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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윤리적 배려의 범위에 관한 초등학생의 인식: 딜레마 상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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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 Scope of 

Environmental Ethical Consideration: Focused on the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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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환경윤리적 배려에 대한 관점으로 초등학생들이 가진 인식의 기본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에게 익숙한 자연의 종을 조사하고, 그 결과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종들을 묶어서 

동물, 식물, 무생물로 범주화하였다. 둘째,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연의 종에 대한 의식의 존재와 윤리적 배려의 범위를 확인하

기 위한 온라인 방식의 질문을 실행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온라인 질문결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Caldwell의 ‘우주

선 윤리’를 차용한 딜레마 상황을 적용하여 비대면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는 의식(감각)중심이거나 생명(생물)중심의 입장이지만, 무생물에 대해서는 강한 인간중심주의의 측면을 보인다. 둘째, 생

명(생물)중심주의의 입장을 보이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익관심의 측면을 근거로 해당 대상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일부 유정성

의 측면이 나타났지만, 내재적 가치와 다양성 측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환경윤리적 배려의 인식

이 이익관심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더 다양한 가치와 관점으로 환경교육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유정성, 

내재적 가치, 다양성 등의 관점에서도 배려받을 근거가 있다는 측면까지 교육이 된다면 가치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사회과 수업, 

지리수업, 환경수업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환경윤리적 배려, 환경윤리 인식, 유정성, 이익관심, 초등환경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basic trends of percep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erms of environmental ethical consideration. Research methods for this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amined natural species familiar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as a result, the largest number of species were 

grouped into animals, plants, and nonliving things. Second,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question to identify the 

existence of consciousness and the scope of environmental ethical considerations for species of nature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nk. Third, this study conducted a untact interview by applying a dilemma situation 

borrowed from Caldwell's 'spacecraft ethics'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Internet question resul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detai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either conscious 

or life-oriented about animals and plants, but they show strong aspects of human-centeredness about inanimate 

objects. Second, mo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show a life-centered stance give moral status to the target 

based on aspects of interest, and some sentience appeared.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did not show inh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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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교사는 학생들에게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야 해.’, ‘환

경을 보호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 역시 쉽

게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과연 학생들은 환경의 어

느 범위까지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환경이 중요하고 보존, 보전 그리고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쉽

지 않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생

물과 무생물, 자연에 대한 공감, 상상, 관계적 사고 등과 

관계있기 때문이다. 멸종 위기종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고 이러

한 투자는 인간이, 내가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포기

해야 가능한 일이다. 얼음이 녹아 서식지가 사라지는 북

극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관련 환경단체에 기

부하거나 전기나 석유 등 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일이다. 기부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만큼 나의 가용

자원은 줄어들고 나의 욕망 역시 줄여야 한다.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북극곰이 자신의 서

식지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인간이 함부로 그

들의 생태를 인간의 기준으로 바꿀 권리가 없음을, 우리

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생각은 자연에 대한 도덕적 지위를 어디까지 부여하

는지, 어디까지 윤리적 배려를 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

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윤리의 영역에서 볼 때 현상의 모

습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환경윤리란 생

물학의 한 분야인 생태학에 관한 철학(혹은 윤리학)이 

아니라, 생태계 위기, 환경파괴에 직면한 인류가 생명가

치, 자연물의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지향적인 규범설정 및 그 가능성과 타당성을 탐구

하는 윤리학의 한 분야이다. 그러기 위해 기왕의 규범적 

이론과 원칙을 확대하여 동물보호, 자연보호, 환경보호

의 원칙을 세우고, 나아가서 올바른 환경윤리적 의사결

정을 위한 환경윤리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연구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구승회, 2001). 

그러나 사회과교육, 지리교육, 윤리교육에서 다룰 법한 

환경윤리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 다소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과교육과 지

리교육에서 환경윤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는 쟁

점의 성격과 지리적 문해력의 신장과 연관이 된다.

먼저 환경에 대해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과교육

과정이나 지리교육과정 내용이 ‘쟁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쟁점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공통으로 지닌 

요소를 보면 하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한 집단 간의 갈

등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 판단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이며,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이경한, 1997). 즉 쟁점은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가치판단의 문제를 이미 내포하

고 있으며, 쟁점을 다루는 학습은 가치탐구의 단계를 포

함(남상준, 1999)하고 있으므로 가치의 다양성을 수업에

서 얼마나 다루느냐에 따라 쟁점중심수업의 질이 달라

진다. 남상준(1999)은 쟁점수업이 쟁점을 ‘인식’하는 활

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쟁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가치 교육적 목표를 성취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쟁점 관련 자료가 다양한 입장, 신

념, 그리고 가치관을 강조하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남상준(1999)에 따르면 지리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지리적 문해력을 함양하기 위한 지리교육 실천의 핵

심은 가치교육과의 통합에 있다. 지역의 문제･쟁점을 소

value and diversity. It is necessary to present various values and perspectives in elementary environmental education 

becau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the scope of environmental ethical consideration is biased toward 

interests. Furthermore, if there is a reason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sentience, inherent value, and diversity, it can 

be expected to be elementary social studies classes and geography classes, and environmental classes that guarantee 

diversity of values.

Key words: environmental ethical consideration, environmental ethical perception, sentience, interests, elementary 

school environmen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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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한 의사결정학습모형에 입각한 지리교육에서는 가

치판단의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리적 문해력을 

함양하기 위한 지리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과정을 통하기보다는 지식의 탐구와 가치의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를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지니

게 되는 중요성이라고 볼 때, 가치는 그 가치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관계는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의해 수시로 변화 가능해서 차이가 발생

하고 그러한 가치의 차이는 무엇을 인간 행위 규범으로 

볼 것인지, 즉 무엇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환경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당위로 다룰 수 있겠지

만, 그렇게 될 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가치들은 

배제되고 교사의 가치만이 최상의 것으로 답습될 가능

성이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가치의 성격과 관계에 대

해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

고 사회의 가치에 관해 탐구하고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 사회과교육, 지리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며 교육

의 소재가 환경일 경우 환경윤리에 대한 고려가 교육에

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쉽게도 현재의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서 환경문제에 대해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거나 서로 다

른 윤리적 쟁점에 대해 학생들이 깊이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2015 개정 사회

과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개념을 다루

면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인간의 신

념 및 활동은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라는 

일반화된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환경문제의 조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조사,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방식에 대

한 조사활동으로 차시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환경문제

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과 목소리는 생략하고 

환경문제를 일종의 지식으로 환원하여 학생들에게 제공

한다는 문제가 있다. 앞서 남상준(1999)이 지적한 것처

럼 쟁점을 ‘인식’하는 수업에서 더는 나아가고 있지 못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 역시 미흡한 형편이다. 환경윤리 영역

의 경우 진교훈(1999), 구승회(1995), 한면희(1997)를 비롯

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대중적 

연구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환경철학(생태철학)에 

비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는 더욱 찾기 힘든 형편이다. 다

행히 권혜선(2013a, 2013b)의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환경

도덕민감성 발달의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환

경윤리에 대한 연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

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권혜선(2013a)은 초·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환경쟁점을 어떻게 해석

하며 그 속에서 환경도덕민감성이 어떤 변화 경향을 보

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학생들의 연령이 높

아짐에 따라 인간중심적 환경도덕민감성이 생태중심적 

환경도덕민감성으로 확장·통합되는 발달적 경향을 보였

으며 환경도덕민감성의 발달은 생물에 대한 역할패택과 

공감, 생태학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에 대한 윤리적 배려

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연

구로, 보다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초등학생들이 자연에 대해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 배려해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배려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초등학생들의 환

경보호와 실천을 위한 기저 인식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현재 인식을 살

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위

한 구체적인 교육의 방법, 실천원리 등에 대한 유용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

한 윤리적 고려, 도덕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시도한다는 

것은 기존의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탈인간중

심주의, 생태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를 ‘인식’하는 수업에서 좀 더 나아가 구체적인 

맥락 속의 환경문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실천

해보는 환경수업이 이루어지는 기회의 바탕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사회과교육이나 지리교육에서 교사나 교사교

육자 등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배려의 범

위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인식을 알고 수업과 교육과정, 

교사교육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

는 자연에 대한 윤리적 배려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개발과 윤리적 배려에 대해 초등학생이 가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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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기본적인 경향성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차후에 본

격적으로 수행할 “윤리적 배려의 범위에 대한 초등학생

의 인식”을 위한 탐색연구의 차원으로 초등학생들의 자

연에 대한 윤리적 배려의 범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문항 및 인터뷰 가이드 개발과 결과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환경윤리

적 배려는 비교적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이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나 사전지식이 두텁지 못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예비지식을 넓히고, 문제에 익숙해지기 위한 목적

으로 시행하는 탐색연구(채서일, 2010)의 성격이다. 동시

에 본 연구는 추세연구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방법을 바탕으로 이후에 더 

정선된 질문과 인터뷰, 딜레마 상황을 도구로 초등학교 

3～6학년들의 환경윤리적 배려에 대한 인식을 종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윤리적 배려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배려를 할 수 있다 혹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개발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초등학생들은 생물과 무생물의 의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2. 초등학생들은 생물과 무생물에 대해 어느 범위까

지 윤리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3. 환경윤리적 배려의 범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질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환경윤리에 대한 고려

환경윤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자연환경에 관한 

관심과 전통윤리에 대한 반성이 있다.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을 받을 만큼 자연환경의 파괴는 그 정도가 심각하

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해 더는 전통윤리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자각하게 되었다. 전통윤리는 주로 지

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요컨대 동세대 사람들의 인간관

계를 고찰하고 실천하는 것이 주 과제였다. 전통윤리에

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또는 인간과 생물과의 관계

에 대한 고찰 및 실천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각을 토대로 환경윤리는 그 적용 범위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한다. 시간적으로는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관심과 요구까지도 포함하며, 공간

적으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생물, 인간과 생태계 등

의 관계에까지 그 관심의 범위를 넓힌다. 환경윤리는 어

떻게 하면 미래세대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생물 종을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며, 나아가 그 실천적 대안까지도 모색한다

(김일방, 2020). 

구승회(2001)에 따르면 환경윤리학자들은 대체로 인

간중심주의, 의식중심주의, 생명(생물)중심주의, 전체론

이라는 네 가지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들은 ‘도덕적 

주체는 누구인가?’, ‘인간은 자연계의 어디까지 도덕적으

로 배려해야 하는가?’, ‘도덕적 의무가 없는 존재가 권리

를 주장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상

이한 태도로 나타난다(조용개, 2006). 도덕적 배려의 범

그림 1. 인간중심주의의 세 유형(구승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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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른 각각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 구승회(2001)의 

설명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1) 강한 인간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환경윤리는 어떤 환경정책이든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근거 위에서만 평

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자연환경

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환경윤리의 핵심 주

제로 삼는다. 인간만을 도덕적으로 배려할만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인간적 특성에 대해서만 어떤 내재적 가치

를 인정하고 인간 이외의 자연은 ‘비본질적인 가치’만이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익관심(interests1))이라

는 특징을 인간중심적 환경윤리의 도덕적 근거로 삼는 

주장도 있다. 도덕적 근거를 가지는 유일한 존재는 이익

관심을 가지는 존재이고, 이익관심을 갖는 유일한 존재

는 의식을 가진 존재이므로 도덕적 근거를 가지는 존재

는 의식을 지닌 존재뿐이라는 주장으로 나아간다(구승

회, 2001). 

Hargrove는 ‘엄격한 인간중심주의’와 ‘약한 인간중심

주의’로 구분하기도 한다. 엄격한 인간중심주의에서 자

연은 오로지 인간에게 유용한가의 기준에 따라 수단적

으로만 가치가 있고,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김형철 역, 1994). 이 입장에서는 ‘인간중심적’이라

는 말과 ‘도구적’이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 ‘약

한 인간중심주의’는 도덕과 무관한 ‘객관적 내재적 가치’

를 인정하고, ‘인간에 의한 자연의 내재적 가치 평가’도 

수용하고 있다(구승회, 2001). 

2) 의식(지각)중심주의

의식중심주의는 의식을 가진 모든 자연 존재를 도덕

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조용개, 2006). 이 입

장에 의하면 인간, 대부분의 고등동물, 그리고 약간의 

식물이 도덕적으로 배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도덕적 근

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동물보호의 

윤리에서 출발하였다. 이미 동물에게도 인간에 버금가는 

불안, 스트레스, 고통이 있으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통적인 윤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동물의 

유적 구분이 어느 정도 무너진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의식을 가진 동물을 도덕적으로 동등하

게 배려한다고 해서 동물들 간의 배려에 우선순위가 없

는 것은 아니다. Elliot는 개별 동물들에 대한 도덕적 배

려이지, 동물이라는 종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배려하자

는 입장은 아니라고 말한다. 종에 따라 각기 다른 도덕

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는 다분히 임

의적인 요인이 작용하는데, 예를 들면 인간 이외의 의식

을 가진 존재의 이익관심은 인간의 그것에 비해 열등하

다는 생각은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그것은 동물의 이익

관심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자의적인 구분에 의지한

다(구승회, 2001). 

3) 생명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는 생명을 가진 모든 자연 존재에 대해 

도덕적으로 배려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만약 그

렇다면 우리는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숲을 파괴하거나, 

단세포 유기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모든 생명현상의 

파괴는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편

다. 장미를 꺾으면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의 이익관심과는 

상관없이 장미가 본래적으로 그러한 속성을 가졌기 때

문이다. 장미라는 식물은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존재 목

적을 구현하고 있는 한, 장미는 자연의 목적에 알맞게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려는 이익관심을 구현하고 있다

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장미라는 식물은 도덕적으로 

배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주장은 그러므로 

인간의 이익관심과는 상관없이 식물의 이익관심에 대한 

사실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이익관심’은 의식의 

욕구, 선호, 희망을 전제한 ‘이익관심’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X는 환경문제에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과 ‘장미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일에 이익관심이 있

다.’라는 말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앞에 있는 것은 ‘이해

타산’, ‘흥미’를 갖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환경문제가 

X의 대상적 관심이기 때문에 선택적이지만, 후자의 경

우는 장미의 본질적 관심이며, 흥미나 욕구, 선호의 문

제가 아니다. 이처럼 식물이 계속 존속하려는 관심으로

서 ‘이익관심’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의식중심주의

에서 생명중심주의에 대한 도덕적 배려 범위의 확대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식물뿐만 아니라 생물계, 생

태계의 모든 존재가 자신을 존속시키려는 이익관심을 

가진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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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존재는 존재하는 한, 이미 자연 목적에 부합하는 것

이며, 그 자체로서 선이기 때문이다(구승회, 2001). 일반

적으로 생명(생물)중심주의에서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

에 인간과 동물 이외에 식물까지 포함한다. 식물, 조류

(藻類: 주로 수중에서 생활하며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독립 영양 생활을 하는 원생생물의 총칭), 단세포생물 

등을 생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논의해야 한다(김일방, 

2020)는 입장이다. 

4) 전체론

전체론은 생명의 고유한 가치뿐만 아니라, 미, 질서, 

목적론적 조직, 다양성 혹은 오래된 것 등 생명이 없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도 인정한다. 전체론에 의하면 생명

이 없는 자연물도 최소한의 일정한 가치적 특성이 있는 

한, 바로 그런 이유로 인간의 대(對)자연 행위에서 도덕

적으로 고려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체론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생물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중

심주의(Physiozentrismus)’와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생태중심적 전체론(ecocentric holism)’이다. 자연중심

주의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소멸해 가는 종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멸종해 가는 종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멸

종이 생물계의 유지라는 목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결

국, 자연중심주의는 자연 생물계를 하나의 개체로 보지

만, 후자는 생태계를 하나의 거대한 복합적인 전체로 본

다. 따라서 자연중심주의는 생물부터 무생물까지 포함

하여 논의를 전개하며 생태중심적 전체론의 경우에는 

생물권 또는 생태계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구

승회, 1997a). 

동물중심의 윤리나 생명중심주의 윤리에서 내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종이 아니라 개별 유기체에 한한

다. 반면 생태중심적 전체론, 특히 Callicott가 취하고 있

는 ‘전체론적 환경윤리’는 개체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생

물권 또는 생물권을 구성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이 거대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

간, 동물, 식물, 바위 등의 개체들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 

들지 않는 것이다. 바다, 호수, 산, 숲, 습지대와 같은 생

태계라는 생명을 갖지 못한 존재가 개개의 동물보다 더 

중한 가치를 갖는다는 Callicott의 이러한 주장은 생태계

에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며, 생태계 전체의 보호를 ‘대

지 윤리’로서 주장하는 생태계중심주의의 입장에 서 있

음을 말해주고 있다(김일방, 2020).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지위의 범위에 대한 서로 다른 

네 가지 입장을 기본 분석 틀로 하여 윤리적 배려 범위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질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하였

다. 먼저 이러한 네 가지 입장을 고려하여 질문의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해당 답변의 빈도수를 산출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강한 인간중심주의, 의식(감각)중심주의, 생명(생

물)중심주의, 전체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 도덕적 지위

도덕적 지위 혹은 도덕적 고려 가능성(moral standing 

or moral considerability)이란 ‘어떤 것들이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하는가’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것이다. 어

떤 대상이 합리적인 도덕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는 유

형의 존재라면 도덕적 지위를 갖거나 도덕적으로 고려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다(김명식･김완구 역, 2017). 

서양적 전통에서 대부분 철학자에게는 인간이, 그것도 

오로지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일찍이 어떤 철

학자도 다른 존재들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문

제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고, 고려했더라도 대부분은 자

연 대상들에 대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했다. 20세기 후반

에 몇몇 철학자들은 점차적으로 인간이 자연계에 대해 

직접적인 윤리적 책임, 즉 인간에게 미치는 결과에 의존

하지 않는 책임을 갖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환은 인간 중심적 윤리이론에서 탈인간중심적 윤리이

론으로의 전환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김명식･김완구 

역, 2017).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중심주의와 비인간중심주의

(의식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전체론)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내재적 가치’ 또는 ‘권리’를 어떤 존재에까지 

부여하느냐 하는 것이다. 인간중심주의 입장에서는 고

유한 가치나 권리를 오로지 인간에게만 적용 가능한 것

으로 간주하는 반면, 비인간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은 물

론 동물, 식물, 생태계 등에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일방, 2020). ‘내재적 가치’나 ‘권리’가 

이러한 네 가지 입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이유는 

인간 이외의 존재에 내재적 가치나 권리가 부여될 때, 

그들 존재 또한 인간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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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환경윤리는 인간의 이익관심(interests)과는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가능

하다(구승회, 2001). 미래 인류의 생명이 가치 있는 것이

고, 그들의 이익관심을 배려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한

다면, 거기에 부수되는 다른 종과 무생물에 대해서도 배

려해야 할 것이다(구승회, 1997a). 어떤 생명체(혹은 무

생물)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말은 그 자체로서 ‘도

덕적 권리의 주체’라는 말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배려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이다. 어떤 존재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권리는 없지만, 도덕적 근거를 가지며, 그래

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도덕적 지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 인간중심주의적인 

윤리적 개념들을 탈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수한 자

연대상물 중에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가? 환경윤리학자

들은 ‘유정성’, ‘이익관심(interests, 이해관계)’, ‘내재적 가

치’, ‘다양성’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구승회, 1997b).

1) 유정성(有情性, sentience)

유정성이란 감각-지각-의식을 합친 말로, 이런 능력을 

갖춘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유정성을 가진 고등동물들은 그들이 누리는 

쾌락이 인간의 그것과 다르고, 행위에 대한 책임의 범위

가 다르며, 인간과 비교하면 저급한 선･악의 가치를 지

니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배려

의 근거를 가지며, 따라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말해

야 한다. 유정성이라는 기준은 일차적으로는 합리성, 자

율성, 준법성이 고려되고, 2차로 고통, 슬픔, 기쁨, 공포

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도덕적 지위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환경윤리학자들

은 그것이 모든 생명양식에 필수적인 조건이라서가 아

니라,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이기 때문이라고 주장

한다. 예를 들어 ‘돌고래를 함부로 대우하지 마라.’의 도

덕적 충고는 단순히 돌고래가 탁월한 의사소통능력과 

감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정성을 내재적 가치로써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는 

유정성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이다. 엄격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 소수의 유정적인 종들(고등동물)에

게만 해당할 것이지만,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 자아의식

은 없지만 높은 수준의 감각-지각이 있는 존재에까지 확

대 적용한다면 조류, 어류, 양서류가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저급한 수준의 감각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

서 나름의 고통과 쾌락을 지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면 곤충이나 하등동물도 포함될 것이다. 유정성이라는 

기준은 강한 인간중심주의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환경윤

리학자가 받아들이고 있다(구승회, 1997b). 

2) 이익관심(이해관계, interests)

유정성의 기준으로는 식물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생명(생물)중심주의자들은 ‘이익관심’에 주

목한다. 이익관심은 도덕적 지위의 근거로 볼 경우, ‘식

물이 도덕적 근거를 갖는다.’라고 말하려면 우선 식물이 

이익관심을 가진 존재라야 한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

익관심이라는 말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타산적으로 

관심을 두는 의식적 태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

럼 이익관심은 의식활동의 산물인데, 식물이 그런 활동

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생명(생물)중심주의자들은 이

익관심을 ‘내재적 선을 가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확대하

여 해석한다. Feinberg는 (이익관심을) ‘성장과 자기충족

에 대한 지향성과 잠재적인 성향’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식물이 이익관심을 가진다고 주장한다(구승회, 2001). 

‘의욕적 삶’, 즉 ‘의식적인 희망, 욕구, 바람, 충동이나 자

극, 무의식적 충동, 목표 또는 목적, 잠재적인 성향, 성장

의 방향, 자연적 성취’를 가진 것들이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다(김명식･김완구 역, 2017). Attfield는 ‘이익관심’이

라는 개념을 더 넓게 적용함으로써 나무의 이익관심은 

목적이나 욕망을 가지지 않더라도 내재적 선을 갖추는 

것만으로 이미 이익관심이 된다고 본다. 이리하여 유정

성이 아니라, 식물이 ‘내재적 선(good in its own)’을 실

현하고 있는 한, 그것은 이익관심을 갖는 것으로 되고, 

유정성, 의식, 인지능력이 이익관심의 필요조건이 아니

며, 그것과 비교하면 도덕적으로 더 중요하더라도, ‘도덕

적으로 고려될만하며(morally considerable)’, 따라서 도덕

적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될 수 있다. 유정성 기준은 ‘쾌

락’을 판단기준으로 보는 데 반해, 이익관심은 ‘선’을 기

준으로 삼는다. 이 입장에 따르면 식물이 의식이 없지

만, 그 자체로서 선 또는 가치를 가지며, 그래서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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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해서 ‘권리를 가진 도덕적 주체’로 보는 것은 아니다(구

승회, 1997b). 

3) 내재적 가치(intrinsic or inherent value2))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거나 인정되는 가치로, 

한 대상이 본래적으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그 자신의 선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 좋은 

것이 외부의 요인이나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하

는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것이지, 단순

히 그것의 용도 때문에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

한 것들의 가치는 그것들에 본래적인 것이다. Regan은 

권리에 기초한 동물옹호론을 주장하면서 Singer의 주장

은 동물들이 소유하고 있는 본래적인 윤리적 가치를 부

정함으로써 그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고유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그 밖의 어느 누군가의 

이해관계, 필요, 용도 등과 무관한 독립된 가치를 갖는

다는 의미이다. 고유의 가치는 그 자체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는 도구적 가치

라고 하는 것, 즉 한 사물의 가치가 그것이 다른 것에 

의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 혹은 그것이 다

른 것에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가치와 대조된다. 고유의 가치를 갖는 대상은 단순히 어

떤 다른 목적에 대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다(김명식･김완구 역, 2017).

4) 다양성

다양성이 좋다는 근거는 그것이 인간을 포함하여 의

식을 가진 존재에게 즐거움, 풍요 등의 이익을 가져다주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성은 가치를 가지며, 모든 

종은 단순히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지위를 갖

는다는 주장이다. 다양성을 도덕적 지위의 근거로 제시

하는 입장은 다양성을 주는 각각의 종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주장(생물중심주의와 자연중심주의)과 생물-생

태계 전체가 그렇다는 주장(생태계 전체론)으로 나누어

진다. 생태계 전체론에 의하면 강과 바다, 숲과 바위가 

내재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환경문제가 심각하며, 인간

이 뭔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자각은 어떤 ‘자연 도덕

적 표준’을 세울 것이며, 인간을 제외한 자연계에 대하

여 어디까지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든

다. (이에 대해) 환경윤리학자들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의식, 이익관심, 생명, 생태계의 완전성, 안정

성, 아름다움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것이 앞에

서 나누어 본 환경윤리의 네 가지 입장을 선택하는 기

준이 된다(구승회, 1997b).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자연에 대한 윤리적 배

려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방법의 1단계는 학생들의 윤리적 배려의 범

위를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특정 생물, 

무생물의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들은 학생들

의 이해를 돕고 연구의 편의를 위해 이 목록을 ‘자연의 

종’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자연의 종을 조사하고, 그 결과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종들을 묶어서 그것을 동물, 식물, 무생물(경관 포함)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자연의 종에게 

윤리적 배려를 한다는 의미가 그 종들에 대한 경험이나 

배경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의 1단계는 본 질문이 이루어질 초등학교의 3～6학

년 1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총 4개 학급의 남 

56명, 여 53명, 계 10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정된, 본 연구를 위한 자연의 종은 표 1과 같다.

둘째, 연구방법의 2단계는 표 1의 내용을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연의 종에 대한 의식의 존재

와 윤리적 배려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실행하

는 과정이다. 초등학생들에게 제시한 질문지의 내용은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윤리적 배려의 

범위를 강한 인간중심주의, 의식(감각)중심주의, 생명(생

물)중심주의, 전체론3)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적합한 

각각의 <보기>를 설정하여 제시하였으며, 항목에 따라 

자유롭게 답을 할 수 있도록 ‘기타’의 <보기>를 추가 설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

한 답변을 제약할 수 있으나,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경우

의 수를 줄여서 연구결과의 내용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

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질문내용은 <생물과 무생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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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있는 존재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

가?>와 <환경윤리적 배려의 대상과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질문의 방식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 질문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네이버폼’을 활용하여 객관식 및 

단답형 문항을 제작하고 무기명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

였다.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초등학생 3～

6학년 남 423명 여 394명 계 817명(응답인원 599명)을 

대상으로 질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및 응

답인원은 표 2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기도 

○○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재학생들로, 연구대상인 초

등학교는 총 50학급의 대규모 학교이며 도시에 있는 학

교이다.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 정도이며 학

생들의 학습수준은 ‘중상’ 정도이다. 연구방법 2단계를 

위해 작성된 질문지 내용은 표 3과 같다.

셋째, 학생들의 온라인 질문결과의 내용을 구체적으

표 1. 자연의 종

자연

동물 식물 무생물

사

람

호

랑

이

개
돼

지

돌

고

래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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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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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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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금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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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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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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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나

무

소

나

무

무

궁

화

장

미

해

바

라

기

민

들

레

배

추

감

자

끈

끈

이

주

걱

잔

디
해 달 산 들 강 숲

바

다

갯

벌

공

기
흙

바

위

구

름

표 2. 조사대상 및 응답인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남 149 91 82 101 423

여 125 116 73 80 394

총 인원 274 207 155 181 817

응답인원 192 134 143 130 599

응 답 률 70.0% 64.7% 92.3% 71.8% 73.3%

표 3. 질문 목록

의식 있는 존재에 대한 질문
1 다음 중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2 다음 중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윤리적 배려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질문

1 돌고래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2 모기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3 야생화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4 돌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표 4. 인터뷰 가이드의 내용

상황

- 여러분이 우주선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평소에 마음대로 먹고, 게임하고, 동영상 보고하는 

것들을 훨씬 적게 해야 합니다. 

- 여러분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게임이나 영상을 보려면 우주선에 있는 것을 우주로 보내야만 합니다. 

질문 1 - 하고 싶은 것을 굳이 참고 모든 것들과 함께 우주선을 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 어떤 것을 우주선 밖으로 내보내겠습니까?, 그것들을 내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을 다 알고 있는 어떤 신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존재가 지금 여러분의 선택, 

결정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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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기 위해 비대면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Caldwell

의 ‘우주선 윤리’를 차용하여 딜레마 상황을 만들고 반

구조적인 인터뷰 가이드를 제작하여 3～6학년에서 학년

별 3～4명씩 소집단 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로의 

인터뷰 내용이 공유되는 만큼 학생 개인의 인식이 인터

뷰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먼저 서면으로 간

단하게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실

시한 질문조사의 내용을 추가하여 물어보면서 인터뷰 

내용의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질문문항과 인터

뷰 가이드는 저자 3인의 숙의과정을 통해 제작하였다. 

인터뷰 가이드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IV. 분석 결과 

1.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의식 있는 존재4)

1)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학생들에게 앞의 ‘자연의 종’을 무작위로 제시하여 ‘아픔

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해 모두 표

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감각, 지각능력이 있는 존재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환경윤리에 대한 학생

들의 입장과 도덕적 배려의 근거(주로 유정성)와 연관되는 

항목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은 그림 2와 같다.

초등학생들은 포유류에서 곤충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동물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식물

에 대해서는 동물에 비해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경향이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예

외(산, 숲)를 제외하고 대체로 무생물에 대해 학생들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학년별로 보면, 3학년에서 동물, 식물, 무생물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4, 5, 6

학년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들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동물은 83.1%, 식물은 

41.8%, 무생물은 21.8%로 나타났다.

인터뷰에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구분기준을 물어보

니 학생들은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을 기준

으로 답하였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과 의

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장한다는 의미였

다. 동물과 식물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

낄 수 있지만, 무생물은 살아있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기가 아픔을 느낀다

고 답한 학생도 일부 있었다. 

공기도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

가 마스크 끼는 것처럼 공기도 안 좋을 것 같아요. 

(6학년 JS학생)

공기는 나무한테 만들어지니까 나무가 아픔을 느끼듯이 공

기도 아픔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3학년 CS학생)

그리고 식물 중에서 잔디가 상대적으로 아픔을 느끼

는 존재로 다소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림 2.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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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는 우리가 먹는 거니까 아픔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고 

잔디는 못 먹는 거니까 아픔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3학년 OY학생)

잔디는 동물들이 먹으니까 아플 거 같아요. 그리고 축구나 

운동할 때 잔디를 막 밟으니까 아플 거 같아요. 

(5학년 HY학생)

무생물 중에서는 산과 숲이 아픔을 느끼는 존재로 다

소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산과 숲은 동

물과 식물이 함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고, 사람들이 산

이나 숲에서 나무를 베거나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오염

되기 때문에 아픔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에

서 환경수업과 현장체험학습에서 ‘숲이 아파할 수 있어

요’라는 내용을 학습한 경험을 통해 숲도 아파할 수 있

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4학년 학생은 동물, 식

물은 아픔을 느끼는 존재이고, 무생물은 우리가 보지 못

하는 것일뿐,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5학년 학생은 산, 숲, 갯벌이 살아있는 동물, 식

물과 함께 있으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 

안의 모든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구도 살아있는 생

명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동･식물과 일부 무생물(경관)에 대해 학생들이 아픔

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생활습관교육, 인성

교육 차원의 자연보호교육 등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연

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접근할 때, 자연물에 인격을 부

여하여 사람처럼 대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 

1, 2학년에도 일관되게 적용된다. 학생의 인지특성을 반

영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식물을 중심으

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특히 

생활 속에서 자연보호의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는 산, 숲, 

잔디 등에 대해 아픔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으

로 유추해볼 수 있다. 

2)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학생들에게 앞의 ‘자연의 종’을 무작위로 제시하여 ‘생

각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해 모두 표

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고능력이 있는 존재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환경윤리에 대한 학생들

의 입장과 도덕적 배려의 근거(주로 이익관심)와 연관되는 

항목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은 그림 3과 같다.

초등학생들이 동물, 식물, 무생물을 생각하는 존재로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동물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

라고 여기는 경향이 높지만, 식물과 무생물에 대해서는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학년별로 보면. 

동물을 생각하는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높은 학년은 3

학년-5학년-6학년-4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식물과 무생

물을 생각하는 경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에 대한 경향성은 학년별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초등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동물

그림 3. ‘생각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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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76.4%, 식물은 14.6%, 무생물은 9.2%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는 ‘뇌가 있는 것과 뇌가 없는 것’으로 답했다. 학생들에

게 뇌가 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동물은 뇌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지만, 식물과 무생물은 뇌가 없으므

로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것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주로 과학적, 물리적인 측면을 판단근

거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식물과 무생물들은 생각을 못 할 거 같아요. 식물들은 뇌가 없고, 

아프다고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4학년 JJ학생)

동물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꽃이 자기들이 물 먹고 싶

다고 물을 떠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행동

을 해야 하는데 행동을 못 하니까 생각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6학년 KY학생)

반면 학생 중에는 식물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뇌가 없어도 살아있으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3학년 OY학생)

식물들도 물이 없으면 나뭇잎이 내려가고 잎이 떼기도 하

면 갈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일부러 갈색으로 변해서 사람

이 잎을 따라고 표현하는 거 같아요. (3학년 HY학생)

학생들은 무생물 중에서 숲과 산에는 동물과 식물이 

있고, 동물과 식물이 생각을 하므로 그들과 함께 사는 

숲과 산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하는 

동물이 갯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갯벌도 동물과 어떻게 

잘 살 수 있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과학적으로는 진화과정에서 적응

한 메커니즘을 마치 의식 있는 존재가 의도적으로 자신

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처럼 학생들은 저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과학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

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

징을 엿볼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은 ‘아픔을 느낄 수 있

음’, 즉 지각, 감각적인 능력인 유정성의 측면에서는 다

양한 종들에게 폭넓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각할 수 있음’은 이익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

제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정성에 

비해서는 낮았다. 둘째, 학생들이 ‘아픔을 느낄 수 있음’

과 ‘생각할 수 있음’을 종에 따라 구분･적용하는 판단기

준은 나름의 과학적, 물리적 특성이다. ‘살아있다’, ‘뇌가 

있다’라거나 식물의 움직임을 의식적･주체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등의 이전 교육기관이나 학년에서 배웠던 과

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과학적, 물

리적 특성 외에 인성교육이나 생활교육 차원에서 받았

던 환경교육적 접근 또한 학생들의 답변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잔디나 산, 숲 등이 아파한다는 일상생활의 환

경교육 양상은 자연이 살아있으므로 인간이 이를 아껴

주어야 한다는 당위적 접근이 과학적 접근과 더불어 혼

재되어 일종의 낭만적 생태주의처럼 학생들 나름의 판

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질문에서 학생들의 ‘환상적 사고’, ‘물활론

적 사고’ 등과 환경윤리적 인식에 대한 구분의 필요성 

혹은 환상적 사고나 물활론적 사고가 환경윤리적 인식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 혹은 연구는 추가

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발달적으로 물활론적 사

고를 할 시기는 지났지만, 그러한 측면에서의 환경교육

을 장기간 받아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러한 측면이 초

등학생의 환경윤리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윤리적 배려의 존재와 범위

1) 돌고래 쇼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이런 상황

에서 ‘돌고래는 무슨 말을 할까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여러분은 돌고래 쇼를 본 적이 있나요? 바다에 사는 돌고래를 

일부러 잡거나 혹은 우연히 그물에 걸린 돌고래를 데리고 와 

거대한 수족관에 넣고, 사육사가 훈련을 시켜 사람들에게 즐거운 

쇼를 보여줍니다. 이 돌고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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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존재가 윤리적 배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정성과 이익관심, 

내재적 가치를 고려한 <보기>문항을 제작하여 학생들에

게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어 유정성과 이익관심, 내재적 

가치가 인간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감각지각능력이나 쾌나 불쾌를 추구하거나 회

피하려는 요구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선택하는 경우 강한 인간중심주의의 입장

을 견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생들의 답변(표 5)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2) 돌고

래는 느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 정

도는 아니라서 말은 못할 것 같다.’와 ‘3) 돌고래는 이런 

말을 할 것 같다.’ 를 선택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돌고래

가 감각, 지각능력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과 ‘사

고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각각 의식(감각)

중심주의 입장과 생명(생물)중심주의의 입장과 연관지

어 해석할 수 있다. 즉 77.1%의 학생들은 돌고래가 지각

능력이나 사고능력이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임을 추측

할 수 있으며, 이에 의식(감각)중심이나 생명(생물)중심

의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보기 4> ‘기타’는 연구의 질문항목에 드러나는 문제

점을 발견하고, 학생들의 <보기 1, 2, 3> 이외 다른 생

각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또한, 혹시 나타날 수도 있

는 전체론(자연중심주의와 생태중심적 전체론)의 입장

을 포함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입

장인지 추가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빈칸을 마련하였으나, 

유의미한 답을 얻기는 어려웠다. 

위 질문 중 ‘3) 돌고래는 이런 말을 할 것 같다.’에 표

시한 학생들에게만 ‘돌고래가 무슨 말을 할까요?’라는 

서술형 질문을 추가로 하였다(표 6). 이 내용을 윤리적 

배려의 판단근거인 ‘유정성’과 ‘이익관심’, ‘내재적 가치’, 

‘다양성’으로 나누어 중복코딩을 했다. 학생들의 답변에 

두 가지 이상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정성의 경우는 지각이나 감각의 여부로 단순히 ‘아프

다.’, ‘괴롭다.’ 등의 답변을 포함하였고, 이익관심은 ‘나

를 꺼내서 바다로 돌려보내 달라.’와 같이 어떤 ‘의지’, 

‘요구’ 등이 포함된 경우였다. 내재적 가치는 ‘돌고래도 

생명이니 아픔을 느낄 것 같다.’, ‘사람이 안 들리는 초음

파로 살려달라고 할 것 같다.’, ‘생명은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돌고래라는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내용이 나

타난 답변을 포함하였다. 다양성은 다른 존재들과의 관

계 속에서 돌고래의 소중함이나 가치 등을 언급한 경우

로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오직 인간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와 같이 인간만 살 수 없고 같이 살아야 한

표 5. <돌고래 쇼>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보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명) 응답률(%)

1) 돌고래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7   9   2   1 19 3.2

2) 돌고래는 느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서 말은 못할 것 같다. 
 61  46  54  51 212 35.4

3) 돌고래는 이런 말을 할 것 같다(다음 쪽에 직접 적어주세요).  67  59  68  56 250 41.7

4) 기타  57  20  19  22 118 19.7

계 192 134 143 130 599 100

표 6. 돌고래에 대한 도덕적 지위 부여의 근거

명

학년
유정성 이익관심 내재적 가치 다양성 계 코딩불가5) 응답 인원

3학년 19 40 5 1 65 2 67

4학년 14 36 1 0 51 8 59

5학년 19 37 7 0 63 5 68

6학년 15 40 5 0 60 0 56

계 67 153 18 1 239 1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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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돌고래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윤리적 

배려를 해야 하는 근거로 학생들은 ‘이익관심>>유정

성>내재적 가치>다양성’의 순서로 답하였다. 돌고래가 

윤리적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대부

분 생명(생물)중심주의 입장에서 돌고래가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익관심의 관점에

서 돌고래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학생은 돌고래가 윤리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돌고래가 자유라는 이익을 

부여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학대라는 고통은 제거

해주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등을 제시하였다. 

2) 잡히기 직전의 모기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이런 상황

에서 ‘모기는 무슨 말을 할까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내 피를 빨아 먹은 모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모기는 여러분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기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초등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한 결과(표 7), 

‘2)’와 ‘3)’의 답변이 많았다. 이는 앞서 돌고래에 대한 질

문에서와 같은 경향으로 74.5%의 학생들은 모기를 지각

능력이나 사고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학생들은 모기와 같은 하등동물에 대해서도 의

식(감각)중심의 입장과 생명(생물)중심의 입장이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 모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를 선택한 학생들(10.5%)은 지각능력을 포

함한 사고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강한 인간중

심주의의 경향을 보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보기 

4> ‘기타’에는 ‘말을 할 수 있는 모기가 있고, 말을 하지 

못하는 모기가 있다.’, ‘모기는 행동으로 말을 한다.’ 등

의 답변 등이 있었으나, 생태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생태계 자체를 개체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한 

답변은 찾을 수 없었다. 

위 질문 중 ‘3) 모기는 이런 말을 할 것 같다’를 선택

한 학생들에게 ‘모기가 무슨 말을 할까요?’라는 서술형 

질문을 추가로 하였다(표 8). 학생들은 돌고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익관심의 측면이 높았고, 유정성과 내재

적 가치가 일부 나타났을 뿐, 다양성의 관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인 답변을 살펴보면 이익관심의 입장을 보

여준 답변으로는 ‘모기가 사람에게 죽이지 말아달라, 기

왕에 죽일 거라면 고통 없이 한 번에 보내 달라고 말할 

것이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표 7. <잡히기 직전의 모기>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명) 응답률(%)

1) 모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20  20  15   8  63 10.5

2) 모기가 느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서 말은 안할 것 같다. 
 55  41  51  54 201 33.6

3) 모기는 이런 말을 할 것 같다(다음 쪽에 직접 적어주세요).  70  60  62  53 245 40.9

4) 기타  47  13  15  15  90 15.0

계 192 134 143 130 599 100

표 8. 모기에 대한 도덕적 지위 부여의 근거

명

학년
유정성 이익관심 내재적 가치 다양성 계 코딩불가 응답 인원

3학년 1  36 3 0 40 30  70

4학년 0  36 3 0 39 21  60

5학년 2  42 1 0 45 17  62

6학년 2  39 2 0 43 10  53

계 5 153 9 0 167 78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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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인간인 네가 이해해 달라.’ 등이 있었다. 내재적 가치 

측면의 답변은 ‘날 죽이지 말아줘, 나도 너와 같은 생명

이야.’, ‘하찮은 모기라도 생명이야.’ 등이 있었다.

정리하면, 75.5%의 학생들은 모기를 지각능력과 사고

능력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이 중 생명(생물)중심의 

입장을 가진 학생들은 대부분 이익관심의 관점 즉, 모기

가 인간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모기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8에서 유정성 항목이 적게 나온 이유는 질문의 특

성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답변이 주로 모기 입장에

서 ‘흡혈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고 

모기가 얻게 될 아픔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었다. 이 

점으로 미루어볼 때, 질문에서 제시한 상황 자체가 ‘자신

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을 설득해서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모기의 입장’에 학생들이 집중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3) 야생화 채집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학생들에게 야생화에 관해 설명하고 아래와 같은 상

황을 제시하여, 이런 상황에서 ‘야생화는 무슨 말을 할

까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산이나 들에는 꽃집에서는 보기 어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이런 꽃을 야생화라고 합니다.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이나 들에 피어 있는 야생화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화분에 심고 

즐기기도 합니다. 야생화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한 결과, 다른 답변

과 마찬가지로 ‘2)’와 ‘3)’의 답변이 많았다. ‘1)’의 응답을 

한 학생들(25.0%)이 돌고래(3.2%)나 모기(10.5%)의 경우

와 비교할 때 높아졌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야생화에 대해 학생들의 35.4%는 야생화가 감각, 지

각능력은 있는 존재로, 30.4%는 야생화가 사고능력이 

있는 존재로, 각각 의식(감각)중심주의와 생명(생물)중심

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전체 학

생들의 65.8%는 야생화가 지각능력이 있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고등사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5.0%의 학생들은 야생화가 지각능력

과 사고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 강한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타’에는 ‘야생화는 몸짓으로 말을 할 것 같다.’, 

‘자기들의 언어가 있어서 말은 하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

들을 것 같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야생화가 지각능력과 사고능력이 있다고 보는 학생

표 9. <야생화 채집>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보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명) 응답률(%)

1) 야생화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36  35 43 36 150 25.0

2) 야생화가 느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서 말은 안 할 것 같다. 
 64  39 57 52 212 35.4

3) 야생화는 이런 말을 할 것 같다(다음 쪽에 직접 적어주세요).  62  53 35 32 182 30.4

4) 기타  30   7  8 10  55 9.2

계 192 134 143 130 599 100

표 10. 야생화에 대한 도덕적 지위 부여의 근거

명

학년
유정성 이익관심 내재적 가치 다양성 계 코딩불가 응답 인원

3학년  5  36  5 0  46 16  62

4학년  6  30  4 0  40 13  53

5학년  6  32  5 0  43  0  35

6학년  3  23  8 0  34  0  32

계 20 121 22 0 163 29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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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65.8%로 나타난 것은 돌고래 77.1%, 모기 74.5%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답변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같았다. 즉, 생명(생물)중심적 

입장을 가진 학생들은 돌고래, 모기, 야생화를 큰 틀에

서는 비슷한 선상에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에서 ‘3) 야생화는 이런 말을 할 것 같다’라고 표

시한 학생들에게 ‘야생화가 무슨 말을 할까요?’라는 서

술형 질문을 추가로 하였다(표 10). 학생들은 대부분 이

익관심의 측면에서 야생화가 사람에게 요구나 부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일부 유정

성과 내재적 가치를 언급한 학생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

성의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익관심의 측면을 보인 

학생들은 대부분 ‘나는 다른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 

그냥 내버려 둬.’, ‘나를 꺾으면 아프니까 꺾지 말아줘.’, ‘ 

건드리지 마.’ 등의 답을 했다.

학생들은 대체로 야생화에 대해서 지각능력, 사고능

력을 가진 존재라고 보고 있고, 윤리적 배려를 해야 한

다면 그 이유는 이익관심의 측면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수석 수집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이런 상황

에서 ‘돌은 무슨 말을 할까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산이나 강가, 바닷가에는 아픔다운 모양의 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을 가져와서 집안을 장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돌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학생들의 답을 분석한 결과, 돌에 대해 학생들의 

53.6%는 지각능력과 사고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었다. 

19.7%는 지각능력은 있다, 19.5%는 사고능력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차례대로 강한 인간중심주의, 의

식(감각)중심주의, 생명(생물)중심주의와 연관지어 생각

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돌고래, 모기, 야생화에 대해서는 ‘2)’와 ‘3)’

의 답변이 많았던 반면 돌에 대해서는 ‘1)’의 답변이 가

장 많았다. 돌고래, 모기, 야생화는 아픔을 느끼지만, 돌

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 ‘무’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표 11에서 ‘3) 돌은 이런 말을 할 것 같다.’에 표시한 학

생들에게 ‘돌이 무슨 말을 할까요?’라는 서술형 질문을 추

가로 하였다(표 12). 학생들은 이익관심의 측면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전의 질문에서와는 다르게 내재적 가

치를 언급한 학생의 숫자가 다소 높았다. 그리고 유정성

의 답변은 소수로 나타났고, 다양성의 답변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리하면, 53.6%의 학생들은 돌에 대해서 지각능력과 

표 11. <수석 수집>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보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명) 응답률(%)

1) 돌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80 61 89 91 321 53.6

2) 돌이 느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을 정도

는 아니라서 말은 안할 것 같다. 
40 30 29 19 118 19.7

3) 돌은 이런 말을 할 것 같다(다음 쪽에 직접 적어주세요). 51 36 18 12 117 19.5

4) 기타 21 7 7 8 43 7.2

계 192 134 143 130 599 100

표 12. 수석에 대한 도덕적 지위 부여의 근거

명

학년
유정성 이익관심 내재적 가치 다양성 계 코딩불가 응답 인원

3학년 1 26 12 0 39 12 51

4학년 1 28 10 0 39 1 36

5학년 1 14 8 0 23 2 18

6학년 0 11 5 0 16 0 12

계 3 79 35 0 117 1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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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능력이 없는 존재로 보고 있으며, 19.7%의 학생들

은 돌이 지각능력이 있다, 19.5%의 학생들은 돌이 사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각각 강한 인간중

심주의와 의식(감각)중심주의, 생명(생물)중심주의와 연

관지어 볼 수 있다. 돌이 윤리적 배려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19.5%의 학생들은 주로 이익관심의 측

면에서 배려의 근거를 찾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산과 강 등 내가 살던 곳을 좋아하니까, 나를 함부로 움

직이지 마.’와 같은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돌은 말을 못 한다.’라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보아 

무생물은 아픔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 1>의 답

변과 일관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특

별히 유정성이 적게 나온 이유는 질문의 특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다. <돌고래 쇼>나 <잡히기 직전의 모

기>의 질문과는 달리 이번 질문은 돌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돌이 단순히 있던 장소

가 옮겨지는 정도의 변화를 겪기 때문에 감각지각과 연

관하여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돌의 의지(의지가 있다면)와는 상관없

이 장소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사고와 관계

된 이익관심 항목에 답변이 몰렸을 가능성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3. 우주선 딜레마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Caldwell의 우주선 윤리는 Hardin의 구명선 윤리에 내

재된 강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제기되었다. 인

간은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므로 생태계에 

대한 지배와 착취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때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주선 윤리를 차용하여 ‘지구가 하나

의 우주선이라고 가정을 할 때, 우주선 속의 한정된 자

원을 자신의 뜻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동물과 식물, 무

생물 등 다른 존재들과 나누어 가질 것인가’에 대한 질

문을 해 보았다. 대상은 앞의 온라인 질문에 참여한 학

생들로 3～6학년 총 12명(학년별로 남녀 각 2명 총 4명)

이며 인터뷰는 2021년 1월 4일～7일(4일간)에 걸쳐 Zoom

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딜레마 상황을 설정한 이유는 첫째, 이러지도 저러지

도 못하는 극한의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학습한 도

덕적 입장이 아닌 진짜 학생들의 윤리적 배려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 둘째, 온라인 질문지 제작 시 교차검증

을 하거나 판단의 근거를 물어보는 여러 가지 문항을 

많이 넣을 수 없어서6) 딜레마 상황을 통해 학생들의 생

각과 판단의 근거를 심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

를 얻기 위해서였다.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100%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자원을 동물과 식물, 무생물들과 

나누겠다.’라는 것이었다. 하고 싶은 것을 굳이 참고 모

든 것들과 함께 우주선을 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니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답을 하였다. 

동물들을 우주로 내보내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걸 참는 게 나은 거 같아요. (3학년 CS학생)

생명이니까 같이 있을 거 같아요. 얘네들도 살 수 있는 생명이니

까 안에서 보고 싶은 걸 하기에는 같이 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4학년 KS학생)

얘네들을 내쫓으면 다 죽는데,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을 해치는 거잖아요. 무생물을 갖다 버리면 조그마한 

초식동물들이 못살아요. (5학년 HY학생)

저희도 먹을 게 있으려면 다른 것들이 있어야지 생태계가 

유지가 되니까요. (6학년 SB학생)

추가로 신(神)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가정하고, ‘신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은가’는 질문

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

기를 권해보았다. 인터뷰 중 입장이 바뀌는 학생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만든 질문이었는데 입장을 바꾼 학생

들은 없었다. 

너는 생물과 무생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생명을 소중

하게 여기고 있구나. (3학년 CS학생)

저도요. 생명을 버리는 건 아닌 거 같아요. (4학년 KS학생)

어떤 것을 내보내면 화를 내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

도 안 죽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거 같아요. 

(5학년 HY학생)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볼 거 같아요. 자기한테 필요가 

없는 것들은 내보내도 상관없는데 굳이 자신한테 손해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살려고 하는 게 궁금할 거 같아요. 

(6학년 SB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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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터뷰 내용대로라면 학생들은 생명(생물)중심주

의인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의식(감각)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너무 빨리, 당

연하게 동･식물과 무생물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이야기

를 하는 것에 다소 의문이 들었다. 환경을 이렇게 소중

하게 생각을 해 준다니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이것이 당

위적인 환경보호교육이나 학생들의 착한 심성으로 인한 

결과는 아닌가 하는 생각 역시 동시에 들었다. 아울러 

질문 자체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딜레마 상황이 아니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우주선’이라는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장소를 제시함으로써 감정이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한

다.’는 반대 상황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느껴져 그 반대로 (도덕적으로) 옳은 상황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다른 존재들을 배려한다.’라는 것

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추후 연구

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감정이입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거나 오히려 개방형 문제를 만들어 학생

들의 자유로운 답변 속에서 환경윤리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를 읽어낼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정리

첫째, 초등학생들이 돌고래, 모기, 야생화, 수석 등의 

대상에 따라 환경윤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살

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돌고래와 모기, 야생화에 

대해서는 의식(감각)중심주의와 생명(생물)중심주의가 대

부분의 입장이었다. 수석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

인데, 강한 인간중심주의의 측면을 많이 보였다. 즉, 학

생들은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는 의식(감각)중심이거나 

생명(생물)중심의 입장이지만 무생물에 대해서는 강한 

인간중심주의의 측면을 보인다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생명(생물)중심주의의 입장을 보이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익관심의 측면을 근거로 해당 대상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었다. 유정성과 내재적 가치의 측면

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다

양성 측면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들의 생각은 대

부분 어떤 쾌나 불쾌를 유지 혹은 제거해 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이익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인간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는 질문의 형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질문의 형식

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주로 해당 존재들이 인간에게 요

구하거나 부탁하는 형식의 답변을 생각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항목에 비하여 이익관심의 측면에 

특별히 높았다는 것은 학생들이 유정성을 전제한 상태

에서 생각하거나(Singer의 입장), 존재에게 어떤 해가 되

는 상황에서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Feinberg의 입장) 존재의 쾌/불쾌를 밝혀 요구/부탁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 과정에서 이에 대해 조금 더 물어보았으나, 

학생들이 이에 대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내기가 어려웠다. 

셋째, 유정성을 근거로 윤리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돌고래>>모기>야생화>수석’의 순서로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질문 1>.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질문 2>. 생각할 수 있는 존재에서 나타난 인식의 경

향성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동물의 경우 인간과 유사한 

정도의 존재(아픔을 느끼는 존재, 생각할 수 있는 존재)

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식물과 무생물의 경우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존재로 보고 있었다. 수석에서 

유정성이 낮았던 이유는 질문에서 돌이 아픔을 느낄만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내재적 가치를 언급한 학생들은 ‘그 자체로 소

중하다.’는 표현을 주로 썼는데, 서로 다른 학생들이 같

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학습하는 

인성, 즉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라는 교육적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입장을 당위적인 배려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생명(생물)중심주의적인 입장이

어서 그렇게 답한 것인지는 다소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역시 인터뷰 과정에서 이에 대해 구분해보고자 하였으

나, 어려움이 있었다. 가치에 대한 분석이나 비판적 접

근보다는 당위적 가치를 정해 놓고 그것을 답습하는 방

식의 교육이 만든 결과일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재적 가치 자체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데 한

계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3, 4학년의 초등학생에게 당

위가 아닌 그 밖의 어떤 식으로 내재적 가치에 대해 접

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점은 내재적 가

치에 대한 정형화된 대답을 해석하는 측면에서 심사숙

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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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지위의 근거로 유정성, 이익관

심, 내재적 가치, 다양성의 4가지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답변을 4가지 항목에 따라 중복으로 코딩하였다. Singer

의 경우 유정성이 있어야 이익관심(이해관계)을 가진다

고 보고 있으나(김성한 역, 2012), Feinberg와 같은 생명

(생물)중심주의자의 경우 이익관심을 다소 다르게 해석

하고 있어 유정성은 의식, 지각, 감각의 여부로, 이익관

심은 (말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자신의 권리나 의

지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는지를 조작적으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환경윤리학자들의 유정성과 

이익관심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유정성과 이익

관심을 도덕적 지위를 갖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론(김명식･김완구, 2017)도 존재하는 만큼 유정

성과 이익관심을 학생들의 답변과 연관시킬 수 있는 보

다 정교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유정성, 이익관심, 다양성, 내재적 가치의 기준들을 

다루어야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관점들이 인간중심주의

적인 관점을 벗어나게 해 주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들

이기 때문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윤리적 배려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과 이

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윤리적 배려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에 대한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동물>식물>무생물’의 순서로 윤리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픔을 느끼는 존

재는 ‘동물>식물>무생물’의 순서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동물>>식물>무생물’의 순서로 인식하고 있었

으며, 이는 돌고래와 모기, 야생화, 수석 등의 구체적인 

존재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학생들은 

‘돌고래≒모기>야생화>돌’의 순서로 배려를 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는 의식(감

각)중심주의거나 생명(생물)중심주의의 입장인 학생들

이, 무생물에 대해서는 강한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인 학

생들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윤리적 배려의 근거로 ‘이익관심>유

정성>내재적 가치>다양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

은 대상과 관계없이 거의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의 원인으로는 일상생활에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배

려의 근거를 찾고 있다는 점, 질문이 가진 한계로 파악

되었다. 내재적 가치와 다양성은 이익관심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는 점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환경윤리적 배려의 범위에 대한 초등학생

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는 추세연구의 첫 발걸음이

자 보다 타당한 질문과 딜레마 상황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연구의 성격이다. 이에 추세연구와 탐색연구

의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추세연구의 첫 

발걸음으로서 약 600여 명의 3～6학년 초등학생들을 대

상으로 조사한 환경윤리적 배려의 범위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계의 원리를 적용한 환경교육, 환경윤리교

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환경윤리적 배려에 

대한 태도는 그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동물과 식물

에 대해서는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아픔을 느끼지 않거나 동물과 식물의 의사를 존

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그러나 무생물에 대해서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생

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은 매우 낮게 나타났

다. 이러한 입장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하기보다

는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해야 생각하는 이분법적 태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물과 무생물이 어우러진 

생태계 중심의 환경윤리적 접근을 위해서는 사회과교육

이나 지리교육에서 ‘경관’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경관은 자연

환경과 인문환경을 두루 포함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 ‘Landscape’가 아닌 독일어 ‘Landschaft’로서의 

경관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Landschaft’는 영

어의 ‘region’과 ‘landscape’를 다 포함하는 말로(권정화, 

2005) 생활지리적 접근이나 사적지리, 장소기반학습, 지

역화 등 학생들이 터 해 있는 장소나 경관을 기반으로 환

경교육에 접근하는 것은 생물과 무생물, 환경과 인간 등

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조화와 관계, 상호작용과 

균형, 순환과 공존, 상생 등의 생태계의 원리로 다루어지

는 환경교육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생활습관교육이나 당위적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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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가치 탐구적, 비판적 환경교육에의 접근이 필요

하다. 우주선 딜레마 상황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히 동물과 식물, 무생물들을 품는 너그러

운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딜레마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대

답한 것과 같은 행동을 선택할지는 다소 의문이 들었다. 

감정이입을 하지 못한 딜레마 상황 자체의 문제를 무시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빨리, 너무 당연하게, 고민 없이 

환경보호를 선택했다는 점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학생들

의 답변이 당위나 습관, 학생들의 착한 심성 때문에 나

온 것 같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했다. 물론 당위나 습관

으로 접근하는 환경교육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환경에 대해 물활론

적 접근을 하고 인격을 부여하여 감정이입을 끌어낼 필

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미분화 상태에서 나아가 좀 

더 고등사고능력을 기르고 환경보전이라는 실질적인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가치 탐구적이고 비판적

인 환경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윤리적 배려의 근거가 이익관심에 치우쳐 있다

는 점은 더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환경교육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이익관심이 아니라 동

물과 식물 자체의 이익관심을 근거로 윤리적 배려의 대

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수업상황

에서 볼 때 환경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인간의 이익

관심과 동･식물의 이익관심의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된

다는 것을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

러나 유정성, 내재적 가치, 다양성 등의 관점에서도 배

려받을 근거가 있다는 측면까지 교육이 된다면 가치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사회과 수업, 지리수업, 환경수업이 

될 것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환경교육으로 나

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탐색연구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유정성과 이익관심에 대한 보다 정교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유정성과 이익관심에 대해서는 학자

마다 의견이 다르고, 유정성과 이익관심의 필요충분 관

계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다소 혼란스러

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각이나 지각능력의 여부와 

이익관심에 의한 필요와 요구 등은 환경윤리적 배려에 

있어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초등학

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연

구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 질문지 작성에 있어 기술적인 정교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적인 무료 사이트를 이용

한 관계로 고급 설정 없이, 질문지에 단서를 다는 수준

에서 답변이 가능한 대상을 지정하였다. ‘3번을 선택한 

학생만 쓰세요.’와 같은 형식이었는데, 글을 꼼꼼하게 읽

지 않는 학생들이 있고 교사의 해석이나 해설 등의 도

움을 즉각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소의 한

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야 답변의 적절성과 신뢰성

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보다 감정이입할 수 있는 딜레마 상

황의 개발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

러지도 못하는 상황, 깊이 고민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

서의 딜레마 상황은 막상 학생들에게는 크게 고민할 거

리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였다. 딜레마를 제시하는 이유

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 학생들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진짜 배려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우주선이라는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장소가 

배경이 되면서 감정이입의 첫 단추를 놓친 느낌이었다. 

반대로 오히려 개방적인 방식으로 질문하여 학생들의 

답변에서 일관성을 찾아내어 내면에 숨어있는 환경윤리

적 입장에 대해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환상

적 사고나 물활론적 사고의 경향, 인습적 생각, 윤리에 

대한 당위적 태도 등이 학생들의 답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혹은 학생들의 답변에서 그러한 측면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나 질문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이루진 것으로 전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의 환경윤리적 배려에 대한 인식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향후 다양한 지역에서의 반복적

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주

1) 구승회(1997a)는 이익관심을 독일어 ‘interesse’로 표기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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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학자들의 표기와 통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영어 

‘interests’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2) 김명식･김완구(2017)는 데자르뎅(2013)의 책을 번역하면서 리

건의 ‘inherent value’, ‘inherent worth’를 기존의 ‘내재적 가치’에

서 ‘고유의 가치’로, ‘intrinsic value’는 기존의 ‘목적적 가치’를 

‘본래적 가치’로 수정, 번역하였다. 본 고에서는 용어의 통일

을 위해 기존의 ‘내재적 가치’를 사용하였다.

3) 다만 학자들의 논의와는 별개로 전체론의 입장에 대해서는 초

등학생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다소 어렵고 이해를 위해 불필

요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래서 <4) 기타> 와 

같은 열린 답안을 두고 전체론에 해당하는 답변이 있을 때 해당

하는 내용에 대해 분석하기로 하였다. 추후 전체론에 대한 초등

학생 수준의 설명과 관련 질문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4) 의식에 대한 정의 자체가 어렵고 본 연구가 의식에 관한 연구

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포괄하는 상황을 ‘의식이 있다는 것’으로 상정하고 자

연의 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경향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5) 학생들의 답변 중 ‘아~~’, ‘나 좀!!!’과 같이 어떤 감정을 표현했

으나,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억지로 코

드를 부여하기 보다는 코딩불가항목으로 포함시켰다. 향후 

학생들의 이러한 답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6) 연구를 진행하던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갑자기 격상되어 온라

인 설문과 비대면 면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온

라인 질문지의 질문 개수를 대폭 줄여야 했고, 원래는 모든 학

생들에게 질문을 할 예정이었던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도(추

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부 학생을 대상으

로 한 비대면 면담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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