적 접근의 분석을 통해 상상력이 연민의 작동원리이자 연민을 

강화하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도덕교육에서 학생들의 연

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교육 매체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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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누스바움의 연민론에 대한 이해

   이전 장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민을 도덕교육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민의 편향성과 주관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이타적 행동의 실천 의지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연민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향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

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연민에 대한 다양한 시각 중 누스바움의 이론

에 주목하고자 한다.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누스바움은 정서에 대한 인지주의 관점에서 연민의 본질을 인지

적 판단 요소로 설명한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인지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연민은 가변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고, 타자의 고통에 대한 합리적인 평

가를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연민을 통해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허물고 

포용적인 태도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연민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누스바움은 적절한 연민을 기르기 위

한 문학교육의 중요성과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문학교육, 특히 소설 읽기

를 통해 타인의 삶을 상상하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계

발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누스바움의 교육 철학은 연민 이론을 도덕교

육에 적용할 때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 

   Ⅲ장에서는 먼저 누스바움의 연민론의 이론적 기초로서 그의 인간관과 

사회관을 살펴본 뒤, 인지적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연민의 개념과 도덕적 

가치를 검토할 것이다. 이어 누스바움이 어떤 맥락에서 문학교육을 강조

했으며, 그 교육 방법이 연민 함양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누스바움의 연민론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누스바움의 연민론을 도덕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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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민론의 이론적 전제

   누스바움의 연민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스바움의 인간관과 

사회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스바움은 ‘인간은 취약한 존재이며 사

회의 과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지탱해주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연

민의 도덕적 유용성을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서구의 반(反)연민적 

철학에 반대하며 논증을 펼친다. 연민은 보편적 윤리 규범을 형성하기에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스토아학파를 비롯해 스피노자, 칸트, 니체 등에

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누스바움은 스피노자, 칸트, 니체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연구에서 많은 부분을 스토아학파의 견해를 비판하는 데에 할애

한다(Nussbaum, 1996; Nussbaum, 조형준 역, 2015)15). 따라서 본 항에서

는 대표적인 반연민 철학으로 제시된 스토아학파와의 비교를 통해 누스

바움의 인간관과 사회관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누스바움은 반(反)연민 철학의 기본 전제가 인간을 “평등주의적이고 

코스모폴리턴적”(Nussbaum, 조형준 역, 2015: 653)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스토아학파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가?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prohairesis’16)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성별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에

게 부여된 능력으로 인간의 빼앗길 수 없는 본질을 이룬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기에 누스바움은 ‘prohairesis’

를 ‘도덕적 목적의 추구 능력’으로 옮긴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651). 또한, ‘prohairesis’는 인간의 신체를 비롯한 모든 외부의 조건들, 

15) 예를 들어, 누스바움은 “Compassion-the basic social emotion”(1996)에서 연

민에 대한 반대 주장으로 칸트, 스피노자, 니체를 모두 언급하고 있지만, 부제는 

“연민에 대한 소크라테스학파/스토아학파의 공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을 자족적, 덕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소크라테스, 스토아학파를 연민 철학

의 반대 입장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6) ‘prohairesis’는 일반적으로 ‘의지’(volition, will), 혹은 의지의 기능으로

서 ‘선택’으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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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가족, 지위, 물질적 풍요 등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성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외부의 우연적 요소들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바람과 가치를 

자신의 ‘prohairesis’안에 들여놓을 때, 개인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완전

해진다(김재홍, 2006: 62). 요컨대, 스토아학파 관점에서 모든 인간에게 부

여된 이성적 능력은 평등한 인간적 가치의 원천이며, 자유와 존엄성의 바

탕이 된다.

   인간 존엄성의 원천을 이성적 능력에서 찾는 스토아학파와 달리 누스

바움은 육체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닌 동물성에 주목한다. 『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Species Membership』(2006)에서 그는 인간

의 존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 이하의 존재(subhuman)가 아니라 존엄성을 존중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한 인간 존재의 전제 조건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사회성 개념을 포함하며, 

나아가 마르크스의 표현대로 "풍부한 인간적 필요" 개념까지 포함한다. 필요

와 역량, 이성과 동물성은 철저하게 얽혀있으며, 인간 존재의 존엄성은 갈망

하는 물질적 존재(needy enmattered being)의 존엄성이라 할 수 있

다.”(Nussbaum, 2006: 278)

누스바움은 인간 존엄성에서 이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인간 존엄성의 원천을 오직 이성으로만 설명하는 관점을 거부한다. 인용

문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인간에게 능동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역

량’과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내재함과 동시에, 수동적으로 무언가 

갈구하는 ‘필요’와 육체적인 ‘동물성’을 내재함을 강조한다. 특히, 

누스바움에 따르면 육체는 인간이 지닌 고유성과 존엄의 중심이다17). 

“노예의 몸, 여성의, 몸, 남성의 몸은 존엄성과 아름다움의 측면에서는 

17) 인간의 평등한 가치의 원천을 이성이 아닌 육체에서 찾음으로써, 누스바움

은 정신장애자나 인간이 아닌 동물의 존엄성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즉, 육체를 지닌 모든 존재는 존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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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평등하다”(Nussbaum, 조계원 역, 2015: 218). 이러한 누스바움의 주

장은 육체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주장하는 이성 중심의 서양 철학과 대

비되는 지점이다. 육체적 동물성은 인간을 질병과 부상에 취약한 존재, 

무언가 결핍되고 갈구하는(needy) 존재로 만든다. 그러나 누스바움은 인

간의 동물성을 결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연대와 

인간 존중의 가능성으로 삼는다. 

   “사람들은 다 같이 유약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통해 인간 존재를 하나로 

결합시킴으로써 그것은 최악의 사람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데 적합한 

도덕적 감정을 구성한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668)

사회성과 동물성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은 항상 외부 세계와 타인의 영향

을 받으며,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타인이 제공하는 돌봄과 지원에 

의존한다. 즉, 인간은 개인의 이성만으로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누

스바움은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집착이 도덕의 가치를 위협한다고 지적

한다. 취약성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때로 자

신과 타자를 구분 짓고 타자에게 혐오를 투사하기 때문이다(Nussbaum, 

조계원 역, 2015). 오히려 인간은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인간의 보

편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할 때, 취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들의 존엄성까지

도 정의의 관심사로 생각할 수 있다(김은희, 2018: 179; 김현수, 2012: 98). 

누스바움은 루소의 말을 인용하여 “인간의 허약함이 인간을 사교적으로 

만든다”(Rousseau, 정봉구 역, 2006: 406)는 것을 강조한다. 요컨대, 인간

은 불완전하고 취약한 존재이며, 인간의 결핍과 취약성은 인간애의 기초

가 된다.

   한편, 누스바움과 스토아학파는 인간을 둘러싼 세계, 외적 조건에 대

해서도 다른 태도를 보인다. 먼저,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행복은 덕을 실

천할 때 얻는 완전한 자율의 경지이며, 그 밖에 “다른 모든 선들은 중요

하지 않은 혹은 무관심한 것들(adiaphora)이다”(이진남, 2019: 219).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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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지위, 평판, 건강 등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 즉 개인의 

의지 바깥에 놓이는 것들로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스토아학파는 

외적 조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외적인 것에 집착하는 정념을 

모두 제거하고 오로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에 의존해야 완전한 자

율과 자기충족성을 달성할 수 있다(김재홍, 2006: 32) 

   그러나 누스바움은 스토아학파가 전제하는 인간의 자기충족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번영하는 삶을 위한 외적 조건의 필요를 인정한다. 먼

저 누스바움은 자기충족적인 덕을 통해서는 타인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18) 자기충족적인 덕이 탁월한 사람은 외적 

조건뿐만 아니라 타자에게 무관심하고 연민과 같은 어떠한 도움도 기대

하지 않기 때문이다(강용수, 2017: 132). 다만, 그가 타인에게 자비나 도움

을 베푼다면 그것은 외적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은 그것

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Nussbaum, 조형준 역, 2015: 663)일 것이다.

   또한, 누스바움은 외적 조건 중 많은 부분은 번영하는 삶을 위해 필요

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19)을 기초로 하여 존엄한 

삶을 위해 사회적·정치적·가족적·경제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것들 없이는 도덕적 선택 능력을 발달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예를 

18) 누스바움은 자기충족적 덕에 입각해서는 타인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정당화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스토아학파 역시 타인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한

다. 스토아적 도덕 이념과 삶의 양식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의 동일한 

폴리스 시민으로서 연대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성염 외에 따르면 스토아학파는 

세계시민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서구 지식인과 일반 대중에게 제시하는 역할

을 하였다(성염 외, 1999: 32; 이창우, 2000: 186에서 재인용). 나와 타인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없더라도 같은 인간, 동일한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애와 배려

의 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다. 다만 누스바움이 지적하였듯, 스토

아주의에 따르면 타자의 고통에 공감할 윤리적 의무를 찾기는 어렵다. 
19)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최고선으로 ‘완전한 덕 따르는 영혼의 활

동’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부나 명예, 좋은 태생이나 출중한 

외모와 같은 외적 좋음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외적 좋음은 덕 활동

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행복에 기여한다(손병석, 2017: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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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영양실조에 시달리거나 병이 들거나 사회에 의해 멸시당한 사람

들은 학습과 선택, 심지어 윤리적 선택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어려

울 수 있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675). 누스바움은 외부 조건뿐 

아니라 외부 조건에 대해 애착을 갖는 감정 또한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역량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랑하는 이의 부재에 대한 슬픔’, ‘고마움과 정당한 분노’ 

등은 인간적 연대의 기초가 된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752). 이는 

스토아학파가 외부 조건에 대한 애착을 부정적인 정념으로 바라본 것과 

대비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핍된 존재이며, 번영하는 삶을 위해 외적 조건이 

적절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누스바움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과제

를 도출한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사회의 핵심 과제는 구성원들의 “기본

적 욕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주는 것”(Nussbaum, 조형준 역, 

2015: 668)이다. 모든 사람이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는 세속적, 물리적 조건들을 일정 정도 보

장해주어야 한다. 반면, 스토아학파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내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과제는 “정념으로

부터 정화된 판단들에 의해 각각의 존재의 도덕적 발달을 돕는 데 있

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668-669).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상이한 관점으로 인해, 스토아학파와 누스바움은 

궁극적으로 연민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인다. 먼저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연민은 비합리적 정념으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연민은 실제적 중요성

을 갖지 않은 외적 조건과 우연적 불행에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외적 조건에 불필요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연민적 태도는 고통받

는 사람의 인간성과 위엄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 덕이 있는 자는 어떠한 

상실이나 외부적 불행에도 휘둘리지 않는데, 연민은 그가 가진 자족성과 

완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누스바움은 스토아학파의 견해에 반대하며 고통받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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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에 대한 존경을 잃지 않으면서 연민을 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

장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누스바움은 인간 존엄성에 취약성을 포함하

기 때문에 연민과 인간에 대한 존중은 양립할 수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

로 취약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외적 조건과 타자의 돌봄이 필요

하다. 따라서 연민적 태도는 고통받는 자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존중하는 것이다. 아래는 스토아학파의 반연민 철학과 누스바

움의 연민 철학을 비교한 표이다.

연민 철학(누스바움) 반연민 철학(스토아)

인간관
능력 있는 동시에 결핍된 존재

불완전하고 취약한 존재
완전하고 자족적 존재

인간 

존엄의 

원천

이성과 육체성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prohairesis)

외적 

재화에 

대한 입장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 중요성 부여함

삶의 우연적 조건으로

중요성 부여하지 않음

공동체의 

과제

기본적 욕구를 지탱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

자유로운 선택과 자기실현을 

위한 동등한 기회 제공

연민에 

대한 입장

사적, 공적 합리성에 기여

고통받는 사람의 

인간성에 대한 존경과 함께 

연민을 표하는 것이 가능함

비합리적 정념

고통받는 사람의 

인간성과 위엄을 파괴함

[표Ⅲ-1] 연민 철학과 반연민 철학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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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민의 개념과 인지적 구조

   

   누스바움은 『감정의 격동(Upheavals of Thought)』에서 인간은 본질

적으로 취약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외적 조건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

에 연민의 특성과 연민의 도덕적 유용성을 검토한다. 그는 다른 철학적, 

심리학 접근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민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부당하

게 불행을 겪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초래되는 고통스런 감

정’(Nussbaum, 조형준 역, 2015: 552)으로 본다. 또한, 누스바움은 연민

을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공적 삶에서 윤리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는 정

서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가 지지하는 정서는 모든 연민을 가리키는 것

이 아니며 ‘이성의 한계’ 내의 연민, 즉 적절한 판단으로 여과된 연민

을 가리킨다. 

   누스바움은 정서를 ‘평가적 판단(evaluative judgment)’이라고 보는 

인지주의 입장20)에서 연민에 내재한 인지적 구조를 분석한다(Nussbaum, 

2004). 여기서 ‘평가적’이라는 것은 정서가 가치와 관련이 있음을 함

축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상에 대해 정서를 느낀다. 연민 역시 나의 삶의 중요한 대상이 겪는 

고통으로부터 유발되며, 나와 상관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겪는 고

통으로는 연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판단’이란 지향적 대

상에 대해 어떠한 믿음을 체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주의 입장에서 

연민을 다른 정서와 구분하고 연민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대상의 실제 

속성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인식과 믿음이다. 가령, 누군가 불행

20) 정서에 대한 인지주의 입장은 정서가 인지적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이

론이다. 정서의 본질을 신체적 감각, 느낌으로 파악하는 비인지주의 입장과 대

비되며, 인지주의 이론은 20-21세기에 주로 등장하였다. 인지주의에는 정서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케니(A. Kenny), 왈튼(K. Walton), 판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누스바움(M. Nussbaum), 초기 솔로몬(R. Solomon),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

다는 드 수자(de Sousa), 후기 솔로몬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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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고 있다는 실제적 사실과 별개로 그가 ‘부당하게 불행을 겪고 있

다’는 믿음이 부재한다면 연민의 정서는 발현될 수 없다.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의『수사학』에 나타난 ‘eleos’해석을 

기초로 하여 연민의 정서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판단의 내용을 ① ‘심

각함’에 대한 판단 ② ‘부당함’에 대한 판단 ③ ‘행복주의적’ 판단

의 세 가지로 구체화한다. 본 연구는 누스바움의 이론에서 각 판단의 내

용과 조건을 살펴보고, ①‘심각함’에 대한 판단과 ②‘부당함’에 대

한 판단을 역량 접근법과 연관 지어, ③‘행복주의적 판단’을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평등적 가치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심각함’에 대한 판단

   연민의 첫 번째 인지적 판단은 연민의 대상이 심각한 불행을 겪고 있

다는 ‘심각함’에 대한 판단(judgment of seriousness)이다. 여기서 불행

은 사소한 물건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삶의 행복을 해칠 

정도의 중대한 곤경을 말한다. 누스바움은 사회와 시대마다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 인간 삶의 핵심적인 곤경의 목록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리스토텔레스와 클라크의 견해21)를 비교한다. 현대 미국 사회에서 정치

적 억압과 불의가 가져오는 불행이 더 강조되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중

대한 불행의 목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이나 

장애 등의 신체적 고통,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자유와 희망의 부재 등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클라크가 제시한 곤경의 목록에서 공통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곤경의 목록은 누스바움의 이론에서 ‘역량’ 개념과 연결 지

21) 클라크는 현대 사회 미국인들에게 동정(sympathy)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곤

경들로 다음의 것들을 제시한다. “질병(알콜 중독이나 약물 오남용 같은 ‘기능

적’ 또는 행동 질환),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기형, 부상 그리고 고통을 포

함한다. 응답자들은 또한 전쟁 트라우마, 성폭력, 육체적 폭력, 범죄 피해, 재난 

피해(예를 들어 지진, 허리케인, 비행기 사고), 노숙, 불임, 이혼(또는 파트너와의 

이별), 차별(예를 들어 직업이나 주택), 정치적 피해(전제 정부에 의한 자유 침

해), 역할 부담(편부모), 원치 않는 임신 (…)등을 언급했다.”(Clark, 1997: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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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해할 수 있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역량이란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재능인 동시에 사회적 환경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기회의 집합을 의미한

다(Nussbaum, 한상연 역, 2015). 누스바움은 여러 저서에 걸쳐 ‘무엇이 

삶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개인에게 필요한 기회와 역

량을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조건들을-나의 연민 어린 반응과 무엇이 삶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지 아닌지에 판단에 새겨진-인간 번영에 대한 몇몇의 아주 일반적인 

기준들을 참고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 다시 말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보편적 중요성-최소한 아주 높은 수준의 일반성-을 지닌다고 여겨지는 인간

의 자유와 기능(functioning)에 관한 견해들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

다.”(Nussbaum, 박용준 역, 2013: 37-38)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으로 입증될 인간의 삶의 몇몇 

핵심 영역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일군의 기본적인 기회를 모든 시민에

게 보장해야 한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750)

첫 번째 인용문의 ‘최소한 아주 높은 수준의 일반성-을 지닌다고 여겨

지는 인간의 자유와 기능’과 두 번째 인용문의 ‘제대로 기능할 수 있

는 일군의 기본적인 기회’는 역량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기능을 펼칠 실질적 기회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 인간존엄성에 어울리는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열 가지 

역량을 누스바움은 10대 핵심 역량 목록22)으로 제시한다. 바꾸어 말하

22) 누스바움은 세계 개발경제학의 주류 이론에 대한 대항이론으로써 역량접근

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계발 가능한 여러 역량 중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공정한 사회가 육성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역량은 무엇

인지”(Nussbaum, 한상연 역, 2015: 52)에 대한 답을 모색하며, 인간이 자신의 

참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사회를 요청한

다. 역량 접근법과 핵심역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스바움의 『역량의 창조

(Creating Capabilities)』(한상연 역, 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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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핵심 역량의 부재는 인간존엄성, 누스바움의 표현으로는 ‘인간 번

영(human flourishing)’을 해치는 심각한 해악을 의미한다. 핵심 역량의 

목록은 불행의 심각함을 판단하는 완벽한 기준은 아니지만 참고할만한 

기준이 된다. 핵심 역량 목록은 특정한 불행이 참혹하다고 말할 뿐 아니

라 “어떤 시민도 그것을 겪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겪지 않

을 기본권을 갖고 있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754)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아래는 누스바움이 제시한 목록의 설명에 기초하여 핵심 

역량의 부재 상태를 나타낸 표이다.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의 부재

생명 평균 수명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신체건강 건강 상태 불량, 적절한 영양과 주거공간의 부재

신체보전 가정 폭력, 성폭력 등 폭력의 피해

감각, 상상, 

사고

교육 기회의 부재, 

정치적 자유·표현의 자유·종교활동의 자유의 부재

감정 적절한 감정 발달과 인간 관계를 누리지 못한 상태

실천이성
선(善) 관념의 부재, 삶의 계획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없는 상태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인종·성별·성적 지향·민족·사회계급·종교·국적으로 인한 차별

인간 이외의 종 동물이나 식물 등 자연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없는 상태

놀이 여가 기회의 부재

환경 통제 정치적 자유의 부재, 적절한 재산권·노동권 행사의 실패

[표Ⅲ-2] 10대 핵심 역량의 목록과 핵심 역량의 부재(Nussbaum, 한상연 역, 

2015: 48-5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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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누스바움은 불행의 심각함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행위 당사자

가 아닌 관찰자의 관점을 채택할 것을 주장한다. 관찰자적 관점은 스미

스의 『도덕 감정론』에 나타난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사태를 객관적인 시각으

로 바라보는 능력과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제 3자”(강용수, 2017: 136)의 시각을 의미한다. ‘심각함’에 대한 

판단에서 관찰자적 관점이 중요한 까닭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당사

자가 내리는 판단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누스

바움은 다음의 두 사례를 비교한다. 

   로마 귀족인 Q는 아프리카 공작의 혓바닥을 배로 실어 보냈지만 중간에 중

단되어 버린 것을 발견한다. 그 결과 그날 저녁 만찬이 완전 재앙으로 끝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그는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친구인 세네카에게 불

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한다. 세네카는 웃는다. 인도의 한 시골 부락에 사는 

여성 R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데에다 교육도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은 마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불운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건

강하다는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리 없으며 교육의 혜택과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566).

   어떤 이들은 귀족 Q처럼 객관적으로 보아 사소한 상황에 대해서도 

큰 고통을 느끼고, 이를 자기 삶의 중대한 문제로 신경 쓴다. 반면, 인권

의 박탈이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에서 자란 어떤 이들은 여성 R처럼 자

신이 겪는 불행에 무감각하거나 무지할 수 있다. 공정한 관찰자라면 아

무리 귀족 Q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할지라도 그에게 연민을 표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얼마나 삶의 행복을 결핍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연

민을 표해야 한다. 따라서, 연민의 주체는 모든 종류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현실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연민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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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당함’에 대한 판단

   연민의 두 번째 인지적 판단은 연민의 대상이 그런 고통을 받을만하

지 않는다는 ‘부당함’에 대한 판단이다(judgment of nondesert). 우리

는 누군가 불행을 자초하였거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할 때 

그를 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가 “본인의 통제 범위를 훌

쩍 넘어서는”(Nussbaum, 조형준 역, 2015: 571) 운명에 의해 자초하지 

않은 불행을 겪고 있거나, 혹은 저지른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고통받고 

있다고 믿는다면 연민의 정서를 느낀다. 요컨대 불행의 책임 소재23)가 

고통받는 당사자에게 없다는 판단이 있어야만 연민이 발생할 수 있다.

   ‘고통이 개인의 과오를 넘어선다는 사고’에는 인간에 대한 누스바

움의 이해, 즉 인간은 불완전하고 취약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연민은 (…)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거나 자신의 잘잘못을 넘어선 어떤 사

람에게 심각하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요구한다. 따라서 다

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려면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특정한 세계상을, 소중

한 것을 항상 안전하게 자기 맘대로 좌우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이런저런 

식으로 운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Nussbaum, 

조형준 역, 2105: 576)

개인의 의지로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으며, 불운

에 의해 때로 삶의 존엄성이 크게 훼손되기도 한다. 어떤 인간 존재도 

인생의 불행을 완벽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 삶의 일반적인 취약성

을 상기시킨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취약성을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

23) 누스바움에 따르면 관찰자에게도 그 불행의 책임이 없어야 한다. 만일 관찰

자가 그 불행에 책임이 있다면 그는 연민이 수치심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연민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에서도 유사하게 언급되었다. 라자루스는 연민

은 고통에 대한 책임 소재가 피해 당사자나 주체에게 없어야 한다고 보고, 주체

에게 책임이 있다면 죄책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Lazarus, op. cit.: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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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지 않고 인간 존재의 본질로 받아들인다. 이선은 누스바움의 이론

에 대해 인간의 전지전능함과 완벽함에 대한 관념을 포기할 때, 사회적 

위계질서의 구분에서 벗어나 동료 시민에 대한 폭넓은 연민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이선, 2018: 31). 

   누스바움은 ‘부당함’에 대한 판단이 연민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클라크의 심리학 연구를 인용한다. 미국인들이 

보이는 동정의 태도를 연구한 클라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힘들의 희생물이 되는 바람에’ 초래

된 곤경에만 안타까움을 느꼈다. 반대로 부정행위, 과실, 무모한 행동에

서 고통이 발생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당사자가 고통을 초래했다고 보이

는 경우엔 연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았다(Clark, 1997: 84). 누스바움이 

인용한 연구 외에도 연민에 관한 심리학 연구들은 부당함, 혹은 책임에 

관한 판단이 연민의 발휘와 강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 요소임을 밝히

고 있다(Batson et al., 1995; Williams, 2008).

   한편, 누스바움은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타당성 

있는 규범적 이론과 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불행의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적절한 연민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당함’에 대한 판단은 

관찰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의 가치관은 사회의 법이나 

지배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클라크의 연구에서는 미

국 사회에 경제적 성취를 곧 개인적 성공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분석한다(Clark, 1997).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익숙한 주체는 빈곤을 개인

의 무능함과 게으름이 자초한 불행이라고 판단할 경향이 높다. 문제는 

개인 혹은 사회의 가치관이 타당성이 떨어지고 임의적일 수 있다는 데 

있다. 만일 가난한 개인이 빈곤하지 않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그의 불행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처럼 사회의 분위기나 제도는 ‘부당함’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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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당함’과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가? 비록 누스바움은 판단에 적절한 특정한 기준이나 견해를 

옹호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 연구는 누스바움의 사회 정의 이론을 판단

을 내리는 하나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누스바움의 정의에 대한 관점은 

『감정의 격동(Upheaval of Thoughts)』뿐만 아니라, 『역량의 창조

(Creating of Capabilities)』등 여러 저서에 걸쳐 나타나 있다. 누스바움

에 따르면 한 사회가 정의로운가 아닌가는 개인의 핵심 역량이 얼마나 

잘 보장되었느냐에 달려 있다. 즉, 국가나 사회는 개인이 건강, 교육, 환

경 등의 영역에서 자신이 가진 역량을 자유롭게 발달시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누스바움의 

사회 정의론이 과잉 복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사회의 역할을 

부모에 빗대어 “만약 노력의 발달을 전반적으로 꺾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주는 사회는 나쁜 ‘부모’일 것이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684)라고 말한다. 정의로운 사회의 역할은 단지 “성원들에게 찾아

다니게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것”(Nussbaum, 조형준 역, 2015: 684)을 

지켜주는 것이며, 핵심 역량 목록이 바로 그 ‘몇 가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누스바움의 정의 관점을 ‘역량접근에 따른 정의’라고 일컬

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역량접근에 따른 정의는 ‘부당함’에 대한 판단

에 어떻게 기초가 되는가? 역량접근법은 정책이나 제도처럼 명확한 규범

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부당함’을 판가름하는 단일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의 실질적인 역량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 구조나 제도의 책임은 없는지를 따져볼 수는 있다. 역량접근법은 

“공정한 사회가 육성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역량은 무엇

인지”(Nussbaum, 한상연 역, 2015: 44) 묻는다. 

   사실 역량접근과 관련된 누스바움의 주장은 외견상 그리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핵심역량의 목록들은 대체로 각 국가의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서 이미 구체화되어 있으며, 동등한 인간존엄성에 대한 요

청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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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움의 역량 접근법이 연민 이론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것은 인권과 

‘발전'(development)’을 접목한 점이다. 진정한 의미의 발전은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때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사회는 개인에게 기본

적인 경제적, 사회적 생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누스바움은 여성의 정

치적 권리를 예로 든다. 예를 들어, 참정권이 헌법을 통해 실정화되었더

라도, 그 실정성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

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존재할 경우에만 권리 주

체는 그 권리를 실제로 향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송윤진, 2019: 328-329). 따라서 역량접근법을 통해 ‘부당함’에 대

한 판단을 내리고자 할 때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

도가 마련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으

로 도움을 주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행복주의적’판단

   연민의 세 번째 인지적 판단을 제시하기에 앞서 누스바움은 아리스토

텔레스의 연민 해석으로부터 ‘유사성’에 대한 판단(judgment of 

similarities)을 언급한다.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자신이나 자신과 가

까운 사람이 유사한 고통을 겪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이며, 타자의 고통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유사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주

체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무감각한 외계인처럼 고상한 무관심이나 

단순한 지적 호기심 정도를 갖고 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고통을 완화

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Nussbaum, 1996: 35).

   그러나 누스바움은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연민의 의미를 구성하

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연민에 있어 필수조건이 아니다. 고통받는 대상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

지, 그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개인이

라면 유사하지 않은 대상에게도 연민을 표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587). 또한, ‘유사성’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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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히려 연민을 방해하고 연민의 범주를 좁힐 위험이 있다. 인간의 상

상력은 감각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유사성을 기준으로 연민을 표한다면 

나 혹은 나의 주변 사람과 유사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대상에게만 제

한될 수 있다24). 고현범은 계층, 성, 종교, 인종 등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연민의 정서마저 방해

한다고 설명한다(고현범, 2015: 140).

   그렇다면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대체할 연민의 핵심적인 판단 요

소는 무엇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누스바움은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다. 

“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보았다고 치자. 누군가 내게 이 여인의 외아들

이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여 죽었다는 것을 이제 막 알게 되었다

고 일러준다. (...) 그래서 여인이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극히 끔찍

한 손실을 당했음을 믿게 된다. 나는 자신도 비슷한 손실을 당할 수 있

음을 잘 안다. 이제 나는 이 지점에서 이 여인에게 연민을 느낄 수도 

있다. (...)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스미스가 유사한 예를 제시하면서 

말하는대로 그녀가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고통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589)

위 사례에서 여인의 고통에 대해 내가 보이는 믿음은 고통의 ‘심각함’

에 대한 판단, ‘부당함’에 대한 판단,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충족

한다. 그러나 이 판단만으로는 연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

유는 그녀가 ‘낯선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여성을 내 삶의 중요한 일

부로 보지 않는다면, 나는 여성과 정서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다. 설령 

24) 다만 누스바움은 유사성을 찾으려는 상상력은 “고통을 겪는 사람의 삶에서 

고통이 가진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Nussbaum, 조형준 역, 2015: 580)

이자 행복주의적 판단을 보조하는 인식론적 도구라고 설명한다. 연민을 확대하

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상상력이 가진 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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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고통을 심각하다고 판단했을지라도, 내 삶에 있어서는 심각한 일

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통의 관찰자는 연민을 아예 보

이지 않거나, 연민을 보이더라도 약한 정도의 혹은 일시적인 안타까움 

정도만 표할 수 있다. 누스바움은 여기서 부족한 판단이 바로 행복주의

적 판단이라고 설명한다.

   누스바움이 제시한 연민의 세 번째 인지적 판단인 ‘행복주의적’ 판

단(eudaimonistic judgment)은 타자, 혹은 그의 고통을 자신이 세우고 있

는 목표와 기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주의적 

판단은 앞서 설명한 정서의 ‘평가적’ 성격에서 온 것이다. 정서는 평

가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지향한다. 정서가 

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행복, 즉 개인 삶의 번영과 관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민의 정서에서도 마찬가지다. 타자를 내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의 불행이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할 때, 주체는 비로소 연민을 느낄 수 있다. 라우는 누스바움의 행

복주의적 판단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상황을 예로 든다. 예를 들어 자

연재해의 피해자에게 연민을 느낄 때, 주체는 단지 무고한 사람들의 인

명 피해의 심각성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주체는 동시에 재해에서 상실된 

이 가치(생명)가 주체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바로 이 행복주

의적 판단이 정서의 잠재적, 압도적 힘을 설명해주는 요소이다(Lau, 

2007: 2).

    본 연구는 연민의 행복주의적 판단의 성격을 인간의 ‘상호의존성’

과 ‘평등적 가치’의 두 가지 속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행복주

의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주체와 대상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요성을 부여받은 대상은 대개 주체의 삶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주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누스바움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독립적이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취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측면에서 타자의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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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타자를 내 삶에서 배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내 삶

의 기획과 목표 안에 포함할 때 가능하다. 그러데, 누스바움은 연관성이 

떨어지는 타자를 어떻게 내 삶의 목표와 기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

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누스바움의 이론을 받아들일 때 다음과 같은 설명은 가능하다. 인간의 

본질적인 취약성을 인정하고, 자아와 타자의 삶을 연결하는 상상력을 발

휘한다면 모든 존재가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행복주의적 판단은 정서 주체와 대상 사이의 평등적 속성을 

드러낸다. 누스바움은 연민의 행복주의적 판단이 결코 타인을 나의 행복

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Nussbaum, 

2004; Nussbaum, 2008). 행복주의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며, 그에 대한 해답은 개인의 가치관, 그리고 

주체가 내재적 가치를 부여한 모든 대상에 의해 구성된다(Nussbaum, 

2004: 190). 즉, 연민의 대상과 주체는 인간적 가치에서 평등하며, 타자는 

주체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겨진다(신호재, 2013: 42).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한 연민은 타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도

움을 자연스럽게 동기화한다. 그리고 누스바움은 연민에서 촉발된 도움

이 주체의 잠재적 고통을 완화하고 호혜를 바라는 이기적 동기에서 나타

나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킨다.

   “연민을 가진 사람은 나의 삶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별개의 인간으로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좋을 어떤 

것을 추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를 내가 세운 목적과 목표의 일부로 만든

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612).

이에 신호재는 연민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실천적 도움을 그 핵심 구조로 

하는 평등한 성격의 이타주의적 정서”(신호재, 2013.: 53)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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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민 개념에 대한 종합적 이해

   지금까지 누스바움의 이론에서 연민을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세 가지 

인지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인지주의적 관점에 기반하여 누스바움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연민을 다른 정서와 구분하는 핵심 요소이며, 연민을 구

성하기에 충분한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본 연구는 연민의 인지적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서, 각 판단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몇 가지 전제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첫째, 연민의 

판단을 내리는 데에 전제할 것은 관찰자의 관점이다. 연민의 주체는 타

자의 고통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과 고통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둘째, 연민의 판단 저변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취약성과 불완전함에 

대한 인정이 깔려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은 본질적인 취약함을 공통 속

성으로 지니며, 세계의 조건과 모든 상황을 자신의 통제하에 놓을 수 없

기에 불완전하다. 따라서 인간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타자와 

직·간접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연민의 정서를 확대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셋째, 연민의 ‘행복주의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는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평등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모든 인

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재하나,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으로 인

해 상호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고통의 ‘심각함’과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에 누스바움의 역량접근 이론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역량접근 이론은 고

통의 심각성과 책임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단일한 기준은 아니다. 다만 

역량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떤 고통이 일반적으로 존엄성과 관련

이 있는지, 개인이 겪는 역량 결핍에 사회 구조의 책임은 없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상기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누스바움의 이론에 기초하여 

연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연민이란 ‘인간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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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자의 관점에서 타인의 불행에 대해 심각함, 부당함, 행복주의적 판단

을 내림으로써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감정이자 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동기적 상태’이다. 아래는 누스바움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민의 인

지적 판단과 구성 요소를 구조화한 그림이다.

   누스바움은 연민이 “개인적인 윤리적 숙고뿐만 아니라 공적인 윤리

적 숙고에 어떤 긍정적 기여”(Nussbaum, 조형준 역, 2015: 546)를 한다

고 주장한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연민은 타자의 삶과 필요에 관한 관

심을 높이고, 그를 돕기 위한 욕구를 동기화한다. 여기서 누스바움의 이

론이 연민에 대한 여타 이론과 차별화되는 것은, 고통을 단순히 표면적

으로 상처입은(wounded) 상태에만 한정하지 않고, 존엄성과 연관하여 취

약한(vulnerable) 상태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는 어떤 개인

이 그의 삶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실질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판단하

여 연민을 표할 수 있다. 그리고 연민은 주체로 하여금 취약한 자의 삶

을 번영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한다. 진정한 연민을 느끼는 주

체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타자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사회적 여건이 무엇

인지 고민하고, 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할 것이다.

[그림Ⅲ-1] 누스바움 연민 개념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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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연민은 공적 차원에서도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다. 누스바움

은 인지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연민은 법과 공공정책의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그는 공적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공리주의적 

이성과 계산적 사고가 인간 삶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한계를 지녔음을 비판한다25). 반면, 연민에 기초한 판단은 인간적 가치

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더 포괄적인 시야를 제공할 수 있다

고 본다. 연민을 통해 자아의 경계 밖, 멀리 떨어진 세계의 문제에 대해

서도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거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누스바움은 모든 연민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성의 

한계 내의 연민’을 지지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즉, 개인적·공적 

윤리적 숙고에 기여하는 연민은 ‘심각함’에 대한 판단, ‘부당함’에 

대한 판단, ‘행복주의적’ 판단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연민을 말한

다. 그런데 문제는 판단은 주체의 인식과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주관

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 심각한 불행인가’, 

‘고통의 대상은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니는가’, 그리고 ‘고통의 대상

25) 누스바움은 『시적 정의(poetic justice)』에서 연민 정서에 기반한 공적 판

단이 합리적이며, 공리주의적 사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속 상황을 예로 든다. 씨씨는 인간적 따스

함과 공감적 상상력이 뛰어난 인물로 감정이 충만한 교육을 받은 인물이다. 씨

씨는 선생님으로부터 100만명이 사는 도시에서 굶어 죽는 이가 오직 25명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에 씨씨는 굶어 죽는 

사람의 비율이 많든 적든 굶어 죽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일이라

고 말함으로써 공리주의적 사고의 허점을 드러낸다. 같은 사실을 접했을 때, 공

리주의적 사고가 뛰어난 사람은 낮은 수치에 근거하여 이 문제에 안일하게 대

응할 것이다. 반면 정서에 근거해 추론하는 사람은 죽은 이들에게 인간성의 가

치를 부여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굶주림이 어떤 의미인지, 상실이란 무엇인지를 

느끼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는 인간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을 근거로 한 정서적 대응이 때로 더 분별력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Nussbaum, 박용준 역, 2013: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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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 삶의 행복의 중요한 일부인가’에 대한 답은 주체의 가치관과 판

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연민을 내릴 때 주체의 올바른 판

단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과제로 등장한다.

   이에 누스바움은 세 가지 영역에서 적절한 판단을 배양하고, 합리적 

연민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주목한다. 그는 교육을 

통해 타자의 삶과 경험을 상상하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을 계발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학교육과 공적 추론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항에서는 적절한 연민을 길러내기 위해 

누스바움이 제시한 교육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민의 교육 방법   

   누스바움의 이론은 인지적 판단 요소를 통해 연민의 의미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윤리적인 작업을 이루었다. 연민을 이루는 판단은 타자를 

내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대우하고, 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관심을 만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민의 윤리적 함의는 어디까지나 누스바움이 구

상한 대로 적절한 인지적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생겨난다. 실제적 삶에

서 주체의 인지적 판단은 왜곡될 수도 있고, 편협한 사고에 기반을 둘 

수도 있다. 따라서 누스바움의 주된 관심은 ‘이미 현존하는 관심의 요

소들을 어떻게 확대하고, 교육하고, 안정시킬 것이냐’, ‘욕구와 원한과 

분노의 대상이기도 한 사람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진정 윤리적인 관심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는 것으로 옮겨 간다.

   누스바움은 윤리적 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적절한 연민을 발휘하기 

위해 문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민을 교육하기 위해 누스바움이 

제시한 문학교육의 방법은 크게 ‘소설 읽기를 통한 문학적 상상력의 계

발’과 ‘공적 추론을 통한 분별있는 관찰자 관점의 정립’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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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두 교육 방법은 비극 서사를 담은 소설을 활용하고, 상상력

의 발휘를 강조한다는 맥락에서 큰 틀을 같이 하지만, 학습자의 규모와 

학습의 순서를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연민 정서를 발휘하

기 위한 개인적 의미 구성 작업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적절한 연민을 걸

러내기 위한 공동의 기획 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설 읽기’와 

‘공적 추론’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개인적 의

미 구성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공동의 추론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각 

교육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민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소설 읽기와 문학적 상상력

   문학을 통한 상상력 계발에 대한 누스바움의 연구는 그의 초기 저작 

『시적 정의: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Poe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1995), 『인간성 수업(Cultivating Humani

y)』(1997)부터 연민의 정서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감정의 격동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등의 저서를 통해 

드러났다. 그는 『시적 정의』에서 소설이 불러일으키는 상상력과 연민

의 감정이 합리적인 공적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하였다. 이어 『인간성 수업』에서는 민족적·문화적·종교적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인간성을 계발하는 시민을 길러낼 것을 주장하고, 이러한 시

민에게 필요한 능력 중 하나로 서사적 상상력(narrative imagination)을 

제시하였다. 본 항에서는 우선 서사적 상상력과 문학적 상상력의 개념과 

관계를 파악한 뒤, 문학 장르로서 소설이 어떻게 문학적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며, 궁극적으로 연민을 계발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누스바움은 모든 인간은 어떤 지역이나 집단에 소속된 동시에 인류 

전체와 묶여 있다고 설명한다. 각자는 저마다의 욕구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집단 혹은 인류의 목표를 공유하기도 한다. 다원화된 사회의 시

민은 사람들의 욕구와 목표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실현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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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해야 하며,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과도 공통의 인간적 능력과 문

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Nusbbaum, 정영목 역, 

2018: 28-30 참고)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서사적 상

상력(narrative imagination)’이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서사적 상상력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면 과

연 어떨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적으로 읽어내고 그런 처지

에 있는 사람이 가질 법한 감정과 소망과 욕망을 이해하는 능

력”(Nussbaum, 정영목 역, 2018: 31)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내

는 것은 타인의 관점에서, 즉 그가 처한 역사와 사회적 맥락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할지라

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감정, 소망, 욕망 등에 비추어 이야기를 판단

하기 때문에 이는 무비판적 수용이 아니다. 다시 말해, 서사적 상상력에

는 타인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누스바움은 어린아이 때부터 서사적 상상력의 기반이 되는 상상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Nussbaum, 정영목 역, 2018: 143; 

Nussbaum, 조형준 역, 2015: 768). 아이들은 동화나 동요 속 이야기에 이

입하며, 자신과 다른 내적 세계를 지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신과 

유사한 부분을 지닌 존재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내적 세계란 

인물이나 존재의 욕구, 감정, 소망을 의미한다. 즉, 아이들은 인물의 이

야기를 상상하는 습관을 통해 ‘용기, 자제, 존엄, 인내, 공정성’같은 

감정과 관념을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내부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 나아가, 아이들은 타인 내면의 욕구와 소망, 

감정을 궁금해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정서적 태도를 

누스바움은 경이감(wonder)이라고 일컫는데, 경이감은 모든 인간을 하나

의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미숙, 2018: 

140).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길러진 서사적 상상력은 도덕적 상호작용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서사적 상상력을 통해 개인은 첫째, 타인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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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한 사회적 배경, 세계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둘째, 타인을 

그만의 풍부한 내면세계를 지닌 존재로 존중하게 된다. 셋째, 그의 욕구

에 공감 어린 반응을 할 수 있으며(Nussbaum, 정영목 역, 2018: 144), 이

타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서사적 상상력은 타자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기초가 되며, 타자를 배제하지 않고 ‘많은 문제와 가

능성을 공유한 존재’로 포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누스바움은 

타인의 존재와 그의 삶에 내재한 일상과 복잡성, 욕구와 투쟁의 역사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경험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문학은 다양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와 문제를 재현

한 예술 작품으로서 서사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에 적절한 매체다. 문

학은 역사적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삶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재현한 것이기에 독자에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다. 독자는 작품 속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주하고, 그들과 연결되

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처지에 서기도 한다. 요컨

대 문학적 상상력은 문학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역경을 해결하고

자 씨름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능력”(Nussbaum, 박

용준 역, 2013: 16)이며, 서사적 상상력을 이끄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누스바움은 문학적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여러 문학 갈래 중에서 소

설에 주목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소설은 타인의 삶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소설은 평범한 삶,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의 관심 밖

에 있었을 존재들의 세계를 묘사한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에

서 “교실, 중산층 계급의 가정, 곡마단, 노동자 계급의 집, 관리자의 사

무실, 노동자들이 고생하며 일하는 공장,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을 맞이

했던 버려진 탄광”(Nussbaum, 박용준 역, 2013: 40)을 묘사한 것이 그렇

다. 그리고 독자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진 관찰자로서 해

당 장소를 방문하게 되며, 자신의 관점에서 또 인물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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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소설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구현된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다른 장르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비록 고대 비극에서도 인간의 욕망

과 좌절은 다루어지지만, 구체성 면에서는 소설보다 약하다. 연민을 교

육하기 위한 장르로서는 비극이 아닌 소설을 제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

다. 누스바움은 비극에서는 “보편성과 추상성 때문에 시민적 일상생활

의 구조(...)는 대개 누락된다”(Nussbaum, 정영목 역, 2018: 150)고 말한

다. 반면 소설은 주변에 있을 법한 일상생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

한다. 그래서 누스바움은 소설 중에서도 사실주의 소설이 상상력과 연민

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적합하다고 설명한다. 

   둘째, 소설은 독자에게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 자신의 반응

과 가치관을 성찰하게 한다. 좋은 소설은 독자에게 불안과 당혹스러움을 

유발한다. 독자는 익숙하지 않은 타인의 세계를 맞닥뜨리고, 소설은 그

에 대한 반응을 독자에게 요구한다(Nussbaum, 박용준 역, 2013: 33). 그

러면 독자는 소설 속 사건이나 인물, 세계에 대해 선호/불호, 지지/반대, 

안전/불안 등의 정서적 반응과 태도를 보인다. 독자는 자신이 보인 정서

적 반응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치관과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비판적 성찰을 하기도 한다. 

   한편, 독서 과정에서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소설의 

담론 구조 자체가 정서의 조절과 전환을 위해 짜여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최인자에 따르면 소설의 담론 구조는 일차적으로 독자에게 특

정 정서를 유발하여 감정적 동요를 불러일으킨 뒤, 이후 독자가 정서를 

조절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다(최인자, 2019: 177). 즉, 

소설의 플롯은 초반에 어떤 특정 정서를 유발한 뒤, 이후 그에 반대되는 

정서나 다양한 정서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정서에 대처하도

록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문학은 독자가 이야기 속 인물의 욕구와 역경

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게 만든다.

   정리하자면, 문학 장르로서 소설은 타인의 삶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

으키고, 비판적 성찰의 장을 마련한다. 문학적 상상력이란 문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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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세계와 이야기를 읽어내는 서사적 상상력을 의미하며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타인의 좋음에 관심을 갖도록 요청하는 윤리적 

태도의 필수적인 요소”(Nussbaum, 박용준 역, 2013: 16)이다. 그렇다면 

소설 읽기 혹은 문학적 상상력은 연민을 계발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먼저, 소설은 ‘동일시’의 장치를 통해 이전의 삶에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존재를 인식하게 한다. 자기 세계의 관심권 밖에 있던 존재 혹은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던 대상의 문제에 깊게 관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누스바움이 말하는 관심권 밖의 존재들은 주로 백인 중산층 이성애자 남

성의 헤게모니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종교적·민족적 소수집단 구성

원, 레즈비언과 게인, 비서양 문화의 사람들”(Nussbaum, 정영목 역, 

2018: 26)을 포함한다. 독자는 소설 속에 구현된 다양한 인물과 그들의 

삶을 마주하면서 나도 그렇게 될 유사성과 공통의 인간성을 인식하고, 

인물의 삶을 존중하고 그의 요구에 공감 어린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동일시가 일어나는가? 먼저 독자는 인

간의 보편적인 흥망성쇠로 인해 자신 또한 겪을 수 있는 고통에 주목하

게 된다. 예를 들어, 부의 상실로 경제적 지위가 격하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신체적 장애를 얻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운이

다. 즉,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 노예, 하층계급 구성원’은 독자 자신

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동일시와 공감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누스바움은 문학 수업을 하기 전

에 인간의 일반적인 흥망성쇠와 운명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이 진행되며 

유용할 것이라 본다(Nussbaum, 정영목 역, 2018: 147). 유사성을 찾으려

는 상상력은 “고통을 겪는 사람의 삶에서 고통이 가진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Nussbaum, 조형준 역, 2015: 580)으로 연민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행복주의적 판단을 보조하는 인식론적 도구이다. 

   그러나 문제는 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존재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

이다. 내가 결코 될 리 없는 존재, 즉 자신과 성, 인종, 국적 등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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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에게는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누스바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운명이 아닌 것도 많이 발견한다. 강간을 당해 적의 

자식을 갖게 될 가능성, 자신이 젖을 먹인 자식의 죽음을 목격할 가능성, 남

편에게 버림받아 결국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살아야 할 가능성이 그런 

예다. 그는 자신과 똑같이 생각을 표현할 줄 알고 유능한 사람이 남성은 겪

지 않는 방식으로 재난과 수치를 겪게 된다는 사실과 직면하게 되며, 그것을 

자신과 관련된 일로 생각하도록 요구받는다.”(Nussbaum, 정영목 역, 2018: 

149-150)

 

   “그가 흑인의 표지로 보고 배운 어떤 것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감추지 않기

로 하면서 수치심과 벌이는 싸움은, 아마 그런 경험과 동일시할 수 없을 중

간계급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공감의 실패는 더 깊고 

적절한 종류의 공감을 끌어낸다. 처음에는 사람을 망가트리는 인종차별을 겪

지 않고 성장했을 수도 있는 한 인간이 그런 차별 경험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받는 것을 접하고, 억압의 영향을 받는 경험을 자신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일로 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Nussbaum, 정영목 역, 2018: 151)

남성이 여성이 되거나, 백인이 흑인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므

로 상상만으로는 유사성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이들에게 공감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소설 속 인물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는다면 나

와 유사성이 거의 없는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

진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은 겪지 않는 방식으로 재난과 수치를 겪게 

된다는 사실’과 흑인은 ‘인종차별을 겪지 않고 성장했을 수도 있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능하게 한다. 

그들의 불행이 나의 운명과 너무 다르다는 것은 곧 성(性), 인종이라는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 운명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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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음으로써 독자는 고통의 부당함과 임의성을 깨닫고, 그들의 고통을 

어쩌면 내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소설 속 인물이 어떤 면에서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지

만, 어떤 면에서는 유사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누스바움

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포스터의 소설 『모리스』26)에 재현된 주인공의 

삶을 예로 든다. 독자들은 모리스의 성적 지향성이 동성애에 있을 뿐, 

다른 면에서는 평범한 중산층의 증권 중개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된다(Nussaum, 박용준 역, 2015: 41). 타인의 삶에 무관심한 이성애자는 

동성애자가 겪는 고통에 관심과 연민을 갖기 어렵다. 현실 세계에서 모

리스와 같은 인물은 ‘동성애자’라는 하나의 표상으로 이해되었을 테지

만, 소설을 통해 모리스는 동성애라는 정체성 외에 다양하고 복잡한 내

면세계를 지닌 인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독자는 소설을 읽음으로써 

그가 나와 다른 특수한 성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나와 유사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발견한다. 따라서 소설은 완전한 동

일시는 아니더라도 소수자가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자연스럽게 소설이 가진 또 다른 유용성으로 이어지는데, 소설

은 고통의 원인을 숙고함으로써 공통의 인간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문학적 언어 (…)의 특별함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강력한 관심과 함께 그에 대한 인식을 촉진할 수 있는 힘을 완비하고 있는 

데 있다. 하지만 초기의 학습을 넘어서는 결정적 진일보는 공통의 인간성을 

이해하는 순간에 내디뎌진다. 소포클레스를 논하면서 살펴본 대로 비극적 이

야기들은 인간의 삶 자체의 가능성과 약함 그리고 인간의 주요한 어려움의 

원인들에 대한 묘사에 사로잡혀 있다. 이 이야기들은 인간 존재가 경험하는 

26) 영국의 작가 포스터(E. M. Forster)의 대표작『모리스』는 20세기 영국 중산

층의 한 평범한 젊은이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소설은 1913년에서 1914년 사이에 집필되었으나, 동성애가 불법이었

던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1971년 작가 사후에서야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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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경을 구성하는 데서 필연성과 인간의 약함이 하는 역할에 대해 미묘한 질

문을 제기한다.” (Nussbaum, 조형준 역, 2015: 772)

앞 장에서 인간의 본질적 취약성에 대한 이해는 연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라고 설명하였다. 소설은 이러한 이해를 돕고, 연민을 훈련

시키는 좋은 도구이다. 소설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질병, 빈곤, 죽음, 사

랑하는 이와의 이별, 자유의 부재 등은 인간의 숙명적인 고통이자 인간

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주제이다. 이러한 주제를 자주 접함으로써 독자는 

인간의 본질적 취약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법을 훈련하게 된

다. 누스바움은 “특수한 사회적 장애물을 넘어 공감을 촉진시키려면 그

러한 장애물과 그것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예술작

품에 의지해야 한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775)고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소설을 읽는 것은 단순한 독서 행위가 아니라 인

물의 내면세계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를 비판적

으로 성찰하는 복잡한 지적 활동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소설 속 

인물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인물과 자신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

을 모두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문학적 상상력을 토대로 멀리 떨어진 곳

의 사람에게까지 관심의 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연민을 발휘할 수 있

다. 

   2) 공적 추론과 분별있는 관찰자

   소설 읽기를 통해 독자는 다양한 세계의 인물과 그들의 욕구를 마주

하고, 관심과 상상력을 확대함으로써 연민의 토대를 계발할 수 있다. 그

러나 독자가 인물의 고통과 불행에 관심을 둔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연

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의 불행이 인간 존엄을 해칠 정도로 심

각하며,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발생한 것이며, 그가 내 삶의 

목적과도 연관이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연민이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으로 적절한 연민을 느끼기 위해서는 불행의 의미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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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해야만 한다. 

  하지만 같은 인물,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독자는 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린다. 예를 들어,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고통받는 인물을 보고 어떤 

독자는 개인의 노력 부족에 원인을 돌려 그에게 연민을 보이기를 거부할 

수 있다. 반면, 다른 독자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이들이 겪는 운명이나 복지 제도의 미비에 주목하여 그가 겪는 고

통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자의 판단에만 의존한다면 연민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이들의 삶이 무관심 속에서 잊힐 수 있다. 더욱이, 

소설은 세계를 왜곡하여 그려내기도 한다. 현실의 고통을 확대하거나 축

소할 수 있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소

설을 읽을 때 독자는 비판적 성찰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신의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독자와의 의견 공유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누스바움은 소설 읽기에서 ‘공적 추론’을 심도 있게 개진할 

것을 주장한다. 공적 추론은 웨인 부스(W. Booth)의 ‘공동추론

(co-duction)’개념을 변용한 것으로, “나의 이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충해주는 다른 독자와의 대화”(Nussbaum, 박용준 역, 2013: 39)를 의

미한다. 앞서 설명한 문학적 상상력이 연민과 관심의 토대를 마련한다

면, 공적 추론은 문학작품을 통해 형성된 정서가 ‘신뢰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여과 장치를 제공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누스바움이 기초로 하는 부스의 공동추론 개념을 살펴

보고자 한다. 공동추론은 부스가 『소설의 윤리(The Company We Keep: 

An Ethics of Fiction』(1992)에서 상술한 개념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소설의 수사적 읽기를 제안한 부스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추론에 선행하는 첫 번째 단

계는 독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작가와 상호작용하며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부스는 이때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잠재적 친구

(would-be friends)’ 관계로 은유하여 표현한다. 작가는 특정한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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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작품을 쓰고, 특정한 가치와 덕목을 작품에 주입한다. 그러면 독

자는 “나는 화자를 믿어야 할까? 나는 기꺼이 화자가 바라는 그런 사람

이 되고자 하는가?”(Booth, 1992: 39) 등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작품에 

내재한 가치를 탐구한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작가를 진

정한 친구 관계에 안에 들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설 읽기에 따른 비판적 성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단계인 공동추론은 공동체 안에서 독자들끼리 판단을 공유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개인이 내리는 텍스트 해석과 윤리적 판단은 제한적 

경험과 사고에 기대기 때문에 텍스트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에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다른 독자들과 반응을 비교하고 논쟁

할 때에 더욱 풍부하고 정교한 해석을 할 수 있다. 나와 다른 경험을 가

진 독자와의 대화를 통해 개인은 필요한 경우 자신의 해석이나 믿음을 

수정할 수도 있고, 기존의 해석을 정교화할 수도 있기에 공동추론은 유

용한 비판적 독해 과정이다. 부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동추론은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혹은 말하려고 스스로 준비

할 때마다)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자격 있는 관찰자(qualified observers)와 

나의 경험을 비교해서,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이것이 더 낫다거나(혹은 더 

약하거나), 가장 좋다(혹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나의 이성적 추

론이 발생한다.” 이 모든 명제는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한다. “나의 공동추

론은 당신의 공동추론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Booth, 1992: 72-73)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추론은 타인과의 협력과 비교를 통해 

이해를 넓혀가는 비연역적이고 실천적인 추론 방식이다(Nussbaum, 박용

준 역, 2013; 김금내, 2020; 강용수, 2017). 김금내는 공동추론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다른 독자에게 자신의 느낌을 언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모호했던 감정과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둘째, 

타인의 이질적 가치를 접함으로써 가치에 내재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 72 -

수 있다(김금내, 2020: 202-203).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공동추론은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동추론에 참여한 학습자들

은 특정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비교

를 통해 스스로 비판점을 찾아가야 한다(나민애, 2020: 63).

   이러한 부스의 공동추론을 개념을 이어받아 누스바움은 ‘공적 추

론’을 “지속적인 대화와 비교, 풍부한 맥락 검토 등을 통해 세상과 사

람에 대한 내러티브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경험”(Nussbaum, 박용준 

역, 2013: 40)이라 설명한다. 공적 추론이라는 의사소통의 장을 통해 독

자는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고 비교하고, 자신의 정서가 합리적인 

믿음과 추론에 기반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독자는 ‘분별있는 관찰자(judicious spectator)’ 혹은 

‘공정한 관찰자’27)의 관점을 정립하게 된다. 분별있는 관찰자는 누스

바움이 스미스(A. Smith)의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이론을 수

용하여 제시한 개념으로 주관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타인의 불행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장치(강용수, 2017)이다. 여기서는 스

미스의 관찰자 이론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 뒤, 관찰자 관점이 연민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1759)

에서 도덕성의 원천을 ‘관찰자의 공감’에 위치시킨다. 관찰자의 공감이

란 “상상에 의한 입장전환을 하는 관망자와 행위자 사이에 감정적 일치

27) 『도덕감정론』에서 스미스가 사용한 원개념은 ‘공정한 관찰자’이지만 누

스바움은 ‘분별있는 관찰자(judicious spectator)’와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한다(Nussbaum, 1996). 분별있는 관찰자는 연

민이 어떻게 공적 감정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사용된 

개념인데, 그 특징은 스미스의 원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가 특별히 ‘분별

있는 관찰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것을 재판관처럼 합리적인 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주체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스미스의 이론을 설명할 때엔 ‘공정한 관찰자’를, 연민과 연관하여 설명할 

때엔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하여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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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견함으로써 갖게 된 2차적 느낌”(Fricek, 2013: 182; 양선이, 2016: 

324에서 재인용)이다. 어떤 행위를 목격한 관찰자는 자신을 행위자의 상

황에 놓음으로써 두 가지 느낌을 상상한다. 하나는 행위자가 겪을 느낌을 

상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겪을 느낌을 상상하

는 것이다. 이때, 상상을 통해 떠올린 두 가지 느낌, 즉 행위자가 느끼는 

바와 관찰자가 느끼는 바가 일치한다면 관찰자는 행위자에게 공감하며 

상황을 승인한다. 따라서 관찰자의 공감 여부는 어떤 행위의 정당성, 도

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신중섭, 2013; 양선이, 2016). 

   하지만 관찰자의 공감이 그 자체로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 판

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공감의 주체가 공정한 

관찰자여야만 한다(변영진, 2016). 공정한 관찰자는 행위자의 상황에서 

자신이 느낄 바를 상상할 때, 주관적인 관점에 머무르지 않는다. 관찰자

는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른 관찰자라면’ 그 상황에서 어

떻게 행동하고 반응할지 또한 고려한다. 따라서 공정한 관찰자는 개인의 

이해관계, 상황에 따른 편견, 문화적·관습적·민족적 파당성 등으로부

터 자유로우며(주병기, 2013: 157),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승인할 행위와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공정한 관찰자 또는 분별 있는 관찰

자의 특징을 ①타인에 대한 공감 ②자신과 타인의 입장 구분 ③공평무사

성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고 연민을 표하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각각의 특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화하고자 한다. 

   첫째, 관찰자는 행위자에게 공감함으로써 고통받는 대상에게 깊은 관

심을 갖게 된다. 스미스에 따르면 관찰자는 타인이 처한 상황을 직접 경

험할 수 없으므로 상상을 통해 “모든 사소한 사정까지도 진지하게 느껴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Smith, 박세일 역, 2020: 29). 누스바움

은 이러한 관찰자의 태도를 ‘친구’에 비유한다. 분별있는 관찰자는 마

치 친구처럼 타인의 고통에 깊게 관여하며, 그가 보이는 연민은 ‘관심의 

의지적 표현이자 진지한 감정’(Nussbaum, 박용준 역, 2013: 16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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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관찰자는 행위자에게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존재적 위치를 망각

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고통의 의미와 크기를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는 때로 눈앞에 보이는 고통에만 몰두하여 문제를 총체적으

로 판단할 수 없는 반면에, 관찰자는 개인의 고통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관찰자는 자타를 구분하기 때문에 타인

의 고통에 압도되지 않고 연민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최인자는 소설

을 읽을 때 관찰자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독자는 “‘타인의 고통’을 받

아들이는 부담감과 계몽적 책임감에서 벗어나”(최인자, 2018: 281) 공감

적 자세를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관찰자는 타인

의 고통에 진지하게 관여하면서도 거리를 둠으로써 객관적 태도로 연민

을 발휘할 수 있다.28)

   셋째, 관찰자는 최대한 공정한 관점에서 타인의 느낌을 갖기 위해 노

력하기 때문에 정서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관찰자적 

태도를 정립하지 않은 채 발휘된 연민은 때로 주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대로부터 상호호혜적 행동이나 도움을 

받을 것이 높게 기대될 때, 주체가 연민을 발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Lazarus, 1991; Goetz et al., 2010). 또한 자신과 유사한 대상, 가까운 대

상에게 더 큰 연민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도 하다. 

스미스는 중국에 대지진이 발생해 무수한 사람이 사라지는 상황을 가정

하여 인간의 본성을 설명한다.

“나의 상상으로는,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저 불행한 사람들의 액운에 

대한 그의 비애를 매우 강하게 표명할 것이고, 인생의 변화무쌍함과, 

28) 자타를 구분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타자의 고통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누스바움은 오히려 문학작품을 통해 “우리가 보통은 만나고 싶어하

지 않은 사람들과 대면”(Nussbaum, 정영목 역, 2018: 156)하며 인물의 고통에

서 유발되는 고통을 물러서지 않고 보게 된다고 말한다. 다만 관찰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거리를 두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

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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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순간에 파멸되는 인류의 모든 노동의 창조물의 허망함에 대

하여 많은 침통한 성찰을 할 것이다. (...)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의 생각 정리가 끝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인도적 감정들이 충

분히 표명된 후에는, 그는 그런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때와 독

같이 느긋하고 편안하게 자기의 사업 또는 쾌락을 추구할 것이고, 휴식

과 기분전환을 취할 것이다. (...) 만약 그가 내일 자기 새끼손가락을 잘

라버려야 한다면 오늘밤 그는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1억이나 

되는 이웃형제들의 파멸이 있더라도, 만약 그가 직접 그것을 보지 않는

다면, 그는 깊은 안도감을 가지고 코를 골며 잘 것이다.”(Smith, 박세

일 역, 2020: 251-252)

스미스는 유럽의 교양 있고 인도주의적인 사람일지라도 그가 중국의 사

람들에게 보이는 공감은 순간적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예시를 통해 

스미스는 인간은 멀리 떨어진 타인의 큰 재앙보다 자신의 사소한 문제 

상황을 더 염려하는 ‘야비하고 이기적인’ 존재이며, ‘수동적인 감

정’을 지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와 상반되는 측면도 있

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인간이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결코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위해 1억명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

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공포를 느낄 것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이것은 

인간의 ‘적극적인 천성’, 곧 공정한 관찰자로서의 본성 때문이다. 공

정한 관찰자로서 인간은 때로 타인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기도 한다. 요컨대 공정한 관찰자 혹은 분별 있는 관찰자는 이기

심과 공감의 감각적 한계를 극복하고, 최대한 보편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분별 있는 관찰자 관점을 통해 여과된 

연민은 보편성과 공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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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스바움 연민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금까지 누스바움의 연민론에서 연민의 인지적 요소과 개념, 연민이 

지닌 도덕적 가치, 그리고 연민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방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누스바움 연민론의 의의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누스바움 연민론의 의의     

   첫째,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에 대한 이해와 연민의 행복주의적 판단

은 자아의 경계를 확장하고 멀리 떨어진 대상을 포용하는 의의가 있다. 

누스바움은 자아를 “자신 밖의 세계의 영역에 가치 평가적으로 참여하

는 것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구성되는 것”(Nussbaum, 조형준 

역, 2015: 550)으로 본다. 자아는 주체가 가치 평가를 내린 외부의 대상, 

즉 중요성을 부여한 대상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아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독립적인 사물과 사람들에 

대한 강한 애착”(Nussbaum, 조형준 역, 2015: 550)을 갖는 것을 의미한

다. 여기서 ‘독립적인’은 ‘자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자아와 직

접적인 유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연민

은 인간의 본질적인 불완전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유사성이 떨어

지는 존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가치 평가를 내리는 정서이다.

  누스바움의 이론에서 연민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특수한 유사성에 기

대지 않기 때문에, 소외된 약자를 포용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편향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 주체와 대상 사이의 특수한 유사성에 

기대는 정서, 혹은 자아와 타자 사이에 경계를 구획하는 정서는 도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감의 정서는 가까운 혹은 비슷한 

사람들에게 편향되어 공격적 행동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Bloom, 2017), 내집단에 대한 강한 공감으로 불공정한 판단이나 

외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가져올 수도 있다(Waytz, 2016: 6). 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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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타자 사이에 경계 긋기를 시도하는 정서에는 혐오의 정서가 있다. 

혐오는 허구의 완전성에 대한 집착에서 발생하여 외부 세계로부터 자아

를 격리하려는 동기를 지녔다. 나아가, 혐오는 취약한 존재에게 불결하

다는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타자를 배제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Nussbam, 조계원 역, 2015; Nussbaum, 임현경 역, 2020). 연민은 이처럼 

자아의 경계를 축소하는 공감과 혐오를 극복하고, 연대와 포용의 가능성

을 제시한다.

   둘째,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은 타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실천을 강조

하며 사회 정의의 바탕이 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연

민의 행동 경향성은 타인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실천적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누스바움의 이론에서 연민은 단순히 타자의 고통을 완화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누스바움이 제시한 인지적 판단에 따르

면 연민의 대상은 단순히 상처를 입은(wounded) 자뿐만 아니라 역량에 

있어서 취약한(vulnerable)자를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민의 행동 경

향성 역시 고통을 줄이는 행동을 넘어 타자가 인간 존엄에 어울리는 삶

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는 연민을 길러내기 

위한 시민 교육의 방향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 제자는 인간 존재가 훌륭한 삶을 위해 투쟁하는 상황의 다양성을 제

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 상상을 통해 이 삶 

속으로 끌려들어가야 하며 그러한 투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

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777)

인용문에 따르면 적절한 연민은 타인이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무엇을 필

요로 하는지에 관심 갖는 태도를 포함한다. 그리고 연민을 적절히 발휘

하는 자는 취약한 존재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투쟁

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신호재는 이와 같은 연민의 내

용을 ‘도덕적 공감’이라 규정하고, 도덕적 공감은 평등과 인권의 측면



- 78 -

에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

의의 구조가 있는 정서라고 설명한다(신호재, 2013: 114). 물론, 연민이 

정의의 모든 측면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연민을 통해 타

자의 삶에서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인간다운 삶을 만드는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의의가 있다. 

   셋째, 연민의 인지적 요소는 연민의 교육 가능성과 교육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지주의 관점에서 연민의 정서는 지향적 대상을 지

녔기 때문에 주체에게 국한된 사적인 느낌이 아니라, 공적 행위로서 교

육의 목표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연민이 포함한 인지적 내용

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기준으로 적합한가를 

가늠할 수 있다. 정서가 도덕교육 내에 위치하려면 윤리적 관점에서 연

민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평가 가능해야 하는데(김은수, 2009: 230), 이런 

점에서 누스바움의 연민은 도덕교육 내에서 하나의 지향적 내용이 될 수 

있다.

   또한, 누스바움이 제시한 인지적 요소는 연민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누스바움은 연민이 윤리적 가치를 갖기 위해선 각각

의 인지적 판단이 정확한 이론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심각함’에 

대한 판단은 ‘외적 재화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론’을, 행복주의적 판단은 

‘본연의 관심에 대한 정확한 이론’을 필요로 한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699). 누스바움은 특정한 설명과 이론을 제시하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역량접근법에 대한 내용이나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평등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교육 내용에 포함한다면 바람직한 연민을 길러내는 데에 도

움이 될 것이다. 또, 소설 읽기 교육 또한 연민의 합리적 판단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설 읽기 교육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

론’을 형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고희정에 따르면 소설은 개인을 둘

러싼 세계의 총체성을 그려내기 때문에 행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설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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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싼 세계의 총체성을 그려낸다. 개인들은 개인

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이거나, 누군가의 어머니로 존재한

다...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서로 연대되어 있는 다른 개인들의 영향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주

인공이 있더라도,들은 우발적이지 않고 세계의 총체성 안에서  그 행위

의 책임은 주인공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세계 자체

에 더 큰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희정, 2013: 228)

이처럼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개인의 행위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하는 무수한 개인들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임을 일

깨움으로써 불행의 책임 소재가 당사자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끝으로, 누스바움의 교육론은 적절한 연민을 길러내기 위한 방법론적 

틀을 제공한다. 적절한 연민의 구현을 위해 도덕교육의 필요성과 문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누스바움 철학의 독창적인 지점이다. 그동안 

국내 도덕교육 분야에서 연민은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동기의 

원천으로서 연구되었으며(남궁달화, 2004; 이경원·김순자, 2009; 박재주, 

2013), 최근에는 시민성 교육(변종헌, 2020; 박해미, 2021), 마음챙김과의 

연관(유종영, 2020)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들은 연민의 도덕교육

적 함의를 밝히고 있지만, 연민을 계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연민이 도덕과 교육과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어떻게 계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누스바움이 제시한 소설 읽기와 공적 추론의 방법을 토대로 구체적인 교

수학습 방안을 설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요약하자면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은 취약한 존재들의 고통과 존엄에 

관심을 갖게 하는 윤리적 의의가 있으며, 도덕과 안에서 연민을 함양하

고자 할 때 교육 방향과 방법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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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누스바움 연민론의 한계

   그러나 누스바움의 연민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누

스바움의 연민 이론은 정서의 인지적인 판단만을 강조하고 신체적인 느

낌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그는 연민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희

생자를 향한 정신적 고통이지 어떤 둔감한 육체적 경련이 아니

다”(Nussbaum, 조형준 역, 2015: 595)라고 말하며 연민의 필수적 요소에

서 육체적 느낌을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감정을 육체적인 방식으로 느

끼는 사람은 가변적이고 자의적이라며 육체적 느낌에 대한 회의적인 시

각을 보인다. 이는 인지적 요소를 통해 연민의 공적 합리성을 획득하려

는 누스바움의 시도로 읽힌다. 하지만, 정서의 본질을 인지적 요소만으

로 규정한다면, 정서와 인지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정서를 본질에서 육체적 느낌과 떨림을 배제하는 것은 정서

가 가진 강력한 동기를 약화하는 한계가 있다. 이성이 상황과 맥락을 파

악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으로 작동한다면, 정서는 다양한 반응

을 통해 사람을 상황 속으로 개입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작동한다(조석

환, 2014: 2). 조석환은 정서가 가진 힘을 설명하기 위해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 뛰어들었던 지하철 영웅들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 상황에

서 사람들의 도덕적 행동을 이끈 것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측은지심의 

마음이며, 이것은 “즉각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심사숙고의 결과가 

아니다”(조석환, 2014: 35). 그러나 연민이 인지적 판단을 필수적으로 포

함해야 한다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실제 상황에서 연민의 발현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누스바움은 문학교육 등을 통해 연

민의 인지적 판단을 반복 훈련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 빠르

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반론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판단이 개입

되지 않은 정서의 육체적인 떨림이 가진 강력한 실천 동기나 즉각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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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심각함에 대한 판단’, ‘부당함에 대한 판단’, ‘행복주의

적 판단’이 연민의 본질을 규정하는 필수 요건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베버(M. Weber)는 ‘부당함’에 대한 판

단은 연민에 발생 경향을 높일 수는 있더라도 연민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응당한 고통에 대해서도 연민이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휠체어 신세가 

된 사람의 상황을 제시한다. 누스바움의 이론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 책

임은 분명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연민이 일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비난

의 정서가 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이 

누구라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를 탓함과 동

시에 안타까워하고 연민을 표할 수 있다(Weber, 2004: 489-490). 

   위의 예시처럼 누스바움이 제시한 인지적 판단 요소는 연민의 본질을 

규정하는 필수 요소라기보다, 연민의 적절성을 논하는 기준, 혹은 연민

의 발생 경향을 높이는 단순 인과적 요소일 수 있다. 누스바움은 ‘연민

은 심각함, 부당함, 행복주의적 판단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

고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의 주장은 ‘연민은 심각함, 

부당함, 행복주의적 판단을 포함해야만 적절하다’라고 보는 편이 더 타

당하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세 가지 판단 요소가 연민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연민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행복주의적’ 판단을 획

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행복주의적 판단은 관련 없는 타자를 내 

삶의 중요한 일부로 들임으로써 연민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타인의 불행이 내 삶의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누스바움 역시 행복주의적 판단

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잘못하는 판단은 관심의 적절한 

경계에 대한 판단 또는 내가 행복주의적 판단이라고 불러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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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수준의 관심을 상이한 방식으로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는 인

간 존재들의 상이한 집단 – 가족, 동료 시민들, 세계의 인간 존재들 – 
에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

만 우리는 통상 동정을 보이는 데서는 너무 협소하다는 데는 상당히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한다.”(Nussbaum, 조형준 역, 213: 757)

연민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대상과 내 삶의 연관성을 발견해야 

하는데, 대상에게 적절한 중요성과 관심을 부여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이

다. 결국, 연민은 또 다시 내 삶에서 가깝거나 유사한 대상에만 제한되

어 관심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누스바움의 연민론을 도덕교육에 적

용하고자 할 때, 이러한 한계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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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누스바움 연민론의 도덕과 적용 방안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누스바움의 연민론을 도덕교

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덕교육에서 

학생들을 연민어린(compassionate) 사람, 즉 타인의 고통과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의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Ⅳ장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내용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도덕

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누스바움 연민론의 지향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누스바움 연민론이 도덕교육에 활용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힐 것이다. 다

음으로 중학교 도덕 내용 체계 중 ‘사회적 약자와 인권’단원의 교과서 

내용과 활동을 분석한 뒤, 누스바움의 연민론을 토대로 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영화 텍스트를 활용하여 실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민 교육의 교수학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누스바움 연민론과 도덕과 교육과정의 연관성

   누스바움의 이론에서 연민이란 ‘인간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관찰자

의 관점에서 타인의 불행에 대해 심각함, 부당함, 행복주의적 판단을 내

림으로써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감정이자 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동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누스바움은 연민이 필요한 대상에게 

윤리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설 읽기를 통해 타인의 삶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문학적 상상력을 길러내는 것과 공적 추론을 통해 분

별있는 관찰자의 관점을 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누스바움의 연

민 개념과 교육 철학은 타자의 필요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

하고, 타자와의 도덕적 상호작용29) 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2015개정 도

덕과 교육과정이 목표하는 ‘배려’의 가치를 획득하고, 핵심역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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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먼저, 누스바움의 연민론과 도덕과 교육과정의 ‘배려’와의 연관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덕과에서 ‘배려’는 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

용 체계에서 처음 등장한 뒤, 지속적으로 도덕교육에서 길러야 할 주요 

가치로 다뤄져 왔으며,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실’,‘정의’,‘책

임’과 함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김혜진, 2020: 38).

   교육과정에서는 배려를 “자신과 타자 사이의 분리될 수 없는 관계성

을 인식하여 자애로운 손길을 보내는 자비(慈悲)와도 연결되어 있는 핵

심 가치”(교육부, 2015: 5)라고 설명하고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 설명하

고 있기에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배려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배려는 상호 의존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 윤리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김혜진, 2020: 52). 학교 급별 목표와 성취기준

에서도 배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강조되고 있다. 중학교 성취기준을 보

았을 때, 배려의 대상에는 가정, 친구, 이웃 등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북

한 이탈 주민이나 온라인 관계처럼 보이지 않는 거리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인간 관계망 안에서 배려의 범위를 확장해 가야 

함을 보여준다(김혜진, 2020: 50). 요컨대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배려’

는 자아와 타자 간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하며, 멀리 떨어진 사

람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누스바움의 ‘연민’은 ‘배려’와 동일 개념은 아니지만, 배려를 

이끄는 도덕적 정서로 작용한다. 아래 인용문에서 누스바움은 연민과 배

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연민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의 배려와 관심의 원(circle of our 

cares and concern)으로부터 시작한다”(Nussbaum, 2003: 16)

29) 누스바움은 타인의 욕구가 형성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타인을 풍부

한 내면세계를 지닌 존재로 존중하고, 그의 욕구에 공감 어린 반응을 하는 것을 

도덕적 상호작용이라고 보았다(Nussbaum, 정영목 역, 2018: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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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민은)“우리의 상상을 타자들의 선과 연결시키고 타자들을 우리의 집중적 

배려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종종 의지하는 감정”(Nussbaum, 조형준 역, 

2015: 47)

 

위의 인용문에서 ‘상상을 타자들의 선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자아와 

타자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행복주의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주의적 판단을 통해 타자가 내 삶의 중요한 일부라

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되면 타자는 주체의 ‘관심의 원’안으로 들어

오게 된다. 그리고 주체는 자연스럽게 타자의 선(good), 다시 말해 그의 

삶에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타자가 인간다

운 삶을 살 수 있는 실질적 기회로서 역량을 보장받았는지 그의 사회적 

조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타자의 불행을 완화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배려를 실천하게 된다. 

   연민은 타자를 배려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편적 인

류에게로 그 범주를 확장하는 의의가 있다. 누스바움의 이론에서 연민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특수한 유사성이나 친소 관계에 기대지 않는다. 오

히려, 인류의 보편적 취약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사람은 연민의 주체

이면서 동시에 연민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놓인다. 또한, 연민은 인지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낯선 대상까지 관심의 원에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자아의 경계를 확장하는 연민의 정서는 나와 생

활 양식을 공유하지 않는 존재까지 배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적절한 인지적 판단과 상상력을 통해 연민의 정서를 함양한다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목표하는 대로 보편적 인류에게까지 배려의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음으로 누스바움의 ‘연민’과 도덕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의 연

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지주의 접근을 기초로 한 누스바움의 

연민론은 정서가 가진 믿음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도덕적 사고 능

력 함양에 도움을 준다.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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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도덕적 사고 능력’은 “일상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인식하고 도

덕적 판단 및 추론의 탐구 과정을 거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

을 분별할 수 있는”(교육부, 2015: 3) 능력을 의미한다. 먼저, 연민의 정

서에서 타자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은 일상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인식하

는 단계에 해당한다. 나아가, 고통이 삶의 존엄성을 해칠 만큼의 심각한 

것인지, 고통을 일으킨 데에 사회 구조의 탓은 없는지 등의 판단을 내림

으로써 연민의 주체는 모든 고통에 주목하지 않고, 도덕적 관심을 요구

하는 문제에 주목하게 된다. 다음으로, 연민의 주체는 소설 읽기와 공적 

추론 과정을 통해 연민의 합리적 ‘판단’을 연습하고 공정한 관찰자 관

점을 정립하기 때문에, 주관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연민의 정서와 연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 방법은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함양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도덕적 대인 관계 능

력’의 내용 중 하나는 “타인의 도덕적 요구 인식 및 수용”(교육부, 

2015: 3)이다. 먼저, 개념상 연민은 타자의 고통과 필요를 인식하고 적절

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동기화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함양에 도움을 준다. 또한, 누스바움이 교육 방법으로 제시한 공적 

추론은 구성원끼리 의견과 가치를 공유하고 연민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

는 담론의 장이다. 공적 추론은 과정 그 자체로 이상적인 의사소통 공동

체에 해당하며, 세상과 사람들의 내러티브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함양에 기

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누스바움의 연민은 타자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 같은 부정적 정

서를 극복하고 연대와 돌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정서 능

력과 도덕적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정서 

능력’이란 “도덕성을 전제로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배려할 

수 있는”(교육부, 2015: 3)능력을 의미한다. 김태훈에 따르면 도덕적 정

서 능력은 ‘정서 이해’, ‘정서 표현’, ‘정서 조절’의 세 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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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며 타인에게 미칠 해악을 금지하고, 타인과 공동체의 안녕과 복

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유도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김태훈, 

2013: 88-89). 누스바움의 이론에서만이 아니라 연민은 일반적으로 자아

보다 타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실천 경향성으로 갖는 도

덕적 정서로 여겨진다. 게다가, 누스바움의 이론에 따르면 연민은 타자,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

움을 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아의 불완전성을 외면하는 주체는 자아

와 타자 사이에 경계를 구획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혐오를 투사하기

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불완전성을 이해한 연민의 주체는 인간의 상호의

존성을 받아들이고, 취약한 존재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

다. 따라서 연민은 약자에게 적절한 정서를 표현하게끔 하고, 구성원 간

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도덕적 공동체 의식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종합하면 누스바움의 연민론은 정서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판

단을 목표로 하고, 타자의 필요에 대한 관심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포용

을 요청하며, 다른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서를 적절히 

조절,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처럼 연민론은 도덕교육과 유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에 도덕교육에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아래는 

누스바움의 연민론과 도덕과 핵심 역량과의 연관성을 나타낸 표이다.

누스바움의 연민론 도덕과 핵심 역량

연민의 인지적 판단 요소,

 공정한 관찰자 관점
⇒ 도덕적 사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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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에서는 중학교 『도덕①』 교과서에서 타인의 고통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내용적 측면과 활동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먼저 내용

적 측면에서는 타인의 고통과 관련된 교과서 서술 내용과 누스바움의 연

민 개념의 접점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활동 측면에서는 타인의 고

통을 성찰하기 위해 제시된 탐구 활동이나 사례가 문학적 상상력이나 공

적 추론을 발휘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분석 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도덕 검인정 교과서① 

중 5종,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해냄에듀(가나다 순)이며, 

단원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서 『도덕①』의 ‘1. 인간존

중’ 중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선정하였다. 해당 단원을 선정한 이

유는 이 단원의 성취기준과 누스바움의 연민론이 지향하는 바가 유사하

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단원의 성취기준을 “타인에 대한 사

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존재로서 공

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교육부, 2015: 21)고 밝히고 있다. 누스바움 또

한 사회적 경계를 넘어 연민을 확장할 것을 주장하고, 문학적 상상력의 

발휘를 통해 낯설고 이질적인 타인의 삶을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

서 학습자가 연민을 잘 발휘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을 

타자의 필요 인식과 실천적 도움의 동기화

공적 추론을 통한 의사소통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타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 극복 도덕적 정서 능력

본질적 취약성 인식을 통한 유대 결속 도덕적 공동체 의식

[표Ⅳ-1] 누스바움의 연민론과 도덕과 핵심 역량과의 연관성

 2. 중학교 도덕 교과서 분석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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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고, 보편적 관점에서 배려를 실천하여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적 약자와 인권’ 단원 내용 분석

   먼저 본 연구는‘사회적 약자와 인권’ 단원에서 누스바움의 연민 개념

과 연관된 서술 내용을 찾아 정리했다. 아래와 같이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

을 언급한 부분, 연민의 인지적 판단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았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페이지 수를 의미한다. 

   ① 인간의 본질적 취약성: 인간은 누구나 취약하며 고통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가?

   ② 심각함에 대한 판단: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이 인간다운 삶을 해치거나 기

본적인 역량 발휘를 방해할 만큼 심각함을 언급하고 있는가?

   ③ 부당함에 대한 판단: 사회적 약자가 고통이 개인의 과오와 책임을 넘어설 정도로 

부당함을 언급하고 있는가?

   ④ 행복주의적 판단: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내 삶의 목적과 

연관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가? 

출판사
누스바움 

연민 개념
서술 내용

동아

출판

심각함에 

대한 판단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180)

부당함에 

대한 판단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180)

행복주의적 

판단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

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182)

미래엔

인간의

본질적 

취약성

·누구나 언제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

고(192)

심각함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189)



- 90 -

대한 판단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지 못해 곤란을 겪기도 하고, 각

종 문화·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190)

부당함에 

대한 판단

·장애가 있다거나 국적·피부색이 다르다는 등의 사실만으

로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189)

행복주의적 

판단

·누구나 언제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

고,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192)

비상

교육

인간의

본질적 

취약성

·우리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누

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177)

심각함에 

대한 판단

·사회적 약자들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77)

부당함에 

대한 판단

·이주노동자나 북한 이탈 주민은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177)

행복주의적 

판단

·사회적 약자 역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더불

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다(178)

천재

인간의

본질적 

취약성

·“노숙인과 일반인을 구분할 것 없어. 누구든 거리로 내

몰릴 수 있거든”(181)

심각함에 

대한 판단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

나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177)

부당함에 

대한 판단

·사회적 약자에 관한 편견은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

다. (…) 이런 차별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177)

행복주의적 

판단

·우리와 같이 존엄성을 지닌 인간임을, 공동체로 복귀시켜

야 할 우리 가운데 하나임을 깨닫는 일이다(181)

해냄

에듀

심각함에 

대한 판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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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일부 출판사에서 인간의 본질적 취약성과 관련된 서술 내

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에서는 자신이 처한 사회

와 상황에 따라 누구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내용은 인간의 불완전성과 취약성을 인정하고 ‘나’와 타

자 사이의 경계를 허묾으로써 연민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준

다. 동아출판과 해냄에듀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으나,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의 심각함과 부당함과 관련된 내용

은 5종 출판사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었다. 고통의 심각함과 관련하여 미

래엔, 비상, 해냄에듀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인간존엄성’ 또는 ‘인간다

운 삶’을 누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동아출판

과 천재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

우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계유지

의 어려움, 불리한 취업 및 노동 환경,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은 누스바움

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핵심 역량 중 신체건강, 환경 통제, 

관계 역량이 보장되지 않은 심각한 해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통의 부당함과 관련해서는 5종 출판사에서 모두 사회적 약자가 장

애, 국적, 피부색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 혹은 차별을 받고 있음

부당함에 

대한 판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

거나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기

도 한다(172)

행복주의적 

판단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존엄한 존재이다 (…) 사회적 

약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할 때 바람직한 사

회를 이룰 수 있다(17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174)

[표Ⅳ-2]  도덕① 교과서의 누스바움의 연민 개념 관련 서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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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사회적 약자가 신체·문화·인종 등의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거나 타인에 의해 고통받음을 

의미하며, 연민의 인지적 판단을 돕는다. 또, 교과서에서는 장애인 의무 

채용, 저소득층 생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한 사회가 육성하고 뒷받침

해야 하는 개인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 물론 누스바움의 연민

론에 따르면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자 할 때 단순히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었는가가 아니라 취약한 개인이 그 제도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역량을 펼칠 기회를 보장받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

나 중학교 수준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에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제

도와 정책의 예시를 제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행복주의적 판단에 직접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행복

주의적 판단을 보조하는 서술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사회적 약

자를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서술 내용이나 사

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행복과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서술 내용은 연민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평등한 인간적 

가치를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학습자는 사회적 약자를 

곧바로 자기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중요하게 인

식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삶이 주체의 삶에도 긴밀하게 연관되

어 있으며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설명이 보충된다면 행복

주의적 판단을 이끄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미 도덕 교과서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성찰하고 

연민의 인지적 판단을 돕는 설명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인간의 

본질적 취약성에 대한 설명과 행복주의적 판단과 관련하여 상호의존성에 

대한 설명은 추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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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적 약자와 인권’ 단원 활동 분석

   다음은 교과서에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성찰하기 위해 제시한 탐구 

활동의 내용과 사례이다. 여기서는 제시된 탐구 활동이나 사례가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 추론을 발휘하는 데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았다. 

 

 

   제시된 탐구활동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활동으로 역할극 활동이나 눈

감고 미로찾기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활동으로 노인 바리스타의 

출판사 탐구 활동

동아

출판

·노인 바리스타 사례 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깬 사례 찾기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 상상하여 역할극으로 구성하기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나의 말과 행동 점검하기

미래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날 찾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실천 방

안 제시하기

· 눈 감고 미로찾기를 통해 시각 장애인과 안내자 역할 간접 체험하기

비상

교육

· 어둠 속의 전시회 사례에서 사회적 약자가 누구일지 생각해보기

·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해

결하기 위한 노력 제시하기

천재

· 어둠 속의 전시회 사례에서 길 안내자로서 시각 장애인의 역할

과 기획 의도 생각해보기

· 장애인 표지판의 그림 바꾸는 이유 생각해보기

해냄

에듀

· 역할극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 공감하기: 노숙인이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는 상황

·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찾고, 그들을 돕기 위한 실천 방안 제시하기

[표Ⅳ-3]  도덕① 교과서의 ‘사회적 약자와 인권’ 관련 탐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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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나 시각 장애인이 안내자로 일하는 어둠 속의 전시회 사례, 장애인 

표지판 그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과 사례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 추론을 발휘하기에 적합한가? 우선 교과서 탐구 활동은 사회적 약자

의 고통을 상상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문학적 상상력의 발휘까지는 미치기 

어렵다. 경험의 폭이 넓지 않은 중학교 학생들이 삶에서 마주한 적 없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상상하는 것은 자칫 피상적인 공감에만 머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연민을 발휘하기 위

해서는 타인의 삶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읽어내는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

하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가 “역경을 해결하고자 씨름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능력”(Nussbaum, 박용준 역, 2013: 16)이 요

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탐구 활동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내면세계를 구체

적으로 묘사한 예화나 담긴 문학작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편견을 극

복하는 탐구 활동에서 모둠 활동이나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적 추

론을 적용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다른 구성원과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타

인의 고통을 성찰하는 보다 공정한 관찰자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모

색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소 자기 생각을 다른 학생들

과 공유하고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합리적 편견이나 믿음

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탐구 활동은 공적 추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

한 비합리적 편견을 극복하는 데에 유용하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을 상상해보는 활동에서는 구체적인 예화나 문학작품을 함께 제시함으로

써 사회적 약자의 삶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문학적 상상력의 발휘를 

이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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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스바움 연민론을 적용한 개선 방안

   여기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와 인권’ 단원에 

누스바움의 연민론을 적용한 교육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의 본질적, 보편적 취약성에 대한 교육을 보강한다. 앞서 도

덕 교과서 ‘사회적 약자와 인권’ 단원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서술을 포함한 교과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과서도 있었다. ‘인간은 누

구든지 노화의 과정을 거치고 노인이 된다는 것,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급작스럽게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는 것’ 등을 교과서 내용에 포함하거나 교사가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약

자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또한, 학생들

에게 육체적 존재로서 인간은 외부적 환경과 조건에 취약하며, 누구든지 

고통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보

편적 취약성에 대한 이해는 연민의 시혜자와 수혜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

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평등한 인간적 가치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

   둘째, 연민의 인지적 판단을 구조화하는 발문을 제시한다. 이미 도덕 

교과서에는 고통의 심각함과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연민의 인지

적 판단을 돕는 서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진정한 연

민을 발휘하려면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해 스스로 인지적 판단을 내려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과서 탐구 활동에 사회적 약자

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인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발문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라는 발

문을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는 어떤 권리를 보장받

지 못하였는가?’로 구체화하여 고통의 심각함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발문

을 제시하여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에 사회 구조나 구성원의 책임은 없

는지를 생각해보고,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

   셋째, 인간의 상호의존성 및 연결성에 관한 설명이나 활동을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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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의적 판단을 보조한다.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을 심각하고 부당

하다고 판단했을지라도, 내 삶에 있어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주체는 진정한 연민을 보이는 데에 실패할 것이다. 연민의 행복주의적 판

단을 보조하기 위해 ‘인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타인의 삶과 마주할 

수밖에 없으며, 완전히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하거나 교사가 직접 설명할 수 있다. 관계

성의 비가시 영역을 가시화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웃 혹은 공동체 관계를 마인드맵으로 그려서 눈에 보이지 않

는 관계까지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과 유사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관

계 맺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이야기와 내면세계를 구체적으로 묘사

한 문학작품을 활용한다. 개인 삶의 이야기를 전면에 등장시킴으로써 사

회적 약자를 추상적 개인에서 구체적 개인으로, 낯선 타인에서 조금은 친

숙한 타인으로 다가오게 된다. 어떤 집단의 삶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것보

다 한 개인의 삶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며, 그것이 바로 

내러티브가 가진 힘이다. 내러티브 교육은 이미 도덕교육에서 많이 활용

되고 있으며(도홍찬, 2013; 이상민·류재만, 2016; 권재은, 2022), 교과서에

도 인물의 경험을 다룬 기사나 예화가 많이 실려 있다. 다만 교과서에 실

린 예화는 대개 길이가 짧고, 단편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사회적 약

자와 인권’ 단원에서 영화나 소설을 읽기 자료로 제시한 경우는 동아출

판 중단원 시작 부분에 영화 ‘노예 12년’의 사진과 줄거리를 수록한 

것이 유일했다. 다만 긴 문학작품을 교과서에 싣지 않는 것은 지면상의 

한계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과서에 문학작품을 수록하기보다 

교과서 밖 활동자료로 영화나 소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이어지는 절

에서 영화를 활용한 교수학습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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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스바움 연민론을 적용한 도덕과 교수학습방안

   본 절에서는 누스바움의 이론을 토대로 중학교 도덕① ‘사회적 약자

의 인권’ 단원에서 연민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앞서 교과서 분석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내면세계나 어려

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예화나 문학작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영화를 하나의 문학 텍스트로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적절한 연민을 길러내는 교수학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영화 읽기 수업이 어떻게 연민을 길러낼 수 있는지를 밝힌 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사례로 제시하여 교수학습 단계별 구체적인 

학습 활동과 발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영화 읽기 수업과 연민의 함양

   본 연구는 다양한 문학 장르 중, 영화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문학적 

상상력을 촉발하고 연민을 길러내는 도덕과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누스바움은 상상력을 촉발하는 문학 장르로서 영화의 영향력을 인

정한 바 있으며, 다만 소설보다 견뎌온 시간의 힘이 부족하다고 언급하

였다(Nussbaum, 박용준 역, 2015: 35). 그러나 누스바움이 이러한 언급을 

한 뒤로 벌써 20년이 흘렀으며, 국내에서는 영화를 활용한 상상력 함양 

교육(김국현, 2006; 이종섭, 2009), 영화를 활용한 공감 교육(박현희, 

2020; 박선희, 2012) 등이 많이 연구되었다. 더욱이 책의 활자보다 TV나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먼저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학생들에게 

영화는 친숙한 학습 매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된 문화적 환경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덕과에서 영화 읽기를 통해 문학적 상상력

을 계발하고 연민을 함양할 것을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영화 읽기’30)는 영화에 담긴 사회·문화적 

30) ‘영화 읽기’는 크게 텍스트로서 영화를 이해하는 방법과 컨텍스트로 영화

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나뉜다(이미식·이태윤, 2008; 최용성, 2006) 전자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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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이해하고, 영화가 그려낸 인간 삶의 은유와 상징을 읽어내는 것

을 의미한다. 영화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인물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영화 읽기는 단순한 감상과는 구분된다. 영화 읽기

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학적 상상력을 촉발할 수 있다.

    첫째, 영화는 관객(학습자)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인물의 삶의 이야기

를 소개한다. 영화를 통해 학습자는 현실에서 접점이 없었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

국인 노동자의 삶을 다룬 영화 ‘방가? 방가!’, 빈민촌 아이들의 삶을 

다룬 ‘트래쉬’,‘엘 시스테마’, 이산가족의 삶을 다룬 영화 ‘국제시

장’ 등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에 살아가는 구성원의 존재를 인식하고 떠올릴 수 있게 된다. 학습

자는 그들의 처지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할지를 상상하며 자연스럽게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둘째, 학습자는 영화 읽기를 통해 그의 감정, 소망, 욕구 등 내면세계

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소설과 마찬가지로 영화는 특수한 상황에

서 인물이 경험하는 필요와 욕구, 한계와 좌절을 묘사한다. 특히, 현실 

생활을 묘사하고 사회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는 사실주의 영화(장한·

양종훈, 2020: 118) 나 정서적인 주제를 다루고, 인물의 성격 묘사를 바

탕으로 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는 인물의 내면세계를 탐구하는 데 적합하

다. 인물의 내면세계를 잘 파악한 학습자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타

인에게 필요한 좋음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는 문학적 상상력의 

기본 태도이다.

   이처럼 영화 속 인물의 삶의 구체적인 양상과 내면세계를 탐구함으로

의 기법, 제작과정, 이론적 틀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면 후자는 영화가 만들어진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읽고, 영화가 담아낸 인간 삶의 은유와 상징을 이해하는 것

이다. 또한 컨텍스트로 영화를 이해하는 것에는 영화 속 인물이 처한 시대 상

황, 한계들에 주목하며 영화와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윤희윤, 2002: 16)도 포함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민의 정서를 계발하기 위해 영화를 하나의 컨텍스트로서 

읽는 방식을 교육 방법으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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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낯선 타인을 학습자의 관심권 안으로 들이는 데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관심이 곧바로 연민의 정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다. 타인에 대한 연민이 발생하려면 적절한 인지적 판단과 대상에 대한 

포용적 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연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영

화 읽기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영화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인물의 고통과 불행을 공정한 관

찰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영화를 보며 주관적인 감정에만 

몰두하면 연민을 발휘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놓칠 수도 있다. 따라

서 학습 단계별로 적절한 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영화를 보고 느낀 

바를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영화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학습자에

게 설명하여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부조리나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영화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인물의 정체성을 다층적으로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모든 개인은 인종, 민족, 종교, 젠더 등의 여러 범

주에서 중첩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타

인에 대한 편견과 타자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추병완, 2012). 이

질적이고 낯선 타인일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나와 유사한 정체성과 속성

을 공유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더 친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한, 

타자의 삶을 일반화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그를 한 명의 독특한 인간 존재로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영화 속 인물과 공통점을 발견하여 특수한 사건을 보

편적인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소설 서사의 공감 전략을 

분석한 최인자에 따르면 소설에 구현된 마스터 플롯31) 은 독자로 하여금 

소설 속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공감하게 만든다. 

31) 마스터 플롯이란 문화와 개인에 속하는 반복적인 골격 이야기로, 가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Abbott, 2002, 191: 손정수, 2020, 

17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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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는 ‘아이’의 고통과 ‘부모’의 책임이라는 ‘가족 서사’라는 마스

터 플롯(master plot)을 끌어들임으로써 자애학원의 사건을 특정인의 범죄적 

일탈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관련되는 보편적인 문제로 전환하고 있

는 것이다. ‘부모’라는 위치는 독자가 누구라도 공감할 수밖에 없기에 이

제 그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다.”(최인자, 2018, 283)

위와 같은 마스터 플롯의 활용은 영화 서사에서도 가능하다. 인물은 영

화 속에서 누군가의 가족, 친구, 혹은 이웃으로 등장한다.‘가족’, ‘친

구’, ‘동료’라는 위치는 학습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으므로 인물의 

불행은 우리 모두의 문제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사건의 보편적 전환은 

타인의 운명을 내 삶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하는 ‘행복주의적’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연민을 보편적 인류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영화 읽기를 통해 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자 할 때 한가지 유의할 점

은 고통을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공포스럽게 묘사한 영화는 피하는 것이

다. 이미지 과잉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한 손택(S. Sontag)은 “타인의 고

통이 스팩터클로 제시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은 어쩔 수 없이 그 광

경에서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관음증 환자 내지는 구경꾼이 되고 만

다”(Sontag, 이재원 역, 2007: 67)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정희는 영화에

서 비극적 불행을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공포스럽게 묘사한다면 학습자

는 사건에 대한 공포에 압도되어 정작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연민을 느

끼기 힘들 것이라 지적한다. 따라서 영화를 통해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

으키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인물이 겪는 부당한 불행을 강조하되 그 불

행을 지나치게 잔인하고 생생하게 그리지 않는 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정희, 2013: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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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화 읽기 수업의 단계별 활동 및 발문

   본 연구는 2016년 개봉한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

크’를 예시로, 각 교수학습 단계에서 진행되는 주요 활동과 발문을 제

시하고자 한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현대 영국을 배경으로 

하며, 노년의 목수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는 노련한 베테랑

이며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지녔지만, 지병으로 앓던 심장병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다니엘은 복지 수당을 받

기 위해 관공서를 찾아가지만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 때문에 계속해서 

좌절한다. 영화는 일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욕구, 그리고 질병과 노화 등

으로 부딪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와 인

권’ 단원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① 문제 사태의 제시

   이 단계는 영화에서 고통을 받는 인물의 삶을 통해 문제 사태를 제시

하는 단계이다. 먼저 교사는 영화를 시청하기 전, 학생들이 영화에 담긴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배경지식을 제시한다. 영

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의 고통

을 그려낸 영화다. 교사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혹은 영국 사회에 근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는 인물이 고통을 경험하는 장면, 인물의 필요와 욕구가 

드러나는 장면, 그러한 욕구가 좌절되는 장면, 인물 간의 관계가 드러나

는 장면을 위주로 선택적으로 영화 장면을 제시한다. 전체 장면은 되도록 

10분이 넘지 않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영화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영화 장면을 감상

하며, 영화 속 인물의 삶을 살아보는 간접 체험의 기회를 갖는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제시할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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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1] 구직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니엘은 도서관 컴퓨터실을 방

문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해본 적 없는 다니엘은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타자를 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다. 지나가는 학생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는 간신히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지만, 신청서 작성을 완료해갈 때쯤 이용 

시간이 만료되어 끝내 신청에 실패하고 만다. 

   [장면2] 다니엘은 복지 수당을 받기 위해 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 활동과 교

육을 이어나가지만,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다니엘은 

센터 직원에게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은거요”라고 말하고, 항고를 

접수한다. 센터 밖으로 나온 다니엘은 외부 벽면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굶어 죽기 전에 항고일 배정을 요구한다’라는 그래피티를 작성하고 1인 시

위를 한다.

   ② 문제 상황 탐색

   이 단계는 영화 속 인물이 겪는 고통을 평가하고 문제 상황을 구체적

으로 탐색하는 단계이다. 핵심 발문으로는 ‘인물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인물은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는가?’, ‘인물의 고

통은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시하여 학생이 고통의 심

각함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편, 영화 읽기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도덕① ‘인간 존엄성과 인

권’ 단원에서 인간의 역량과 기본적 권리에 대한 선수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고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때, 교사는 

누스바움의 10대 핵심역량 목록 혹은 교과서에 실린 세계인권선언문이나 

헌법의 내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역량에 대한 어느 정도 이

해를 쌓은 뒤, 학생들은 영화 속 인물에게 어떤 역량이 보장되지 않았는

지, 그의 불행이 인간 존엄성을 해칠만한 정도의 것인지 분별력을 가지

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인공 다니엘은 노동하고자 하는 욕구에도 불구하고 노

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건강 상태가 불량함에도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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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절한 지원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는 신체 

건강과 환경 통제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불행을 겪고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감정의 상상

   이 단계는 동일시를 통해 인물의 감정을 상상하는 단계로 서사적 상

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학적 상상력의 상위 범주에 해당

하는 서사적 상상력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면 과연 어떨지 생각하

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적으로 읽어내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

질 법한 감정과 소망과 욕망을 이해하는 능력”(Nussbaum, 정영목 역, 

2018: 31)이다. 서사적 상상력을 발휘하려면 타인의 관점에서 그의 감정

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관점에서 그의 감정을 판

단하는 과정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인물의 감정을 상상할 때, ‘인

물’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나’라면 마찬가지의 상황에

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두 가지 차원에서 상상하도록 지도한다. 이 단계

에서는 그림 카드를 제시하여 나와 인물의 감정을 잘 나타내는 그림을 

고르고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면1]에서 컴퓨터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니엘의 모습

을 보고 그는 답답함, 막막함, 짜증, 곤혹스러움을 느낄 것이라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나’라면 어떤 감정을 느낄

지도 상상해본다. 인물과 유사한 감정을 떠올리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

고, 다른 감정을 떠올리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

지 않은 노인 세대와 달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학생들은 쉽사리 그 

감정을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사하지 않은 인물의 상황과 

감정을 헤아려보는 것 자체가 연민을 기르는 데에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인물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자신 또한 언젠가는 노인이 되어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인물과 동일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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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나와 인물의 삶 비교

   이전 단계에서 감정의 상상을 통해 인물과 ‘나’ 사이의 유사점과 차

이점을 대략 인식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확장해 인물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한다. 핵심 발문으로는 ‘나와 인물이 삶에서 겪는 기회

와 장애물은 어떻게 다른가?’, ‘나와 인물의 삶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제시하여 학생이 고통의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

도록 지도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짝 토의나 모둠 토의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현재 주인공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나이, 질병, 경제력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나이, 질병,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 직

업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노동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근로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황에 대해 그 불행의 책임이 오롯이 개인에게 있는지, 사회 구조적인 문

제를 없는지 신중히 판단하도록 한다. 교사는 근로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제

도가 마련되었더라도, 그 복지 제도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면 근로 빈곤층의 역량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킨다.

   ⑤ 정리 및 성찰

   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 속 인물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연관 짓는 성찰 활동을 진행한다. 먼

저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간의 보편적인 흥망성쇠로 인해 누구나 영화 속 

불행을 겪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영화 속 인물은 나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이

웃이 경험하고 있을 고통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며, 영화 속 특수한 불행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평등

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복주의적’판단을 내리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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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성찰 일기 작성을 진행한다. 성찰 일기를 작성할 때

에는 학생들이 영화 속 인물 혹은 인물의 상황에 대해 느낀 감정을 성찰

하고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아래는 영화 읽기의 각 단계별 주요 활동 및 발문, 누스바움의 연민론 

관련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교수 학습 

단계
주요활동 및 발문

누스바움 

연민론 관련 

내용

문제 사태의 

제시

∙ 영화의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하기

∙ 영화에 나타난 인물의 삶 경험하기

문제 상황 

탐색

∙ 영화에 나타난 인물의 고통 평가하기

- 인물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 인물은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는가?

- 인물의 고통은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심각함’에 

대한 판단

감정의 상상

∙ 인물의 감정 상상하여 동일시하기

- 인물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

-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

나와 인물의 

삶 비교

∙ 나의 삶과 인물의 삶 비교하기

- 나와 인물이 삶에서 겪는 기회/장애물은 어

떻게 다른가?

- 나와 인물의 삶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당함’에 

대한 판단 

정리 및 성찰

∙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하기

- ‘모든 사람은 고통과 불행을 겪음’과 ‘인물

은 나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 가지기

∙ 감정을 중심으로 성찰일기 작성

‘행복주의적’ 

판단/

인간의 본질적 

취약성 대한 이해

[표Ⅳ-4] 영화 읽기의 교수학습 단계 및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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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고통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인간은 외부의 환경과 변화에 

취약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전염병, 환경 위기, 전쟁의 공포 등 범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인류의 취약성은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위기 속에서 오히려 타

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나 배제가 공공연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

회적 위기의 해법을 연민의 정서에서 찾는 시도를 하였다. 타인을 향한 

연민은 무관심과 배제를 극복하고 이타심을 발휘하고, 소외된 존재를 포

용하는 도덕적 가치를 지녔다. 

   그러나 연민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도덕적 정서가 아니다. 상황에 대

한 적절한 판단이 없다면 연민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연민을 도덕교육에 적

용하고자 한다면, 연민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연민을 발휘하고 멀리 떨어진 타인까지 포용하는 방법을 모색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이론을 토대로 연민의 개념과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도덕과 

교육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Ⅱ장에서는 연민에 대한 철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을 분석하

고 유사 정서와의 비교를 통해 연민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연민에 관한 다양한 철학, 심리학 연구를 분석하여 연민을 

‘타자의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정서이자 그의 고통을 완화하고자 

하는 동기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철학적 접근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스미스의 철학을 분석하여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상상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심리학적 접근의 분

석을 통해 연민의 핵심 구인이 ‘고통의 인식’과 ‘고통 완화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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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공감, 동정, 애련과의 비교를 통해 연민은 타인

을 돕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수반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론적 차원에서 연민의 도덕성 정도가 높더라도, 상황과 맥락

에 맞게 적절히 발휘되지 않으면 실제 삶에서 도덕성을 담지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인류의 보편적 속성으로서 고통을 이해

할 것, 둘째, 어떤 대상에 대해 연민을 보이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것,

셋째, 불편한 감정을 감수하는 태도를 강조할 것, 넷째, 연민의 교육 방향

과 방법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마사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에 주목하

였다. 인지적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연민 구조를 분석하고, 연민을 함양

하기 위한 문학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누스바움의 이론은 도덕

교육에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Ⅲ장에서 분석한 누스바움 연민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연민은 인간의 본질적인 취약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누

스바움은 인간 존엄성의 원천을 오직 이성으로만 설명하는 서구적 철학 

전통에 반대하며 인간 존엄성의 원천을 이성과 육체성 모두에서 찾는다. 

육체를 지닌 인간은 외부 세계의 영향에 취약하며, 타자의 지원과 관심

을 요청한다. 즉 모든 인간은 행복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이 통

제할 수 없는 환경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의 보편

적 취약성과 불완전성은 연민의 기초가 된다.

   다음으로, 연민은 관찰자의 관점에서 타인의 고통의 ‘심각함’과 

‘부당함’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본연의 관심을 확장하여 ‘행

복주의적’ 판단을 내릴 때 느껴진다. 연민의 필수 구성 요소인 이 세가

지 인지적 판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려면 외적 재화의 가치, 사회적 책

임, 본연의 관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누스바움의 

역량 이론이 외적 재화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명을, 상호의존

성과 인간의 평등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본연의 관심에 대한 설명을 제

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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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누스바움의 연민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연민이란 ‘인간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관찰자의 관점

에서 타인의 불행에 대해 심각함, 부당함, 행복주의적 판단을 내림으로

써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감정이자 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동기적 

상태’이다.

   누스바움은 낯선 타인에게까지 윤리적 관심을 형성하고 연민을 발휘

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 철학을 개진한다. 그가 제시한 교육의 핵심은 서

사 속에서 타인의 삶을 읽어내는 상상력과 분별력 있게 상황을 판단하는 

공정성에 있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전자는 문학적 상상력을 계발하

기 위한 소설 읽기, 후자는 공정한 관찰자 관점의 정립을 위한 공적 추

론으로 제시된다. 이 같은 교육방법은 정서가 지닌 편향성과 주관성을 

극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Ⅳ장에서는 누스바움의 연민론과 교육 철학을 토대로 도덕교육에서 

연민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연민론이 도덕

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내용 체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누스바움이 제시한 연민은 타자의 좋음과 그의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갖는 정서이기 때문에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

치인 '배려'를 기르고 확장하는 데에 적합하며, 도덕과 핵심 역량을 기르

는 데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민론은 중학교 『도덕』 내용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인권’ 단원에 적용할 수 

있다. 5종 교과서의 해당 단원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의 서술 내용에는 

이미 연민의 인지적 판단을 돕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에 관한 내용은 보강될 필요가 있으며 연민의 인지적 판단

을 구조화하는 발문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교과서 탐구 활동의 경우, 

인물의 구체적인 내러티브가 담긴 문학작품을 함께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떠올리고 상상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라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민의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안으로 영화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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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제시하였다. 낯설고 이질적인 인물의 내면세계를 묘사한 영화는 소

설과 마찬가지로 문학적 상상력을 계발하기에 적합한 서사 장르이며, 영

화 읽기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문제 사태의 제시 단계에서

는 영화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인물의 고통을 관찰한다. ②문

제 상황 탐색 단계에서는 인물의 고통을 심각함의 측면에서 판단하고 ③

감정의 상상 단계에서는 인물과 동일시하여 감정을 상상해본다. ④나와 

인물의 삶 비교 단계에서는 인물과 내가 삶에서 겪는 기회의 격차를 비

교함으로써 고통의 부당함을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⑤정리 및 성찰 단계

에서는 인물을 나의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성찰 일기를 작성한

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낯선 타자의 고통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고, 그의 문제에 연민을 갖고 관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도덕적 무관심 혹은 편향된 관심을 극

복하기 위해 누스바움의 연민에 주목하였다. 그간 국내 도덕분야에서 도

덕적 행동과 포용적 태도를 이끄는 연민의 윤리적 함의는 많이 연구되었

으나, 교실 안에서 연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 방법을 체계화하여 제시한 

연구는 많이 없었으며, 누스바움의 연민론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연민 관련 논의들이 결여하고 있던 

누스바움 연민론의 체계화와 도덕교육에의 적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 

과제에 대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누스바움이 제시한 ‘심각함

에 대한 판단’, ‘부당함에 대한 판단’, ‘행복주의적 판단’이 연민

의 필수적인 요소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론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판단이 연민의 범위를 확장하고,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적절성을 획득하게 하는 여과 장치로 보았다. 그러나 이 세 

판단을 거치지 않고 연민의 정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연민을 일으키거

나 강화하는 별도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연민의 구성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연민 정서를 함양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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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교육을 더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도덕과 교육에 연민론을 적용할 때, 연민의 대상을 

주로 사회적 약자에 한정한 한계를 지닌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내용 

체계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보편적 공감

과 배려를 함양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연민은 반드시 차별받거나 

고통받는 집단 혹은 계층의 구성원으로 제한될 이유는 없다. 물론 누스

바움의 이론에서도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연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만, 개인적 차원에서 부당하고 심각한 고통을 겪는 존재에 대한 고려도 

놓쳐서는 안 된다. 또한, 연민을 사회적 약자 관련 단원에서만 강조하면,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는 연민의 ‘수혜자’라는 고정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 따라서 누구나 연민의 제공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른 단원에서도 연민의 정서를 적절히 

활용하고 훈련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연민론을 적용한 교육 방법을 제안한 단계에 머무른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 효과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고통

에 대한 감수성이나 이타적 행동의 실천 의지가 강화되었는지, 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감정이 완화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한다

면, 본 연구의 내용이 더 큰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사회에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상

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실현

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교육부, 2021: 12)인 포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나와 타인 사이의 날 선 

경계를 허물고 낯설고 취약한 존재를 포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보내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연민은 포용

과 공존의 바탕이 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덕교육에서 연민을 길러내는 

데 밑거름이 되고 학생들에게 상생과 포용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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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of Nussbaum’s Compassion Theory

LIM JINHYO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ompassion 

based on Nussbaum’s theory, and to systematize moral education to 

cultivate and enlarge compa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In Chapter Ⅱ, this study explores theoretical foundation for compassion 

study. Through analyzing previous studies, this study defines compassion as 

follows: compassion is “an emotional state that feels sorry for the other 

person’s suffering and a motivational state to alleviate his pain”. 

Compassion has philosophical grounds, including Aristotle, J. J. Rousseau, and 

A. Smith, and it is found that compassion occurs through imagining the 

sufferer’s feeling as if it were me. Next, through the analysis of 

psychological approach, this study finds that essential elements of 

compassion are recognizing suffering and motivation to act to alleviate 

suffering. Lastly, through comparison with empathy, sympathy and pit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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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confirms that compassion involves a strong desire to help others.

    In Chapter Ⅲ, this study analyzes Nussbaum’s theory of compassion. 

First, this study examines Nussbaum’s view on human and society which 

is the basic premise of her theory. Next, this study analyzes Nussbaum’s 

account of compassion based on cognitive structure. Through discussion, 

this study defines Nussbaum’s compassion as follow: compassion is “a 

set of value judgments in three areas: judgment of seriousness, judgment 

of nondesert and eudaimonistic judgment”, and “an emotional state that 

feels sorry for the other person’s suffering followed by a motivation to 

promote his welfare, and it occurs when the spectator recognizes common 

vulnerability as human beings”. Lastly, this study explores two educational 

strategies suggested by Nussbaum. One way is to read novels, which can 

promote literary imagination and enlarge the individual’s ‘circle of 

concern’. Another way is to do co-duction, which helps to establish 

impartial and judicious perspective of the spectator.

   In Chapter Ⅳ, this study suggests how to apply Nussbaum’s 

compassion theory to moral education in middle school. First, this study 

shows that Nussbaum’s compassion theory fits the goal of moral 

education curriculum. Nussbaum’s compassion theory includes the process 

of making right judgments and reviewing our views through conversations 

with other learners, and asks for social inclusion of the underprivileged. 

As such, Nussbaum’s compassion theory has similar goal with moral 

education and it is worth using in the curriculum. This study suggests to 

include questions and activities in middle school Moral Education textbooks 

that can lead learners to make suitable judgments of other people’s 

suffering. This study also suggests to use literary works that depict 

detailed stories of other people’s lives and their suffering.

   Lastly, this study suggests ‘Reading cinema’ as a way of cultiv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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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ssion in moral education. This teaching/learning method is based on 

Nussbaum’s account of reading novels. Reading cinema is designed to 

explore the inner world and suffering of the underprivileged through 

literary imagination and the procedure is as follows: problem posing – 
problem discovery – imagining emotion – comparison of life – wrap up and 
reflection.

   It is noticeable that this study has comprehensively explored 

Nussbaum’s accounts of compassion which has not been fully studied so 

far. It is also noticeable that this study has developed feasible 

teaching/learning method in middle school based on Nussbaum’s 

‘Compassion’ theory. Further studies on cultivating compassion in moral 

education and its effects are expected to carried out. I hope this study 

has implications on moral education by cultivating compassionate attitude 

toward students.

Keywords : Compassion, Martha C. Nussbaum, Moral Education, Cognitive 

Structure of Compassion, Literary Imagination, Reading 

Cinema, Moral Emotion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7-2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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