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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하여
: 인지적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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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본 논문에서는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도덕적 사고와 도덕
적 행동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인지적 사회 학습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며
두 요소가 상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졌다. 연구에 의하면 도덕적 행동과 추론과의 상
관관계 지수는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구체적 딜레마와 가상적 딜레마에서의
도덕 추론은 딜레마의 성격(개인적, 공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나아가 도덕성의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쟁을 다루었으며, 최근 사회학
습이론 분야에서 도덕성의 인지적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사회학습이론과 접목시키
려는 인지적 사회학습이론을 소개하며, 도덕과 교육에서 도덕적 인지와 행동의 일관성을 높
이기 위한 제안을 네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에서 행동적 측면과 동
시에 도덕적 추론부분도 강조해야 한다. 둘째, 도덕적 가치 덕목의 학년별 계열화가 요구된
다. 셋째, 도덕과 수업의 차시를 인지, 정의, 행동의 순서로 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생활지도에 있어서 낮은 처벌 수준을 유지하며 아동의 자기 존중감을 높
여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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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고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물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같은 주지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이성적 숙고와 비판적 성
찰을 통해 도덕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고, 행위자가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된
후, 자연스럽게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의 입장
에서는 인간이 올바로 깨달으면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며, 만약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
았다면 이는 참으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이와는 약간 다
른 주장이지만 법칙론을 주장한 칸트 역시 선의지, 즉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모
든 행동은 결과와 상관없이 선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철저히 이성의 훈련을 받은 사람과 칸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편 타당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 찾기란 쉽
지 않다.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목격되는 현상이며, 도덕교육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도덕교육의 목적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루어져 온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중점은 도덕적 행
동보다는 도덕적 지식, 이해력, 판단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콜버그의 인지발달론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추론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아동
의 도덕적 행동이 발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인지적 측면 중심의 도덕교육방법이 학
교현장에서 주를 이루어온 것이 사실이다.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심리학자들이고, 특별히 사회심
리학자들이 인지적 도덕발달과 함께 도덕성의 나머지 요소인 정의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은 도덕교육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세 가지 접근들 즉, 인지 발달 접근, 정신분석학적 접근, 그리고 사회학습접근
으로 나누어 주장하고 있다.
인지 발달적 입장은 주로 Piaget(1965)과 Kohlberg(1984)의 도덕발달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Piaget은 아동들의 도덕성이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발달하
게 되며, 이러한 발달은 인지적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연구를 통하여 밝혀냈고,
Kohlberg는 Piaget의 이론을 기초로 아동들의 도덕성이 인습이전수준, 인습수준, 인습
이후 수준으로 발달해 나간다고 보았다. 또한 인지발달적 도덕심리학자들은 도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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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가 깊다고 주장한다. 이들 이론들은 도덕적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판단의 발달에 관심을 둔다.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Freud(1961)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중심으로 도덕성이란 개인
의 욕구와 충동을 억제시키는 초자아의 발달과 함께 형성되며, 이러한 초자아는 양심
과 죄의식의 동기화를 통해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사회학습이론은
주로 Bandura(1986)의 모방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자녀나 학생들의 도덕성이란 부
모나 교사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형성되며, 부모와 교사들의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
화에 의해 피교육자들의 도덕적 행동은 변화되거나 강화되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도덕성을 인지, 정의, 행동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눈다면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즉 도덕성의 각 측면들을 각각 나누어 살펴 볼 경
우 도덕성의 세 가지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며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도덕성의 통합적
특성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위 세 요인 중에서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인지적 사회 학
습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고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 후 도덕과
교육에서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과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
자 한다.

Ⅱ. 인지적 도덕성과 행동적 도덕성과의 관계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어왔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도덕성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의 작용 순서이다. 도덕적 행동이 먼저인가, 아니면 도덕적 추론이
먼저인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알고, 느끼며, 마지막으로 행동한다고 생
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어느 요소가 먼저 작용한다고 단정을 내릴 수 없다. 때로는 도덕적으로 알
게 된 후,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고, 반면에 어느 경우에는 행동을 먼저 취한
후, 도덕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회 심리학자들 역시 두 가지 경
우 모두를 연구하여 왔다. 여기서는 도덕적으로 알면 행하는 가에 대하여 먼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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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역으로 행위자의 행동이 행위자의 인식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1. 도덕적 추론과 행동과의 관계
실제 도덕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 추론과 관련하
여 행동을 검토할 기회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목
적으로 도덕 추론과 도덕 행동과의 관계가 검토될 수 있다. 도덕적 행동에 도덕적 추
론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겠는가? 기대와는 달리 도덕적 행동에 대한 도덕적 추론의
예언 타당성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나 별로 크지 않다. 연구에 의하면 도덕적 행동
과 추론과의 상관관계 지수는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Mischel, W. & Mischel,
H., 1968).
그런데 도덕적 행동을 나누어 살펴볼 경우에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도덕적
행동과 추론과의 관계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들인 Schwartx, Feldman, Brown, 그리
고 Heingartner (1969)는 도덕적 사고와 두 가지 도덕적 행동들 즉, 돕는 행동과 부정
행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도덕적 사고와 돕는 행동과의 관계가 조사대상 전체적
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부정 행위에 대한 측정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를 하는 18명의 학생들 중 17%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 반면,
낮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를 한 학생들 중 5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했음
이 밝혀졌다. 부정행위와 도덕적 사고 수준의 관계는 5%의 오차 한계 내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함이 밝혀졌다. 또한, 도덕적으로 사고가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50% 정
도는 도덕적 추론을 통하여 도덕적 행동을 예측해 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시 도덕 판단과 도덕 행동간에 강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기는 힘들다.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들이 부정행위나 여타 도덕적 규범을 어기는 유혹을 받는 상
황에서 그들의 도덕판단으로부터 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음을 밝혀 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은 종종 그들의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행동
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보였다는 연구들도 있다. 높은 단계의 도덕 추론을 하
는 사람은 낮은 단계의 도덕 추론을 하는 사람들보다 이타적이고 양심적으로 행동하
는 경향이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선호하고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들은 또한 부정행위나 비행적인 혹은 불법적인 활동에 덜 참여한다는 연구도 있었다(Blasi, 1980).
대표적인 도덕심리학자인 Kohlberg(1975)도 역시 도덕적 추론 수준과 도덕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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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에 대한 몇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인습 이후 수준
의 추론 능력을 가진 학생 중 단지 15%의 학생들만이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 부정
행위를 하는 반면에, 인습 수준 학생들 중 50%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인습 이전 수준
학생들 중 7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현재까지 얻어진 자료들에 의하면 도덕적 추론이 도덕적 행동의 10%정도 밖에 예
언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정도의 정확성은 다른 개인적 특성으로부터 도덕적 행동을
예언하는 것들 보다 낮은 수준이며, 따라서 도덕적 추론이 도덕적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적 행동에 대해 도덕적 추론이 가지는 예측 정
확성은 높은 도덕적 추론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
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에 참여해 높은 도덕적 추론능력을 보이는 사람의 수가 워낙
적은 관계로 강하게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많은 비행청소년들이 인습
이전 수준에서 추론하지만, 그들 중 적지 않은 수는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동시에
인습 수준의 도덕적 추론을 한다고 한다(Blasi, 1980).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한 개인
의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도덕적 추론이외에도 다른 개인적 특성들과 많
은 상황적 요인들이 있다. 도덕적 행동을 예측하는 도덕 추론의 가치는 도덕적 추론
과 도덕 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 사회경제적 수준, 연령의 영향을 제외하였
을 경우 더욱 미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도덕추론과 도덕 행동간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면 도덕적 추론 수준을 평가
하기 위해 사용된 가상적 도덕딜레마가 실제 삶의 도덕적 갈등과 상당해 유리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콜버그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중 하나도 응답자들이 실제로 경
험하지 못한 가설적이고 다소 인위적인 딜레마에 대해 반응한 내용을 기초로 콜버그
의 이론이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실제로 직면하게 되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
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추론하겠는가? 하인츠가 아내를 위해 약을 훔쳐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만약 그도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겠는가? 개인의 도덕적 추
론 단계를 파악함으로써 그 사람의 도덕적 행동을 예언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
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가상적 상황과 구체적 상황 모두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 사용된
도덕 추론을 비교할 수 있다. 즉 추론과 행동의 불일치는 가상적 도덕 갈등 상황과
구체적 상황을 구분해봄으로써 검토될 수 있다.
Rothman (1980)은 이를 연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실제 상황에서의 행동 선택을
하게 한 후 그 추론 과정을 면접하고, 비슷한 가상적 상황에서의 행동 선택 후 그 추
론 과정을 질문하여 두 가지 추론 과정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상황의 종류에 따라

- 247 -

두 추론이 다름을 알게 되었다. 성문제, 타인을 돕는 행동과 같은 개인적 문제와 관련
된 딜레마에서는 가상적 딜레마와 실제 딜레마에서의 도덕 추론이 거의 일치하였고,
사회의 규칙이나 법과 같은 공적인 문제와 관련된 딜레마에서는 두 추론 과정이 일치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개인적 이익, 주변 사
람들의 분위기 등이 주요한 다른 변수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2. 도덕적 행동에 따른 추론의 변화
다양한 사회 심리학 이론들에 의하면 인간은 그들의 신념, 태도, 가치, 그리고 행
동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이론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불충
분하고 불완전하며, 선별적인 관찰에 기초하여 어떤 인격적 속성을 가지게 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Festinger(1957)는 ‘인지 불일치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을 주장
하며 인지적인 측면(태도, 신념, 자기 속성들)이 어떤 조건에서 행동에 따라 수정되어
지는 지를 연구하였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을
그 사람의 태도, 신념, 동기화, 혹은 인성의 탓으로 돌리는 것 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
Festinger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개인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
시킨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밝혔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매우 지루한 일에 참여
하게 된다. 그들은 그 일에 참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그 일이
매우 흥미롭다고 말하는 대가로 1달러 혹은 20달러를 받았다. 후에 일에 대한 느낌을
조사하자, 1달러 받았던 학생들은 일이 다소 재미있다고 한 반면에, 20달러 받았던 학
생들은 그 일이 매우 지루하였다고 말했다. 이를 해석하면, 취해진 행동을 심리학적으
로 정당화하는데 인지적 측면이 부적절하다면 이러한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인식이
행동에 따라 변형된다는 뜻이다. 1달러를 대가로 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부정직한 행
동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래, 그들도 지루하지 않
고 꽤 재미있어 하겠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반하여 20달러를 받은 학
생들은 돈 때문에 그 일을 했으며, 그들의 처음 입장(지루한 일이라는 것)을 바꾸지
않았다.
Eagly와 Chaiken (1993)은 이러한 행위자의 행동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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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지적 요소의 불일치와 조화의 예
시작 요소

불일치 요소

조화 요소

나는 담배를 핀다.

담배는 몸에 해롭다

담배를 피면 몸무게가 준다.

나는 그 실험이

나는 그 일이 지루

나는 그 일이 재미있다고

재미있다고

했음을 알게 되었

말하는 대신 20$를 받았

다.

다.

B회사 자동차가 A

A회사 자동차가 B회사

회사

자동차보다 더 내구성이

말했

다.
나는 B회사 자동
차

대신

A회사

자동차를 구입하
기로 결정했다.

자동차보다

기름이 덜 든다.

내 친구는 낙태

나는 낙태를 찬성

를 반대한다.

한다.

나는 부시 후보

나는

에 투표를 했다.

다.

좋다.
내 친구의 종교는 카톨릭
이므로 그는 카톨릭의 방
침에 반대할 수 없다.

민주당원이

부시는 국외적으로 미국
인의 위신을 높였다.
(Eagly & Chaiken, 1993: 470)

인지적 측면에서 비슷한 변화가 Festinger의 또 다른 실험에서 보여진다. 4살 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자 주인공이 소파에서 떨어진 아기를 돌보지 않는 이야기를 들
려 준 후 이야기를 완성하라고 하였다. 사전에 부정행위 테스트에서 부정 행위를 한
아동들이 만든 이야기는 처벌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고 부모가 돌봐주고 용서해 주
는 내용이 많았다. 반면에 테스트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아동들은 소년의 이야기
에서 처벌의 내용을 많이 다루었으며 부모의 용서를 담은 내용은 거의 없었다. 이러
한 결과는 아동들의 태도가 사전에 부정행위 테스트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라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Festinger (1957)는 위의 결과를 도덕발달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낮은 처벌
이 취해지는 상황에서 아동들이 정직하게 행동하고 즉각적인 이익을 위해 규칙을 위
반하는 유혹을 이겨냈다면, 그는 자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인식할 것이며 거짓된 행동
으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평가 절하 하게 된다고 보았다. 만약 나중에 그러
한 유혹의 강도가 더 세지고, 위험부담이 줄어 들 경우에도 정직한 자신의 속성이 더
욱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성화 시키면 시킬수록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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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질 확률은 줄어들게 된다.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을 만큼의 약한 처벌과 발각된
낮은 위험도와 같은 최소한도의 압력을 제시할 경우 어떤 설득의 방법보다도 아동으
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도록 하는 경향성을 높여 주게 된다. 그러나,
만약 한 학생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매우 높은 위험을 내포하거나 심한
처벌 때문이었다면, 앞으로 발각될 위험이 적을 경우에 금지된 행동을 할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인지 이론과 사회 학습이론의 결합

앞의 장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도덕 추론과 행동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심리학 분야에서는 도덕적 이해와 판단력의 발달을 도
모하는 도덕 발달 이론과 자극, 반응, 모델링을 강조하여온 사회학습이론이 상호 연계
되어 연구되기보다는 서로 별개의 영역으로 연구되어왔다. 두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
으로는 인지 발달론자들은 도덕적 추론과 행동과의 일관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 반
면, 사회학습이론가들은 도덕성이란 사회 환경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므로 일반적인
성향이기보다는 특수적인 성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도덕성의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최근 사회학
습이론 분야에서 도덕성의 인지적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사회학습이론과 접
목시키려는 인지적 사회학습이론을 소개하며, 도덕적 인지와 행동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도덕성의 일반성과 특수성
도덕성의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1928년부터 1930년까지 실시된
Hartshorne과 May의 인격교육연구이다(Shaffer, 1994 p.542에서 재인용). 이 연구의
목적은 8세에서 16세에 해당하는 10000명의 아동들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거짓말하고, 부정행위를 하거나 도둑질하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특
성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대한 연구의 결과 중 주목할 사항은 아동들이 도
덕적 행동에 있어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즉 한 아동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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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 아동이 다른 상황에서도 거짓말, 부정행위, 혹
은 도둑질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직’이라는 것이 안정
적인 인격적 특성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특수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특수성의 원리 (doctrine of specificity)’는 다른 연구가들에 의해 의심스
럽게 여겨졌다. Burton(1984)은 Hartshorne과 May의 연구 자료들을 새롭고 보다 세
련된 방식의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재분석하였다. 재분석한 결과,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상황, 교실에서 시험을 볼 경우 부
정행위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학생의 의지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
다. 비록 같은 학생이 위의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 예를 들면 운동장에서 매우
경쟁적인 경기를 할 경우에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수업 중의 부정행위에 대
한 의지는 높은 일관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Nelson, Grinder 그리고 Mutterer(Shaffer, 1994 p.542에서 재인용) 역시 비슷한 결
론을 내렸다. 그들은 연구에서 6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6가지의 서로 다른 규칙들을
학생들이 위반하도록 유혹한 뒤, 학생들의 행동이 6가지 규칙들을 통틀어 어느 정도
일관성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Shaffer(1994)도 역시 아동들이 나이가 듦에 따라 도덕
성의 3가지 측면들(인지, 정의, 행동)이 더욱 일관된 형태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특수성의 원리’는 명백히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회학습이론가들은 도덕성이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도덕성이란 주변 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특수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여
왔다. 예를 들면, 한 학생이 두 종류의 도덕 행동 테스트를 받는 다고 가정할 경우,
첫 번째 테스트는 학생들로 하여금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말라고 말한 다
음,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는 경우이고 두 번째 테스트는 좋은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규칙을 어겨야 하는 상황을 아이에게 제시하는 경우이다. 두 상황 모두 아동들이 하
지 말아야 할 어떤 것 즉, 금지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을 극복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도덕성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속성이라면 위
의 두 경우 모두 아동들은 유혹을 이겨내거나 혹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도덕
성이 상황에 따라 특수적이라면 아이들은 두 테스트 모두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고,
유혹을 모두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으며, 어느 한 테스트는 이겨내고 다른 테스트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가인 Bandura(1986)는 특수한 도덕적 반응들이나 습관들이 나름대로
직접적인 교수나 관찰 학습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도덕성의 특수성을 옹호한
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실험에 있어서 학생이 금지된 규칙을 위반하여 벌을 받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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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칙을 준수하여 보상을 받았고, 또한 사전에 정직한 모델을 목격하여 정직한 행
동을 하도록 강화되어 왔다면 위에서 직면한 두 가지 테스트에서 유혹에 잘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도덕적 습관들 중 어느 한 가지만 형성되었다면 일관
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언어적인 교훈에 순응하기
는 하지만 정직하지 않다면 테스트에서 일관된 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도덕성의 일반성을 일부 옹호했던 Shaffer(1994)도 역시 도덕성이 결코 안
정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상황을 통틀어 일관된 도덕적 인격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부정행위, 거짓말, 다른 도덕 규범을 어기려는 사람
의 의지는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적 요소로는 규칙
을 위반함으로써 얻게되는 이익의 중요성이라든지 혹은 위반 행동을 통해 또래들로부
터 받게되는 돋보이는 영웅심들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성
인의 도덕성이 모든 상황에서 완전하게 일관될 것 같지 않다는 말이다.

2. 인지적 사회학습 이론
고전적 사회학습이론은 관찰된 사건을 뒤따르는 행동반응과 관계를 지우는 경험적
법칙을 만들어 내는 데 그 중점을 두어왔다. 이 이론에 의하면 부모, 형제 자매, 교사,
또래들이 도덕적 규범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천한 후, 이들의 행동을 관찰한 학
생이나 자녀들이 동일한 도덕적 규범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
모들이 의식적으로 자녀들에게 훈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도덕적 규범들을 가르치지
만,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행동을 통하여 또한 가르치고 있음을 간과하기 쉽다는 것
이다. 아동들은 존경하는 인물의 언어적인 훈계에 순응하기보다는 모범 인물들의 행
동을 더욱 모방하게 된다. 또한, 모방의 단순한 효과 외에도 도덕적 기준들의 모델링
은 관찰자의 도덕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인간의 사회화에 관한 유용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극
과 반응 및 모방의 과정들을 연결하는 많은 유기체의 특성들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었
다. 이러한 특징들은 상징적이며 언어적인 활동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인성, 신체
적 특성들과 생물학적인 특성들, 신체발달과 심리 발달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사회학습의 결과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점차
인지적 과정의 역할을 인정하게 되었다. 즉, 관찰 대상에 주의 집중하기, 관찰된 내용
을 해석하기, 모범적 행동을 기억하기, 성역할에 맞게 선별적으로 모방하기, 의미의

- 252 -

연결을 통하여 다른 상황까지 일반화시키기 등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사회학습과 관
련된 모형들 속에 인지적인 요소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Bandura(1986)는 모든 관찰학습과 모방이 보상과 처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고전
적이고 조작적인 학습 모형을 거부하였다. 그는 사회학습모형의 주요 요소로 주의 과
정, 파지 과정, 운동 재생 과정, 그리고 동기적 과정으로 나누었다. 주의 과정에서는
모범이 되는 행동을 파악하고, 파지 과정에서는 관찰한 내용을 형상이나 언어의 형태
로 기억하게 된다. 운동 재생 과정에서는 인지적으로 재생한 내용을 행동적으로 표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동기적 과정에서는 보상이나 처벌의 효과를 통해 행동을 동기
화 하여 행동으로 표현하게 된다. 학습이론에 있어서 인지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
을 하지만 관찰된 학습이나 모방이 이러한 인지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받는 지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Bandura의 모형은 관찰 학습이 이루
어졌을 경우 모방된 행동에는 관찰자가 사전에 갖고 있었던 행동 목록이 아닌 인지적
으로 새롭게 조직된 행동 반응들로 구성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andura(1986)는 어린 아기들이 모방 행동을 보일 때 인지적인 중재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나이가 든 정상적인 아동들의 경우에는 사회학습에 있어서 인지적인
요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Burton(1984)과 같은 학자도 도덕 규칙
들을 내면화시키는데 인지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아동의 인지 발
달 수준, 특별히 언어발달이 도덕 규범들을 가르치는 훈련 전략들의 효율성을 결정하
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전기 소켓에 손가락을 넣으려는 생후 6개월 된 유아
에게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언어적인 설명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
다. 당연히 ‘안돼! 안돼!’라고 해야 하며 아이를 들어 다른 쪽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전기 소켓의 형태, 부모의 목소리의 톤, 표정 등이 금지된 행동을 하는 데 대
한 처벌과 연관되어 조건화된다.
처벌의 중요한 요소는 두려움이나 근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켜서 조건화
시키는 것이다. 부모들은 아동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신체적인 통제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말로서 훈계해야하며, 민감한 얼굴표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
한, 교사나 부모가 학생이나 자녀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이 도덕적인 이슈와 관련됨
을 설명해 줄 경우, 그들은 아동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인지적인 맥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동이 처한 상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명칭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명칭
은 아동의 발달상 계열성을 가진다. 어떤 명칭은 그 의미가 너무 협소해서 매우 유사
한 상황에만 적용되고, 다른 명칭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단지 개념적으로만 연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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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 매우 다른 상황에까지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가장 낮은 수준에서 누나의 사탕을 가지려고 하는 아이에게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누나의 방)에서 특수한 반응(사탕을 취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나아가 ‘도둑질’이라는 말은 “그러면 안돼” 보다 더 넓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하는 상황에만 적용된다. ‘부정한
행동’이라는 말은 ‘도둑질’보다 넓은 의미로서 경기에서 규칙을 어기거나 시험에서 답
안을 돌리는 것과 같이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더욱 포괄적인 의미인 ‘정직’은
거짓말, 도둑질, 그리고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중요한 명칭은 반드시 상황적인 맥락과
결부되어야 한다. 만약 아이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도덕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인식하
지 못했을 경우에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 상황을 ‘도둑질’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면 이러한 개념은 처벌
과 연계되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게 되며 놀이터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간에 여러 상
황에서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훔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 만약 ‘부정행위’라는 용어
가 사용된다면 그 아이는 여러 경기의 규칙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쳐다보
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직’이라는 넓은 개념이 다양한 상황에 적용된다면 즉
각적인 이익을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요약한다면,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 아동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행동의 동기
로서 자극을 어떻게 주는가에 달려 있는 동시에 아이들이 그 상황을 도덕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들이 사용하는 도덕 추론 과정
은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개념을 사용하
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도덕적 개념 사용을 통하여 과거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부정적 감정의 유발을 통하여 아이들이 비도덕적 행동의 유혹에 저항하도록 이끌 수
있다.

3. 지속적인 도덕 행동을 위한 합리적 이유의 제시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행동에 대해 칭찬을 통한 정적 강화와 처
벌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 특별히 처벌에 있어서 인지적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를 통하여 도덕적 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합리적인 이유 설명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왜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것이 나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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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행동을 반복할 경우 그들이 왜 죄의식 혹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지를 깨닫
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아는 아이들은 앞으로 금지된 행동에
대해 생각할 경우 사전에 겪었던 일반적인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내가 잘못할 경우
죄의식을 느꼈었지, 내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해쳤었지”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내
재적 속성화로 이끌어지게 된다. 나아가 금지된 행동을 억제하고 자신의 ‘성숙하고 책
임감 있는’ 행동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거나 부정적 결과, 예를 들면 “또 그
일을 하면 엉덩이 맞을 줄 알아!”에 초점을 둔 추론만을 접한 경우에는 금지된 행동
을 할 때,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심정적 불편함을 경험하겠지만, 이때의 감정의 유발은
“내가 붙잡혀서 혼나겠지”와 같이 외재적 속성화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경우 아동들
은 어른 앞에서는 도덕 규범에 잘 순응하려고 하지만 어른이 없고 들킬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금지된 행동을 쉽게 하게 된다.
그러므로 발각되거나 처벌의 두려움만으로는 아이들이 외부의 감시가 없을 때에
유혹을 잘 견디도록 설득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진정으로 내면화된 자기 통제를 형
성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한 행동이 잘못되었으며, 그러한 행동을 반복할 경우 왜 죄
의식 혹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지에 대한 적절한 합리적 설명을 포함하는 훈련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자기 절제란 거의 인지적인 통제하에 있는 것이다. 유
혹에 견디는 능력은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 혹은 불편함의 양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의 머리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합리적 설명은 귀납적인 설명으로도 이해 될 수 있다. 즉,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두면서 아동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귀납적 설명은 Piaget이나 Kohlberg
가 강조하는 도덕추론발달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또한 부모가 아동의
도덕 발달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영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Hoffman (1970)은 부모가 사용하는 훈육기법이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 양육에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하였다. 크게 귀
납적 설명을 포함한 세 가지 주요한 접근들이 비교되었다.
첫째는 애정 보류로서, 자녀가 잘못을 행하였을 때 관심, 애정, 혹은 승인을 보류
하여 자녀들로부터 애정의 손실감에 대한 걱정을 유발시키는 경우이다.
둘째는 강한 어조의 훈육으로서 강압적인 언행, 육체적 제약, 체벌, 특권의 보류를
통해 자녀의 행동을 권위로서 통제하는 형태로 자녀들로부터 두려움, 노여움 혹은 원
한을 유발시킬 수 있다.
셋째는 귀납적 설명으로서 자녀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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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조하면서 왜 그러한 행동이 잘못되었고 수정되어야 하는 지를 설명하는 방식으
로서 나아가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
이다.
조사 연구결과 애정의 보류나 강한 어조의 훈육은 자녀들의 도덕적 성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귀납적 설명만이 도덕적 감정, 도덕적 추론, 도덕적 행동의 발달
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Hoffman(1970)은 귀납적 설명이 효과적인 훈육방법이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귀납적 설명은 자녀들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법은 타인 지향적이며 따라서 귀납적 설명을 사
용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타인과의 공감과 역할채택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경
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과 역할채택능력은 성숙한 도덕추론능력의
성장에 기여한다.
둘째, 귀납적 설명을 통하여 부모들은 죄의식이나 수치심과 같은 도덕적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감정은 애정 보류나 강한 어조의 훈육 방식으
로 양육된 아동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적 감정은 자녀들이
탈선하고 싶을 때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내재적 동기화를 강화시킨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러한 행동을 생각하다니 부끄럽다.’ 혹은 ‘내가 원해서 이 유혹을 물리치고 있어’라
는 식의 내면화된 도덕적 통제력을 형성시킨다. 반대로 강한 어조의 훈육과 애정 보
류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애정 철회나 ‘아플 엉덩이’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되어
결국에는 외재적 동기화에 의거해 행동하게끔 한다.
셋째, 귀납적 설명에 의존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유혹에 맞서 행동해야하는 것과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설명하게 된다. 귀납적 설명은 도
덕성의 정의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측면을 잘 드러내며 아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측면들을 통합하게 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도덕적 사회화 방법인 것이다.
처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자칫 바람직하지 못한 다른 효과를 가져 오
게되어 자칫 그 유용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처벌을 받은 아이는
화를 내거나 분개하고, 문제해결에 있어서 강압적이고 반사회적인 해결 방법을 모방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부모나 교사에 대한 반항심으로 혹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
해 탈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벌의 부작용을 축소하고 부모의 권위를 유지
하면서 학생들의 행동 수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합리적 설명 혹은 귀납적
설명이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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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도덕과 교육을 위한 제언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의 관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위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한 아동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인지적 측면의 역할은 10% 정
도 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특별히 도덕과 교육에
서 담당해야 할 부분은 10%에 불과한 인지적 측면을 더욱 강화시켜 주며, 다른 90%
의 환경적, 심리적 요인들을 접목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도덕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정도로 나누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에서 행동적 측면과 동시에 도덕적 추론부분도 강조해
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도덕적인 인간’을 설정하였고,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서론에서 밝혔듯이 기존의 도덕과 교육
이 인지적 측면 중심의 수업을 위주로 진행되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도덕적 행
동을 강조하는 수업을 제7차 교육과정 도덕과에서 강조하고 있다. 도덕교육의 궁극적
인 목적은 도덕적 행동을 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바람직한 도
덕 행동을 강화시키고, 습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도덕교육과 도덕과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그러나 단순한 강화와 습관화만으로는 도덕적 품성을 내면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행동의 연습과 함께 인지적으로 바로 알고 깨닫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도덕적 행동의 일관성이 강화된다고 본다. 위에서 소개한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
설명은 단순한 행동의 강화로부터 일관된 도덕적 행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촉매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학년 ‘바른생활과’에서는 도덕적 행동의 습관화에 치중하여 지도하도
록 되어있다. 저학년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이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행동(인사하기, 몸 깨끗이 하기, 정리 정돈하기 등)의 연습만
강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타당성으로 왜 그러한 행동을 하면 좋은 가
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학생들이 찾도록 하고 이를 이해시킴으로써 단순히 칭찬을 받
기 위해, 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겠다.
둘째, 도덕적 가치 덕목의 학년별 계열화가 요구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
를 들어 ‘정직’의 경우에 ‘거짓말’, ‘도둑질’, ‘부정한 행동’, ‘정직’의 순서로 학생들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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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도록 그 학습 내용과 도덕적 개념을 계열화하여 교수할 때 학생들은 도덕성의
구체적 사례로부터 포괄적 개념화의 단계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다. 제7차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도덕과에서는 20가지의 주요 가치∙덕목을 설정하고 이를 학년
별 수준에 맞게 배열하고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년의 수준에
맞지 않게 배열된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정의’의 개념이 4학년 2학기 ‘공정한
생활’이라는 제재에서 처음 다루어지는 데, 처음부터 ‘차별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정의’ 개념은 그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공정에 있어서 차등의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4학년의 연령은 아직 이른 시기이다. 저학년과 중학년에서는 도덕 개념
의 구체적인 사례적용과 초보적 수준의 개념화로 도덕과 수업을 접근해야 하겠다.
셋째, 도덕과 수업의 차시를 인지, 정의, 행동의 순서로 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다. 도덕적 인지의 변화를 통해 도덕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행동을 통해 인
지적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많은 교사들은 도덕적 지식, 이해, 판단이 도덕적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는 단선적 순서(인지->행동)에 익숙해져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제7차 교육과정 초등 도덕과에서는 한 가지 가치 덕목을 3차시에 학습하도록 되어 있
고, 이를 인지적 측면 중심의 수업, 정의적 측면 중심의 수업, 행동적 측면 중심의 수
업 순으로 학습 순서를 정해 놓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도덕성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거
나 판단하고, 이를 느낀 후에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편협된 견해를 부축
일 수 있다.
위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적 추론은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동시에 도덕적 행동 역시 행동 전에 형성되었던 도덕 추론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도덕과 교육에 적용한다면, 기존에 바람직하지 못한 도덕 추론을 하였
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덕 행동을 경험해 보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고를 도덕적으
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급에서 한 학생을 집단적으로 왕따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의 입장보다는 전체 학생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경향이 많다. 이럴 경우, 교사가 왜 왕따시키는 것이 나쁜 행동인지를 합리
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역할 놀이와 같은 역할 채택의 기회를 제공한 후 합리적인 추
론 수업을 이끌어 학생들의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지적 수업이 행동적
수업 후에 일어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생활지도에 있어서 낮은 처벌 수준을 유지하며 아동의 자기
존중감을 높여 주도록 한다. Festinger(1957)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낮은 처벌
이 취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규칙을 위반하는 유혹을 이겨
냈다면, 그는 자신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식할 것이며 비도덕적 행동으로 얻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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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에 대한 가치를 평가 절하 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성
화 시키게 된다. 그러나, 도덕적 행동의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강할 경우, 즉
학생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매우 높은 위험을 내포하거나 심한 처벌 때
문이었다면, 앞으로 발각될 위험이 적을 경우에 금지된 행동을 할 경향성을 높게 한
다. 그러므로 교사가 강한 통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도덕적인 금
지를 형성시키는데 있어서 처벌의 효과성은 강화시키는 행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
려 있다. 냉정한 교사보다는 온정 있고 사랑하는 교사로부터 받게 되는 처벌이 유혹
을 극복하는데 더욱 효과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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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ral Knowing and Moral Behavior
: focused on the Cognitive-Social Learning Theory

Kim, Hang-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cognition and moral behavior focused on the cognitive-social learning theory.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studies on the relationship.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moral behavior and moral reasoning was .30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Whether moral reasoning in concrete dilemma and moral reasoning in
hypothetical dilemma are related with each other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private or public) of dilemma used.
This study dealt with the controversy of generality and speciality in morality.
The cognitive-social learning approach was introduced to merge the moral
cognition into the social learning theory.
In conclusion, the ways to enhance the consistency of moral cognition and
moral behavior was presented in the area of the elementary moral education.
Firstly, the character education should emphasize moral cognition as well as moral
practice. Secondly, the sequence of moral values should be developed in grade
level. Thirdly, the order in moral teaching composed of moral cognition, moral
affection, and moral behavior has to be reassessed. Lastly, classroom teachers
should use low level of punishment and enhance students'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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