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교육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적 접근 :

합리적인 도덕적 선택의 구조와 교육적 의의

노영란(盧英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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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교육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덕교육적 접근은 도덕교육의 역사에서 서로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져오

곤 했다. 합리적 선택이론을 끌어들여 합리적 도덕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동시에 인격교육의 장점을 수

용하는 접근을 모색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준적인 합리적 선택이론가들이 흔히 이해하는 것보다 확대된 의미에서 합리적 선택개념을 이해할 경우, 성

숙한 정상적인 인간은 그 자신의 구체적인 자아 에 의해 행위를 위한 선택을 만들지만, 그의 인간적 자아

를 선택을 위한 근본적인 제한조건으로 수락한다. 이러한 선택은 도덕적인 결론을 수반하고 도덕적 행위를

합리적 선택의 일부로서 포함할 수 있게 한다. 더구나 합리적 선택의 실천적 추론에서 수반되는 의도는 행

위자로 하여금 행위를 위한 이유로서 결정된 것에 의해 정당화되는 행위를 하는데 관련되도록 애쓰게 함으

로써 그에게 있어서 도덕적 판단과 선택은 행위에로 연결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합리적인 선택이론을 적

용한 도덕교육은 전통적인 합리적 접근이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도덕교육은 합

리적 선택과정의 각 단계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학생들이 합리적인, 도덕적 선택을 내리고 나

아가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이끌 수 있다.

Ⅰ. 머리말

6, 70년대에 특히 주목을 끌어온 합리적 도덕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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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격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가치들을 교수하기보다는 도덕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개발함으로써 도덕적인 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합리적 접근과 달리, 인격교육은 한 사회에서 중시되는 도덕적 가치들을 교육내용으

로 하여 도덕적인 습관과 행동을 기르는데 직접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직접 한 사회에서 동의된

구체적인 가치들을 전수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접근과 달리, 인격교육적 접근은 적어도 그 사회

내에서는 도덕적 상대주의에로 빠질 위험을 내포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합리적

접근과 달리, 습관화와 훈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행위에의 직접적인 연결을 의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 두 접근은 우리의 도덕적 경험의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다

른 한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점에서 인격교육 역시 합리적 도덕교육에 못지 않은

불만이나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예화나 본보기를 통한 습관화나 훈련이외에는 도

덕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별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나 가르치

고자 하는 구체적인 덕목들이 동의될 수 있을 것인지, 동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동의가

진정한 동의인지의 문제 등은 심각하다고 하겠다.

만일 두 접근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그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도덕적 경험

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도덕교육에 대한 최상의

접근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접근의 가능성을 합리적 선택이론을 끌어들여

모색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개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하는가를 탐구하는 이론으로서 경제학, 수학, 통계학, 철학, 사회과학 등 다방면에서 연구

되고 응용되고 있다. 이 이론이 윤리학에 응용되었을 때, 도덕적인 행위는 합리적인 선택의 대상으

로 여겨진다. 도덕적인 행위가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면, 합리적으로 선택하게끔 돕는 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행위하도록 돕는 것일 수 있다. 바로 이 점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도덕교육에로의 응용

가능성을 암시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을 끌어들여 합리적 도덕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동시에 인

격교육의 장점을 수용하는 접근을 모색한다고 할 경우, 이러한 접근은 합리적 접근을 근간으로 하

는 통합적 접근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모색함에 있어서 먼저, 합리적 선택

이론이 도덕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야하는지를 모색해 보고, 둘

째, 합리적 선택의 일부로서의 도덕적 행위가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 선택되는지를, 그리고 이러

한 도덕적 판단과 선택이 어떻게 우리를 행위에로 동기 지우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I I . 합리적인 선택의 도덕적 행위에의 적용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의 능력을 훈련시킴으로써 도덕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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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 온 합리적 도덕교육은 어떤 가치가 옳은 가치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데 무기력하

고 결국 도덕적 상대주의로 귀결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합리적 선택이론을 끌어들여 도덕적인

행동과 도덕교육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기존의 합리적 도덕교육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숙고하는 인간이 행동하고자 할 때 그는 어떤 행위가 과연

할 만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져 보고 행위를 위한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숙고를 통해 제

대로 혹은 잘 만든 선택을 흔히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이라고 부른다. 합리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흔히 이유에 관련된 것으로써 이해하곤 한다. 노직(Robert Nozick)은

신념이나 행위의 합리성은 무언가를 위한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이유들에 대한 반응의 문제이며

그러한 이유들이 산출되는 과정의 문제 라고 정의하고(1993), 슈미츠(David Schmidtz)는 X를 합

리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 우리가 시인(endorsement)을 위한 좋은 이유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전달한다 고 말한다(1995). 요컨대,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추론에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숙고하며, 이때 우리의 합리성은 행위를 위한 이유를 제공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합리적인 선택이란 행위를 위한 이유를 고려하고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표준적인 합리적 선택이론은 흔히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을 상정하고, 그러한 인간의

합리성을 일관성(consistency)과 극대화(maximization)로 이해한다. 이 합리성 개념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경제적 인간의 실천적인 추론은 기본적으로 행위를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합리

적인 선택이란 주어진 욕구나 관심을 어떻게 하면 잘(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지 숙고한 후

에 선택하는 것이다. 표준적인 합리적 선택이론가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선택은 욕구나

관심에 의해 주어진 선호를 합리적으로 배열하고 그 선호 배열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때 선택의 근거가 되는 선호가 개개인의 욕구에 근거하고 합리성은 선호 그 자체의 내용이 아니

라 그 선호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만 관여할 뿐이라면 합리적 선택이론 역시 기존의 합리적 도

덕교육처럼, 옳은 가치에 근거한 판단을 수반한다기보다는 윤리적 상대주의에로 귀결된다는 비판

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단적으로 이해된 합리성은 선택의 과정에서 가치의 내용에 작용하는

어떤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가치들의 효율적인 실

현에만 관여함으로써 우리의 상식적인 혹은 직관적인 도덕개념과 배치되는 결론을 가져올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표준적인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한 실천적인 숙고는 우리의 선택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

하거나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행위와 관련

하여 수단적 관점에서의 선택이 지니는 설명적 취약성은 특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곤 한다. 주

어진 욕구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는 행위를 찾는 것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이해하는데 대한 반성

들의 근거를 살펴보면(노영란b, 2000), 먼저 인간이 단순히 어떤 욕구를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174 아시아교육연구 1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위의 욕구(second- order desire)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능

력은 프랑크푸르트(Harry Frankfurt )나 제프리(Richard Jeffrey)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만일 우

리가 이러한 능력을 인정한다면, 합리적인 행위자는 자신의 욕구나 관심을 평가한 후에 재구성된

선호를 바탕으로 행위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왓슨(Gary Watson)은 인간의 이

러한 능력을 프랑크프르트나 제프리보다도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 왓슨은 욕구하는 것과 평

가하는 것을 구별하고 선호가 욕구에 근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왓슨은 상위의

선호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실천적 판단에 의해 형성되며, 이 판단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욕구

하지 않았던 것에 가치를 형성할 수도 있으며, 자유로운 사람이란 그의 가치판단체계에 일치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라고 본다(1982). 요컨대, 욕구에 근거하여 행위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성에 의해

그 욕구를 평가하고 때로는 욕구와 무관하게 가치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행위의 상호관련성과 합리성의 자멸적(self- defeating) 속성때문에 자기 이익의 극대

화로 이해되는 합리적인 인간이 불가피하게 극대화의 제한을 합리적인 것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여기에서 자멸적 속성이란 수단적 합리성 그 자체에 근거한 선택이 실제로

수단적 합리성에 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적 극대화의 성향성(the disposition of constrained

maximization)이야말로 도덕과 합리성이 만나게 되는 지점이라고 주장하는 고티에(David Gauthier)

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고티에에 따르면, 자신의 욕구나 관심에 근거하여 행위를 위한 이

유를 찾으려는 개개 행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개개인의 관심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되고-수인의 딜렘마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하여 그는 제한적

극대화의 성향성을 합리적인 것으로 수락하게되고 이 성향성에서 도덕이 나오게 된다.

셋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단적으로 이해된 합리성이 노정하는 모순이나 비일관성을 지

적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의 수단적 합리성이 지닌 한계를 지적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는 달리 욕구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선호가 형성될 때 합리성의 조건들

이 충족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다아월(Stephen Darwall)이나 사회적 선택을 위한 불가능성 공리

들을 주장하는 애로우(Kenneth J. Arrow), 센(Amartya Sen)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다아월의 주장

을 예로 들어 보자. 합리적인 선호배열을 위한 조건들-재귀성(reflexivity), 완전성(completeness),

이행성(transitivity), 그리고 연속성(continuity)-중에서 이행성의 요구에 따르면, 비이행적인 선호

들은 이성에 반한다. 여기에서 다아월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달리, 비이행적인 선호들이

이성에 반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안들이 이유들에 의해 가장 잘 뒷받침되는지에 대한 행위자

의 판단에 의해 선호들이 비평의 여지를 가진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1983). 그리하

여 그는 우리의 이성이 선호들 그 자체에 관여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선택은 우리가 어떤 선호

를 가져야하는지 즉 선호의 내용적 측면에 관여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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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람들이 실제로 만드는 다양한 선택행위를 살펴보면, 그들이 수단적 합리성의 기계적인

적용을 넘어서는 판단(judgment) 을 바탕으로 선택을 만드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데에 주

목하기도 한다. 이러한 판단은 새롭고 풍부한 가능성을 생각해 내는 능력으로서의 상상력(Robert

Nozick)이나 창조적인 선택을 통해 자아를 유의미하게 만드는 능력(Shaun Hargreaves Heap)에

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되곤 한다. 힙에 따르면 합리성은 추구된 목표의 가치를 확립하는데에도

관련되는데, 목표의 합리성에 대한 이 관심은 자기존중을 위한 욕구로 이해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러한 합리성의 작용은 자아를 유의미하게 만드는데에 기여한다. 그러나 자아를 유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수단적인 추론방식에 적합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때에 작용하는 합리성은 수단적 합리

성과 구별하여 표현적인 합리성(expressive rationality) 으로 불릴 수 있다고 힙은 본다(1992).

표준적인 합리적 선택의 개념과 그 개념에 대한 반성적 이해에서 근본적인 쟁점은 이성과 욕

구로 대표되는 감정, 이 둘이 우리의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이성이 우리의 판단과 행위에 작용한다면 우리의 판단과 행위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속성을 견지할 수 있지만, 이성이 우리의 행위에 작용한다는 것을 경험적 차원에서 확

인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보통 이성의 그와 같은 작용은 부인된다. 한편, 욕구나 감정이 우

리를 행위에로 이끈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도덕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욕구나 감정의 그러한 작용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불

만족스럽게 여겨진다. 본드(E. J. Bond)는 욕구와 이성, 그리고 동기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하나의 딜레마라고 표현한다. 즉 만약 실천이성과 도덕성의 관계를 보편적이고 객관

적인 이유의 인식으로 보면 동기 지우는 힘을 결여하게 되고 만약 실천적인 추론이 욕구에 제한

되면 우리는 행위를 위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1983).

합리적 선택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지의 문제는 이성과 감정에 대한 바로 이러

한 이해를 검토하는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감정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가능한 자연

적 현상이므로, 감정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자. 우리의 욕구나 감정을 도덕적인 동기로서 인정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감정이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변덕스러워서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감정의 동기적인 효력 못지 않게 감정의 이러한 속성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듯하다. 실질적인 내용의 측면에서 도덕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사회에서 행해지는 관행이나 인간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것의 역할에 근거

하여 볼 때 개개인의 욕구나 관심 그 자체가 도덕을 위한 근거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

다고 말해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우리를 행위에로 특히 도덕적이라고 불리는 행위에로 이끄는

감정은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적인 반응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도덕적 동기로서 감정을 주장하

는 사람들은 대체로 감정적인 반응이 다른 고려들에 의해 조절되거나 변형되는 측면을 인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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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조한다. 예컨대, 도덕판단을 승인과 불승인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표현이라고 보는 흄

(Hume)을 살펴 보자. 흄은 도덕판단을 내릴 때 우리의 독특한 관점으로부터 나타나는 대로 사람

들이나 행위들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관점(some steady and

general points of view)을 택하며,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속에서 우리의 현재 입장이 무엇이

건 간에 그러한 관점속에 우리 자신을 놓는다고 주장한다(1992). 흄이 일반적 관점이라는 주장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감정적 표현으로서의 도덕판단으로부터 자의성이나 임의성을 배제하고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의 변형, 조절, 재구성현상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또 필요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그

러한 작용이 무엇에 의해 일어나느냐 하는 점이다. 흄이 말한대로 일반적인 관점을 택해서 도덕

판단을 내린다면, 흄의 의도와는 달리, 이때의 도덕판단은 감정적 표현 그 이상이 아닐 수 없다.

동시대의 대표적인 덕윤리자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스(Bernard Williams) 역시 욕구나 관심이 인

격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지만, 은밀하게 합리적으로 숙고하는데 관련된, 혹은 정상적으로 사회

화된 사람이 가지는 욕구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981). 흄의 일반적인

관점이나 윌리엄스의 합리적인 숙고라는 대목에서 드러나듯이 감정의 변형과 재구성에는 감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흄이나 윌리엄스를 포함하는 많은 도덕철학자들이 감정의 변형과

재구성에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성이 가치에 관여하고

그리하여 동기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감정을 평가하는 가장 중

요한 방법들의 대다수는 감정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스토커(Michael Stocker)에 따르면, 우리는

감정들이 육성하거나 방해하는 인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삶들에 의해 감정들을 평가하고 또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삶들은 감정과 충족된 혹은 충족되지 않은 감정적 필요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성되고 평가된다(1996). 스토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욕구와 가치간의 연결을, 그리고 이에 근

거하여 가치와 동기간의 연결을 가장하는데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입장속에는 우리가

욕구하는 것만이 가치로서 정당화되고 그리고 그러한 가치만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이유

를 가진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표준적인 합리적 선택개념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우리의 합리성이

욕구의 효과적인 만족에 관여한다는 수단적 관점에서의 선택의 기본적인 입장을 버리지 못하는

데에는 표준적인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지는 논리적 분석력과 체계성에 대한 매력 때문만은 아니

다. 수단적인 역할 이상의 것을 합리성에 인정할 경우, 표준적인 합리적 선택이론만큼의 동기적인

설득력을 가지면서 우리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 역시 큰 몫을 하고 있다.

결국 합리적인 선택개념이 도덕적 행위에 적용되어 합리적인 것이 도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성이 가치에 관여하고 동기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행위자가 내리는 선택은 이성의 그러한 작용을 포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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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합리적인 , 도덕적 선택의 내용과 절차

선택에 작용하는 이성의 역할과 관련한 과제를 염두에 두면서 합리적 선택개념을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행위의 양상을 분석해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행위를 위한 이유를 고

려하고 행위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숙고는 이미 우리가 체득한 가치들을 구체적인 상황

에서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수준에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예컨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할 수 있다. 한편으로 나는 (예컨대 만약 돕고 싶지만 내

가 몹시 바쁘다면, 혹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들어왔거나 교육받았지만 돕고 싶은 마음

이 전혀 내키지 않는다면) 저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저 사람을 도와주어

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자문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과 달리 두 번째 질문은 왜 도덕적이어

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단순한 강조에 만족하고

그저 어떻게 해야 도덕적일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어야 하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한다. 도덕적 불확실성이 도덕적 목적을 성

취할 적절한 수단을 결정하는 수준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목적을 정립하는 수준에서도

발생하며 인간은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사고하고 추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숙고하는 인

간의 선택은 수단적인 추론을 넘어설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이 일상적인 삶을 사는 합리적인 존재

의 숙고속에서 발견된다. 나는 사람들은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야 잘 지낼 수 있기 때

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알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몹시 바쁜 내가 혹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내가) 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

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알지만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왜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왜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구별된다. 전자의

질문에서 우리는 행위자중립적인(agent- neutral) 관점에서의 개인을 염두에 둠으로써 우리를 구

성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나는 우리를 구성하는 그 밖의 다른 구성원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후자의 질문에서는 행위자상대적인(agent- relative) 관점에서의 개인을 의미하여 나는 다른 어떤

사람과도 구별되는 나름의 관심이나 목표 등을 가진 한 개체로서 간주된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도덕적이어야 할 이유와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할 이유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우리는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할 이유를 가질 수는 있지만 내가 도덕적이어야 할 이유를 가질 수는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의 질문이 행위자로서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숙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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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게 되는 질문이며, 도덕적이어야 할 이유가 나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

여하는데에 작용해야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어야 할 이유는 내가 도덕적이어야 할 이유이어야 한

다. 나는 실천적인 추론의 숙고과정 속에서 이러한 속성을 가진 행위를 위한 이유를 찾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게 되는 원칙이나 법칙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

으로 여기는 것이다(Korsgaard, 1996).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아개념은 바로 행위를 위한 이유

들의 근원이 된다. 어떤 행위를 위한 이유를 제공하게 되는 실천적인 법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에서 형성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합리적인 행위자의 숙고구조 속에서 세 가지 차원의 자

아를 발견할 수 있다(노영란a, 2000). 먼저 나는 행위를 통해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욕구나 관심으

로 드러나는 자신, 즉 구체적인 자아(a particular self) 와 함께 그러한 욕구나 관심을 가지는 존

재로서의 자신, 즉 추상적인 자아(an abstract self) 를 인식한다. 전자가 내가 속한 경험적 세계

내에서 구성된 사적인(private) 자아개념이라면, 후자는 일종의 형식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나는 나의 행위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나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적어도 경험

적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그들 역시 욕구나 관심을 가지는 존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때 그들과 나의 욕구의 내용은 달라도 그들과 나 모두 욕구를 가지는 존재라는 사실은 공통적

이다. 그들과 나는 추상적인 자아를 공유하는 것이다. 나의 추상적 자아를 인정하는 한, 그들도

추상적 자아를 가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욕구하는 존재라는 인간

적 자아(a human self) 에 이르게 된다. 내가 욕구나 관심을 가지는 존재라는 점을 전제하지 않는

한 욕구나 관심으로 드러나는 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실천적 추론에서 추상적인 자아

는 구체적인 자아보다 우선한다. 한편 내가 욕구나 관심을 가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나와 마찬가지로 욕구하는 존재로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즉 인간적 자

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간적 자아의 인정은 구체적인 자아를 가능케 하는, 그리하

여 구체적인 자아보다 우선하는 추상적 자아로부터 수반된다는 점에서, 인간적 자아는 구체적인

자아를 적어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욕구의 만족을 위해 취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가 우

리 모두 욕구를 가지는 존재라는, 인간적 자아와 양립할 수 없다면 그 행위는 채택될 수 없다. 반

면에 욕구의 만족을 위해 취하고자 하는 행위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욕구를 가지는 존

재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즉 인간적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합리적인 것

으로 선택될 수 있다. 구체적인 자아, 추상적인 자아, 그리고 인간적 자아간의 이러한 작용을 통

해서 행위자는 자율적인 선택을 내리게 된다.

세 자아로 구성된 숙고구조를 가진 행위자의 선택이 도덕적 관점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인간적 자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에 관계없이 실천적 추론을 하는 행위자

들이 구체적인 자아로부터 선택을 내릴 때 그 선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선택에 작용하는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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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와 같다. 그리고 인간적 자아의 작용은, 칸트가 기대하는 만큼에는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과 정도를 가진 공평성(impartiality)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세 자아를 통해 설명되는 합리적 선택개념은, 표준적인 합리적 선택개념과 달리, 도덕적인

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한 토대를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 자아가 구체적인 자

아로부터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행위를 위한 이유의 선택에 감정이상의 것이 작

용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합리적 선택이 선택의 결과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도하지만, 비록 목표를 달성

하는데 실패한다하더라도 선택의 과정이 합리적이라면 그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또 비

록 목표를 최상으로 달성한다하더라도 선택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보

기 어렵다. 기대되는 최선의 결과를 산출할 때가 아니라 선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합리적일 때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불린다. 예컨대 합리적 결정과 옳은 결정(right decision), 즉 지향하는 바 목

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한 선택은 구별될 수 있다(Resnik, 1987).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은 선

택을 만드는 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세 자아에 바탕을 둔 선택의 절차와 과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합리적인 선택이 만들어지는 방법과 관련하여 뮬랜과 로쓰(John

D. Mullen & Byron M. Roth)는 선택을 만들 때 관련되는 요소들을 대략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묘사한다(1991). 첫째 단계는 문제 인식과 가치 분석의 단계로서 선택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평가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들을 확인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단계이다.

다음은 대안적인 선택들을 산출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검토된 목표와 목

적들을 성취하도록 이끌 가능한 행위들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고 효과적인 일련의 대안들

을 제기한다. 세 번째의 선택들의 평가단계에서는 먼저 최적화하고자 하는지 만족화하고자 하는

지를 결정하고 선택된 결정규칙에 의해 목표들, 선택들, 문제 사태들- 여기에서 문제사태란 우리

의 통제를 넘어서지만 선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의미한다- , 사태의 확률, 결과, 그리

고 결과의 가치들과 관련한 우리의 정보를 통합한다. 결정 규칙을 통한 이러한 통합은 어떤 선택

이, 최적인지, 혹은 만족스러운 것인지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의지

를 구속하고 이미 들어간 비용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서는 앞의 세 단계를 거쳐 선택된 것

에 충실할지 아니면 그만두고 첫 번째 단계로 되돌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에 관련된다.

뮬랜과 로쓰가 제시하는 네 단계의 선택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성의 수단적 역할에 근거한 합

리적 선택 과정이다. 따라서 앞에서 이해된 숙고구조를 가진 행위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

는 선택과정이다. 또한 그들이 제시하는 네 번째 단계인 의지를 구속하고 이미 들어간 비용을 무

시하기 단계는 합리적 선택의 필수적인 과정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뮬

랜과 로쓰가 네 번째 단계를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정을 이행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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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택된 것과 다른 행위 과정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 새로운 정보를 갖게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우리는 선택된 것을 실행할 의지력을 필요로 하며, 그 결정이 잘못이었음이 분명할 때는

그 결정속에 매몰된 비용을 무시하고 첫 번째 단계로 되돌아가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통

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기간이 의미깊은 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길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만약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미깊은 상황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은 당

연히 새로운 의사결정과정을 유발할 것이므로 네 번째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처음 세 단계는 실제로 합리적인 선택과정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과정을 제시하는 많은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조 성민과 정 선심은 「논리와 가

치 탐구」에서 뮬랜과 로쓰의 것과 다소 유사한 맥락에서 가치 탐구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을

제시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과정은 문제의 인식과 명료화,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 대안의 제시, 각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에 대한 평가, 대안의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다(1993). 또한 커션바움

(Howard Kirschenbaum)은 의사결정기술(decision- making skills)은 문제를 정의하기, 목표를 세

우기, 정보를 모으기, 대안들을 산출하기, 결과들을 고려하기, 결정을 내리기, 그리고 성과를 평가

하기의 단계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1995). 결국 일반적으로 합리적 선택과정은 목표 설정, 대안

들의 산출, 평가, 그리고 대안의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뮬랜과 로쓰가 제시하는 3단계에 기초하여 앞에서 묘사된 숙고구조를 가진 행위자가

만드는 합리적인 선택의 절차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합리적 선택이

론의 도덕교육에의 적용 (노영란, 1997)에서 제시된 과정에 앞에서 묘사된 세자아로 구성된 숙고

하는 행위자의 선택개념을 새롭게 적용하여 변형한 것이다:

1. 문제의 인식과 목표의 확인

(1) 문제의 확인 : 선택 상황에 관련된 정보의 사실 여부 평가

(2)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 확인

— 문제에 대한 가치 분석

— 정보와 가능한 목표들간의 관계 파악

— 목표의 확인

(3) 목표의 설정

— 목표의 허용가능성테스트

—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목표의 확인단계로 되돌아가기

— 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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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들의 산출

(1) 목표를 성취하도록 이끌 가능한 행위들과 관련된 정보 얻기

(2) 일련의 가능한 행위들을 산출

3. 대안들의 평가와 잠정적 선택

(1) 결정 규칙의 설정: 어떻게 목표를 충족시키고자 하는지를 결정하기

(2) 문제 사태에 대한 검토

(3) 결정 규칙에 의한 제반 정보의 통합으로 대안의 결과 검토

(4) 특정 대안의 잠정적 선택

4. 대안에 대한 가치 분석과 최종적 선택

(1) 잠정적으로 선택된 대안에 대한 가치분석: 행위를 위한 이유의 분석

(2) 대안의 선택

여기에서 묘사된 과정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뮬렌과 로스가 제시한 수단적 합리성에 근

거한 선택과 일치하는 것으로써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구체적인 자아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안들

의 평가를 통한 선택에 작용하는 결정 규칙은 행위자가 어떤 구체적인 자아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예컨대, 그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정도에서 적당한 만족을 찾으면 된다고 생

각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화 하고자 할 것이고, 언제나 상황이 허락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추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대안의 선택과정은 그가 어떤 욕구나

관심 혹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그의 구체적인 자아가 무엇이냐를 반영한다.

한편 첫 번째 단계인 문제의 인식과 목표의 확인은 구체적인 자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구체

적인 자아를 인정하는 한 인간적 자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목표의 설정은 인

간적 자아를 통한 허용가능성의 테스트를 거쳐서 선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예로 들어보자. 철수는

한달 뒤에 갚기로 약속을 하고 영희로부터 돈을 빌렸다. 돈을 빌린 지 보름이 되어 가지만, 갚을

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영희의 재정적 상황을 살펴본 철수

는 자신이 빌린 돈은 영희에게는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니어서 돈을 갚지 않아도 타격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을, 그리고 성격이 좋아서 남의 부탁을 잘 거절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제 철수는 영희에게 막연히 (그리고 갚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나중에 돈이 마련되면 갚겠다고 사정을 해서 한달 뒤에 갚기로 했던

이전의 약속을 미루어 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도를 어느 정도

내포한 약속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철수가 하고자 하는 행위의 목표로 확인되지만, 철수의 숙고

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만일 자신이 영희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받을 돈이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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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 하더라도 자신이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고 싶어할 거라는 점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 그리

고 갚고 싶어하지 않는 자신의 욕구 때문에 영희의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무시할 자격이 자신에

게는 있지 않다고 깨달을 수 있다. 혹은 영희의 착한 심성을 갚고 싶어하지 않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할 자격이 자신에게는 있지 않다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자신

이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욕구나 관심을 가진 것처럼 영희 역시 그녀가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욕구

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인정은 나아가 철수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와 영희의 욕구가 모두 중요하고 그래서 상황이 허용하는 한 둘 다 최대한도로 존중

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까지 나아가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숙고들은 결국 철수로

하여금 지키지 않을 의도를 어느 정도 내포한 약속을 만들려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버리

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도록 만들게 한다.

철수의 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첫 번째 단계를 통해 목표가 설정되는 것은 우리의 선호나 관

심이 그 자체로 행위를 위한 이유로서 주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숙고를 통해

그 내용이 검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선정된 행위의 목표는 최종 결정에 앞

서 네 번째 단계에서 다시 분석되고 확인된다.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잠정적으로 선택된 대안이

왜 선택되었는가를 문제삼는다. 행위를 위한 이유는 구체적인 자아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 이유가 단순히 구체적인 자아의 차원에서만 설명된다면, 그것은 행위를 위한 이

유로서 충분하지 못하다. 예컨대, 지키지 않을 의도를 어느 정도 내포한 약속을 만들어서는 안 된

다고 판단한 철수가 남은 보름동안 방과후에 일을 해서 돈을 모아 갚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자. 방

과후에 집 앞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영희에게 진 빚을 갚기로 결정했을 때, 철

수는 그 결정이 빚을 갚겠다는 그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사실

즉, 자신과 영희가 둘 다 각자의 욕구나 관심을 가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만일 후자의 사실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그 대안은 결정되지 않

았을 것이다. 제 3자의 눈에 그리고 철수의 눈에 일견 그 대안이 전자의 사실 때문에 결정되었다

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철수 자신은 깊은 숙고과정을 통해 1인칭적 관점에서 후자의 사실이

행위를 위한 이유로서 근본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과정이 우리가 정

상적인, 숙고하는 행위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선택과정이다.

IV. 판단과 선택에서 행위에로

도덕교육에 대한 합리적 접근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자율적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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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한다는 점일 것이다. 구체적인 감정이나 행위보다는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의 훈련을 강

조하며 이러한 훈련을 통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합리적 접근은 학생들의 이해와 도

덕적 추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해와 추론이, 도덕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도덕적 행위에

로 자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거나 혹은 희망한다. 그러나 과연 이해와 판단이 도덕적

인 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많고 그들은 합리적 접

근이 도덕적 행위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와 판단

을 선택개념을 통해 이해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 대답을 줄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 가진 특징중의 하나는 합리적인 것으로서, 선택의 행위는 의도(intention)를 포

함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의 실천적 추론에 근거하여 하나의 선택에 도달

할 때 합리적 행위자는 어떤 의도를 갖게 된다. 브래트만(Michael E. Bratman)은 실천적 추론의

투입과 산출 둘 다로서 작용하는 의도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1987). 먼저 투입으로

서의 의도는 숙고를 할 수 있도록 문제들을 제출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하여 다른 의

도들을 제한함으로써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우리의 숙고를 구조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

은 미래지향적인 의도와 앞으로의 실천적인 추론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다. 투입으로서의 의도의

이러한 역할이 부분적으로 추론 중심적인 차원의 수행을 구성하는 반면에 산출로서의 의도의 역할

은 의도와 하려고 애쓰는 것 사이의 관계에 관련됨으로써 부분적으로 수행의 의지적 차원을 구성

한다. 즉 행위에 결부되는 산출로서의 의도는 상응하는 하려고 애쓰는 것이 되는 의도의 경향이다.

브래트만의 주장에 근거하여 합리적 행위자의 선택과 의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만일 어떤 것이 무엇을 해야 할 지 숙고하는 합리적 존재에 의해 선택되면, 그 선택 자체는

앞으로의 숙고를 위해 문제를 제출하는데, 다른 의도들을 제한하는데, 그리고 선택되어지는 것을

야기하려고 애쓰는데 작용하는 어떤 의도를 포함한다. 합리적인 선택이 의도와 어떻게 관련되는

지, 그리고 그러한 관련이 왜 중요한지를 보기 위해 철수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노영란, 1997). 철

수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숙고한 뒤에 방과후에 일을 해서 돈을 모으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어떤 의도를 갖게 된다.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자 하는 철수의 의도는 그의 앞

으로의 실천적 추론에 일종의 역할을 한다. 먼저 이 의도는 어떻게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의 문

제를 부과한다. 예컨대, 그는 어떤 종류의 일이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한다. 둘째,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자 하는 철수의 의도는 그의 다른 의도들을 제한할 것이다. 예컨대, 철수가 영희에게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을 세운 뒤에(그러나 아직 실행하기 전에) 그의 친구가 방과후에 매일 테니스를

치자고 제안할 경우, 그는 테니스를 오래 전부터 치고 싶어했지만, 테니스를 칠 경우 일을 해서

돈을 모으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친구의 제안을 거절한다. 즉 테니스를 치자는 친구의 제안을 수

락하는 결과는 그가 이미 하려고 의도한 것의 결과, 즉 일을 해서 돈을 모으려는 의도된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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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리하여 테니스를 치자는 제안을 수락하는 것은 일을 해서

돈을 모으려는 선행하는 의도에 의해 봉쇄된다. 선행하는 의도가 새로운 의도를 형성하는데 훼방

을 놓는 것이다. 이 선행하는 의도는 철수가 그의 의도를 실행하기 시작할 때 그것의 세 번째 역

할을 한다. 철수는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방향으로 그의 행동을 이끌도록 기대된다. 예컨대, 그

가 발견한 유일한 일자리인 빵집의 주인이 남자보다 여자를 선호한다면, 그는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 여자보다도 그가 그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주인을 설득하고자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

이다. 이러한 노력은 바로 일을 해서 영희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는 철수의 결정 속에 담긴 의도

가 그로 하여금 그러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도록 이끄는 의지적인 차원을 갖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되는 합리적 선택과 의도와의 관련이 왜 중요한지는 강요에 의해 어떤 일을 하게

된 경우와 선택에 의해 어떤 일을 하게 된 경우의 대조 속에서 잘 드러난다. 전자의 경우와 달리

후자의 경우에서 행위자는 그의 행위를 방해하는 장애를 만났을 때 선택이 수반하는 의도 덕분에

그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야기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만일 행위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면, 그의 선택은 선택한 것을 하고자 노력하는 어떤 의도를 수반하고

이 의도는 수행의 의지적 차원을 구성하게 된다. 합리적 선택을 통한 실천적인 추론이 수반하는

의도는 행위자로 하여금 추론을 통해 드러난 행위를 위한 이유에 관심을 갖고 이 이유가 정당화

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관련되도록 애쓰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행위자가 행위를 위

한 이유라고 판단하는 것과 그가 행위를 위한 이유를 취하게 되는 것은 연결되어진다. 합리적인

행위자의 숙고를 통한 이해와 판단이 행위에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행위를 위한 이유를 포함하는, 행위자의 숙고를 통한 판단이 행위자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움직여지는데 작용한다는 것은 이해와 판단을 통해 드러난 행위를 위한 이유가 동기 지우

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합리적 선택을 통해 드러난 행위를 위한 이유

는 내재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고 그리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이유일 수 있다. 행위를 위한

이유가 동기를 부여하는, 내재적인 이유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행위자들이 행위를 위한

이유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행위에로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들을 자신들의 주장을 위한 근거로 지

적하곤 한다. 그러나 행위를 위한 이유가 내재적인 이유일 수 있다는 주장이, 행위를 위한 이유를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언제나 행위자를 행동으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둘은 구

분될 수 있다. 만일 내가 숙고를 통해 행위를 위한 이유를 발견하지만, 그 이유가 나를 동기지우

는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나의 합리성이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코르스가아드

(Christine M. Korsgaard)가 지적한대로(1986), 그것은 실천이성에 대한 회의주의의 근거는 아니

다. 결국 행위를 위한 이유로 선택된 것은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이면서 동기를 부여하는 이

유일 수 있고 이유이지만, 동기를 부여하는데 실패하기도 하는 그런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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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복잡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

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도덕교육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를 기대한다. 도덕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리의 도덕

적 경험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도덕적인 행동으로 이끌수 있는 접근을 찾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합리적 선택개념을 기존의 표준적인 개념보다 확대해서 이해한다면 합

리적인 선택이 도덕적인 결론을 수반하고 또 도덕적인 행위가 합리적인 선택의 일부가 될 수 있

게 된다. 이렇게 이해된 합리적 선택개념은 기존의 합리적 도덕교육이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해결

하고 또한 인격교육이 지닌 장점들을 수용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합리적 행위자는

하고자하는 목표를 검토한 후에 행위를 선택함으로써 옳은 가치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

고, 또한 그의 선택이 수반하는 의도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에서 행위에로 움직여지게 되

기 때문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한 도덕교육을 할 경우, 교사는 학생들이 합리적인, 도덕적

선택을 위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컨대, 그 절차의 각 단계

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방법들을 계발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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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t ional choice - theoret ical approach to moral educat ion :

The st ructure of rat ional , moral choice and i t s

educat ional impl icat ions

Roh, Young-Ran*
2)

The rat ional approach and the vir tue ethics approach to moral educat ion have been cons idered

as an al t ernat ive to each other . I t , i f poss ible, wi l l make good sense to integrate the two approach

s ince each defends one aspect of our moral exper ience at the expense of another aspect of that same

exper ience. When the not ion of rat ional choice i s understood in an extended sense, i t can help give

an integrated account of moral educat ion on the bas i s of the rat ional approach. Mature, normal

human beings make a choice for act ion in terms of their own par t icular sel f , but accept their huma

sel f as a fundamental l imi t ing condi t ion for the choice. Such a choice, cont rary to the choice usua

under stood by standard rat ional choice theor i st s , is enabled to include moral agency as par t o

rat ional choice. Fur thermore, the intent ion involved in the pract ical reasoning of rat ional cho

makes an agent endeavor to be commi t t ed to do the act ion which i s j ust i f ied by reasons for act ion so

that his under standing and reflect ive j udgment can turn hi s movement into act ion. In this way the

concept ion of rat ional choice can serve to overcome the weakness of the rat ional approach and at

the same t ime keep i t s st 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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