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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좋은 도덕 수업이란 무엇인가’와 ‘좋은 도덕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인가’라는 도덕과 교육에서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

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 두 가지

질문 중 전자에 대한 대답으로 도덕과 교육에서 견지하고 있는 통합적인

관점을 전제한 후, 후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탐색하기 위하여 테크놀

로지와 매체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좀 더 구체적

으로 본 연구는 도덕 수업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

하여 테크놀로지와 매체를 수업에 어떤 방식으로 통합해야하는지, 더 나

아가 도덕 수업에 활용할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

지 그 방향과 절차를 교육공학적인 측면에서 탐색하는데 주된 관심을 두

고 있다.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정의는 교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생각하는 도덕과에서의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들이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그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과 방법 그리고 평가 등의 요소를 고

려하면서 설계된 도덕 수업 내․외의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인적 자원, 공학적 자원, 시설 자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는 과정이 한정된 의미에서 도덕 수업을 위한

‘교수체제’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내포한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최근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TPACK(Technologocal,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즉 ‘테크

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이라는 개념에 의해 지지된다. TPACK은 ‘테

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하여 최적의 수업을 유연하게 탐색해 나가는 교사

의 전문적인 능력’을 의미하는데, TPACK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테

크놀로지·매체를 각 교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과 방법에 일치하는 방향

으로 활용할 때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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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CK을 기반으로 도덕 심리학 이론과 교육공학 이론을 참고하면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모습, 즉 도덕

과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리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수업 내용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히 확인하고, 그것들을 자극할

수 있게끔 설계(혹은 활용)되어야 한다. 도덕적 행동의 산출에 관련된 최

근 도덕 심리학 분야의 동향과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발달시켜야할 도덕성 요소 혹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목

적은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행력’을

기준으로 규정(혹은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교수학습 자료가 갖추어야할 하위 목표는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행력과 관련된 ‘윤리적 기술’ 혹은 ‘도덕

적 역량’들과 일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각의 기술들은 그것들이 정교

화 되어가는 ‘일련의 절차’(예시와 기회에 전념, 사실과 기술에 집중, 절

차 연습, 지식과 절차를 통합)를 고려하면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수업 내용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방

식, 즉 (교실 내․외, 수업 전․후의) 교수학습 활동 방식(도덕과 교수학

습 모형과 수업전략)을 반영하여 그 기능이 설계되어야 하되,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학습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따라 가

르치고자 하는 목표와 성취해야할 결과를 명확히 하는 교과 교육의 특징

으로 미루어볼 때,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가 구현해야할 기능은 도덕과의

성격을 반영한 수행(이해, 탐구, 성찰)과 내용(사례와 경험, 개념과 사실,

절차와 계획, 문제와 실행)의 형태를 기준으로 학습 유형을 명확히 결정

하고, 그 유형에 가장 적합하도록 최적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학습 양식을 반영하여 교수학습 자료가 담게 될 내용과 세

부기능을 정교하게 조정해나가야 한다.

셋째, 내용과 방법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와 매체는 가능하다면 그 개

입 수준을 높이고 다매체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나, 자료의 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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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높은 기술 수준의 교수학습 자료는 수

업의 매력성을 크게 끌어올리며 효과성까지 상승시킬 개연성을 높여준

다. 하지만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라는 것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노동집약적인 작업이라, 매 차시 마다 높은 기술 수준의 자료를 개발하

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가용한 자원을 고려해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자료를 개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위의 세 가지 일반적인 설계 원리가 일

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①‘준비와 계획 단계’, ②‘자료의 기능설계와 개발 단계’, ③‘평가와 수정

단계’와 같은 교수설계의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되, 처음부터 완벽한 자료

를 개발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수업을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발하고 반복적으로

재사용하여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자료의 개발

과 실행, 공유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완성된 자료의 특징과 운영방법 등

을 설명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면 더욱 좋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설계의 원리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도덕과 교수학

습 자료 설계 모형’을 제안하고 그 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안

한 모형은 도덕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윤리적 기술들 혹은

도덕적 역량을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목표로 취급한다. 이것은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활용의 근본적인 이유를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고 유지하

는데 필요한 윤리적 기술이나 도덕적 역량의 측면에서 찾으려는 의도이

다. 또한 제한된 도덕 수업 시간에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각 기술들을 수행과 내용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자료가 갖추어야 할 기능들을 최대한 상세화한 후 꼭 필요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최적화시키는 과정을 제공한다.

이 모형의 전체적인 모습은 기본적으로 선형 구조(ADDIE 구조)를 띠

고 있어,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과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면서 교수

학습 자료의 목적과 목표, 학습유형, 테크놀로지․매체를 일관성 있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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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키도록 유도한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순환적인 구조를 갖추어, 교수

학습 자료를 설계하는 작업이 문제점은 보수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는 유

지 및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초에 프로토타입의 형태로 신속하게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가 동일한

학습 유형의 수업에 재사용되고 재평가되면서 점차 완벽한 자료로 발전

해나가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모형의 현장 활용도와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

하여 일종의 설계 워크시트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매뉴얼’을 제

작하여 <부록>에 첨부하였다. 이 매뉴얼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점검하게 함

으로써, 교사로 하여금 도덕 교과의 성격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교수학습

자료의 목표와 학습 유형, 테크놀로지․매체를 일관성 있게 다루도록 유

도한다.

교사는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의 각 단계(혹은 매뉴얼의 각

단계)를 밟아감으로써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하여 도덕과의 내용에 적

합한 ‘주제 특수적 표상’과 도덕과의 방법에 적합한 ‘교과 특수적 활동’,

‘주제 특수적 활동’들을 조직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특징(도덕성 수

준, 학습 동기와 양식)을 토대로 교수학습 자료가 담게 될 내용과 기능

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여, 그들을 도덕 수업의 활동에 안정적이고 지

속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에 따라 설계된 교수학습 자료는

도덕 수업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

다. 뿐만 아니라 모형에 따라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해본 경험의 누적은

종국적으로 교사의 도덕과 TPACK을 형성시켜, 보다 나은 도덕 수업 혹

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

주요어 :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TPACK, 4구성요소 모형, 통합적 윤

리교육 모형, 미시적 교수설계, ASSURE 모형

학 번 : 2012-3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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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도덕 수업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하

여 진보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매체(media)를 수업에 어떤 방식

으로 통합․운영해야하는지, 특히 수업에 활용할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learning-instructional material)를 어떻게 설계(design)1)해야 하는지 그 방

법과 절차를 교육공학적인 측면에서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좀 더 구

체적으로 이 연구는 ‘좋은 도덕 수업이란 무엇인가’와 ‘좋은 도덕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도덕과

교육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 두 가지 질문

중 전자에 대한 대답으로 도덕과 교육에서 견지하고 있는 통합적인 관

점2)을 전제한 후, 후자에 대한 대답으로 도덕과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자

1)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설계(design)라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 평가

(Evaluation)의 과정을 말하며, 보통 알파벳 앞 글자를 따서 ADDIE라고 부

른다. ADDIE는 하나의 모형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교수설계 모형에서 공통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 혹은 절차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광의의

개념으로 설계란 ADDIE 절차 전부를 의미하지만, 협의의 개념으로 설계는

ADDIE 절차 중의 한 단계인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성익 외(2012),

『교육공학의 원리와 적용』, 경기: 교육과학사, pp.95-96.). 본 연구의 제목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에서의 설계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

이며, 본문 중 사용된 ‘설계 및 개발’이라는 용어에서의 설계는 협의의 개념

으로 사용된 것이다.

2) 좋은 도덕 수업은 (인격교육에서 강조하는) 도덕적 귀감의 행동을 본받고 도

덕규범을 익힐 수 있는 활동들과 함께,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자

신의 도덕적 선택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동기와 능력, 도덕적 민감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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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설계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도덕 수업에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교수학습 자료는 텍스트와 삽화

로 이루어진 교과서이다. 교과서에는 도덕 수업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로 주어지며, 수업의 몰입도를 높이고 내용

의 이해를 도우며 정서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삽화(사진, 그

림, 만화 등)가 삽입된다. 교과서는 도덕과 교육은 물론 모든 교과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교수학습 자료이다.

하지만 도덕 교과서는 종이 인쇄 매체라는 특성상 학습자들에게 제시

할 수 있는 내용의 양과 형태가 한정되며, 텍스트나 사진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볼 수 있는

갈등 상황이나 모범적인 인물의 삶과 행동을 실감나고 감동적으로 전달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과의 특성 상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학

습자들의 행동을 도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교실 수업과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교실 밖에서 일어나는 행동까

지 매개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교과서는 분명한 한계를 지

닌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은 도덕 수업 시간에 다루어야 할 목표와 내용, 교

수학습 활동, 학습자의 특성, 제한된 시간 내에 사용 가능한 교실 환경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수학습 자

료를 선정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교수학습 자료가 “수업에서 다루

어야 할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들과 상호작용

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수학습

자료의 준비가 도덕 수업에서 교사 능력이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력 향상을 돕는 활동,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도덕적 성찰의 기

회를 제공하는 활동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도덕 수업에 대한 이

러한 통합적인 접근은 어느 하나의 관점을 절대적인 위치에 놓기보다는 도

덕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측면들의 변증법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는 점에서 도덕 교육의 새로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정창우(2003), “도덕

교육의 통합적 접근법으로서 구성주의적 인격교육에 관한 연구”, 『도덕교육

연구』 제15권 1호, 한국도덕교육학회, p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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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를 선정하고 활용하

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도덕 수업의 질에 현격한 차이가 생겨날 수 있

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약 도덕 수업에 활용할 마땅한 교수학습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면 교

사 자신들이 직접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고 개발하기도 한다. 이때 교

사들은 활용 가능한 테크놀로지․매체를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와 개발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진보된 테크놀로지․매체가 활용된 교

수학습 자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생동감 있

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실 수업만으로는 구현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방법들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도덕과 교수학습에 크게 기여하기 때

문이다.3)

특히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도덕과 교수학습 활동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의 통제가 가능

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고, 현실감 있고 실제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교

실 수업과 일상생활을 연결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지식의 성

격에 적합한 자극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

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활동은 하이퍼미디어

와 상호작용적 멀티미디어 시스템 등과 같은 신축적인 저작 시스템이 발

달한 강력한 컴퓨터 플랫폼이 수업의 체제로 도입될 때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4)

예컨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 기반의 테크놀로지(무선 인

터넷 기술 및 클라우딩 시스템 등)는 미리 구축된 학습 환경에 언제 어

디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수학습 기회를 교실 밖으로 확대하

고 전통적인 수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특히 쌍방향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 학습자는 교사에게 필요한 조언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손쉽게 확인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3) 정창우(2006), “도덕과에서 ‘좋은 수업’의 의미 및 조건에 관한 연구", 『도덕

윤리과교육』 제22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p.178.

4) 진위교(2000), “교육공학의 간학문성과 발전방향”, 『교육공학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교육공학회,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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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면서 교수학습 활동의 방향과 수준을 안내할 수 있다. 또한 하

이퍼미디어를 통해 학습자와 교사 모두는 교실 수업 내․외 어디서든 자

신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생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웹 2.0(web 2.0) 기반의 테크놀로지는 손쉬운 멀티미디어

제작기술과 위키피디아(wikipedia)와 같은 지식생산을 위한 플랫폼을 제

공함으로써, 교사와 학습자 모두를 교육용 콘텐츠의 일방적인 소비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프로슈머(prosumer) 혹은 프로듀

저(produser)5)의 위치로 상승시켰다. 즉 학습자들은 교실 수업에서 다룬

명제적 지식을 웹 2.0이 제공하는 저작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면서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확

장해나간다. 또한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보수, 누적해가고 이를 다른 교사들과 공유함으로써 수업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게 되었다.

교수학습 자료를 선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은 도덕 수업의

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진보된 테크놀로지․매체가 활용된

교수학습 자료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만으로는 제공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제 도

덕과 연구영역에서도 교수학습 자료의 중요성, 특히 보다 진보된 테크놀

로지․매체가 활용된 교수학습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깊

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 도덕과 교육 관련 연

구들을 살펴보면, 테크놀로지․매체의 선정 및 활용이나 교수학습 자료

의 개발과 평가에 대한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6)들은 생각보다 많

5) 프로슈머가 산업적 생산양식에 포섭된 이용자의 제한적 피드백을 대변하는

모델이라면, 프로듀저는 이를 벗어나 사회공동체 형태를 띤 새로운 생산모델

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황주성 외(2010), “집단지성의 유형에 따른 참여자 특

성분석: 위키백과와 지식iN에 대한 한미 비교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

보』 제27권 4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p.262.

6)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이 논문의 Ⅱ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 5 -

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도덕과 교육의 목적 및 수업의 목표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연구들은 찾

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좋은 도덕 수업이라면 갖추어야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교수학습 자료를 바라보면서, 도덕과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자

료를 설계하기 위한 모형(model)7)을 개발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자 한다. 다시 말해서 테크놀로지․매체를 도덕 수업에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도덕과의 목적

(purpose)과 수업의 목표(goal), 내용과 방법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일관성 있게 설계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특정 수업에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그 운영

절차를 개발하는 연구가 아니라,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설계할 때 따라야

할 일반적인 절차나 방법을 안내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연구(development research) 방법을

기반으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및 관련 이론들에

대한 탐색을 실시한 후,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를 이끄는 모형

개발을 시도할 것이다.

여기서 개발연구란 설계, 개발, 평가의 과정을 이끄는 모형과 원리를

7) 수업 설계의 측면에서, 모형이란 특정 이론들을 토대로 수업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 등을 구조화하여 제시한 것을 의미한다. 모형은 하나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도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임철일(2012),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 경기: 교육과학사, p.17). 본 연

구는 도덕 심리학 및 교육공학의 여러 이론들을 토대로 도덕과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기 위한 구조화된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려는 시도이

기에, 이론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모형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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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개발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구체적인 산출물을 개발하고 그것의 사용을 촉진하는 조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여 상황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이고, 또 다

른 하나는 설계, 개발, 평가의 절차나 이들의 사용을 촉진하는 조건을 탐

색하여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이다.8) 이 연구는 개발 연구의 두

가지 유형 중 후자에 속한다.

교육공학 영역에서의 다양한 연구들9)을 살펴보면, 모형을 개발하는 과

정은 크게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국면에서

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모형의 초기 형태를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모형의 초기 형태 개발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

다. 첫째, 개발하고자 하는 모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상세히 분석하면

서 ‘일반적인 설계 원리’를 찾아낸다. 일반적인 설계 원리는 기대하는 목

표, 상황, 맥락을 고려했을 때, 그 모형이 포함해야 하는 큰 방향을 의미

한다. 둘째, 관련 이론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이론적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이론적 구성요소는 여

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해당하는 모형의 목표, 조건, 맥락 등이 고

려되어 도출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구성요소 별로 ‘상세 설계 지침’

(guideline)을 개발한다. 상세 설계 지침은 일반적인 설계 원리를 기반으

8) 정재삼(1997), “결정지향적인 교육공학 연구방법론: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교육공학회, p.342.

9) 모형 개발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거나 그 절차를 활용하여 모형을 개발

한 연구들로는 위의 정재삼의 연구와 함께 다음을 참조 : 임철일(1995), “교

수설계이론을 위한 대안적 연구방법론의 탐색”, 『교육학연구』 33권 3호,

한국교육학회, pp.215-219. 윤순경 외(2009), “온라인 지원 시스템 기반의 ‘창

의적 문제해결 모형’을 활용하는 통합형 대학 수업 모형의 개발”, 『교육공

학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교육공학회, p.180. 임완철 외(2010), “웹기반 학

습환경설계를 위한 ‘학습자주도설계(Learner Initiated Design)’에 대한 이론

적 탐색” 『교육공학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교육공학회, pp.134-139. 홍현

미 외(2010), “교과교실제 기반의 사회과 수준별 탐구학습을 위한 교수설계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교원교육

학회, pp.174-17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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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업의 설계와 운영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두 번째 국면에서는 모형의 초기 형태에 따라 실제로 프로그램(사례)

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진

행된다.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사례에 대한 수정이 반복되면서 확인된 누

적된 결과들은 이후에 모형에 대한 잠정적인 수정 사항을 제안하는데 활

용된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특히 형성연구 방법(formative research

methodology)이라고 하며, 문헌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모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10)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은 차후 연구로 미루고, 모형 개발 그 자체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의 <그림Ⅰ-2>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모형을 완성하려고 한다.

<그림Ⅰ-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0) Reigeluth, C. M.(1999), Instructional-Design Theories and Models: A

New Paradigm of Instruction Theory (Vol. Ⅱ). 최욱 외 역(2005), 『교수

설계 이론과 모형』,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pp.52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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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도덕과에

서의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를 활용 및 설계하기 위한

일반 원리와 모형의 기본 구조를 도출해낼 것이다. 도덕과 교수학습 자

료에 대한 개념과 설계 모형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원리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도덕과 연구영역에서 교수학습 자료에 관한 논의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국내의 문헌과 연구 성과들을 중심으로 도덕과에서 정의하는 교

수학습 자료란 무엇이며, 그것들을 분류하는 기준과 내용, 활용과 효과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국내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한 후에는 보다 좋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를 설계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필요한 능력 혹은 길러주어야 할 역량으로

서 TPACK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학자들은 교사들이 테크놀로

지․매체를 각 교과의 내용 지식 및 교수법 지식과 일관성(consistency)

있게 연결시킬 때 보다 큰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

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교사의 역량(혹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개

념이 바로 TPACK(Technological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즉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진보된 테크

놀로지를 수업에 통합하여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특별

한 역량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덕과 연구영역의 연구자들은 물론 현장

교사들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를 위

한 모형은 테크놀로지․매체 활용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수업

을 설계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을 일반적인 설계 원리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를 위하여 교사가 갖추

어야 할 역량의 측면에서 도덕과에서의 TPACK이란 무엇이며 본 연구

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도출해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의 일반적인

원리를 이론적으로 보다 상세화시키면서, 모형의 기본 구조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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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단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덕 심리

학 및 교육공학 이론들을 차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도덕과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것을 왜 해야만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살

아야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살아야 하는 바대로 살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11) 즉 도덕 수업을 설계할 때에는 항상 학생

들의 도덕적 행동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도덕과에서의 교수설계가

인간 행동의 도덕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간의 도덕적 행

동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도덕 심리학의 연구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진보된 테크놀로지와 매체를 활용하여

교과의 성격에 맞게 교수학습 자료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

한 지침을 제공하는 교육공학 이론을 필수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12)

도덕 심리학 이론의 경우 도덕적 행동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이

며 심리적인 변인이자 과정을 연구한 레스트(Rest)의 4구성요소 모형

(the Four Component Model)과 이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확장시킨 나바

에츠(Narvaez)의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Model)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덕과 교육에서 도덕성을 도

덕적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도덕성 향상은 도덕적 행동

의 산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면서 도덕적 행동의 산출에 대하여 설명하

고자한 레스트의 이론은 본 연구의 유용한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나바에츠의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은 레스트가 제시한 4가지 구성요소

11) 노영란(2010), “서양윤리학의 관점에서 도덕과 교과 지식의 현황과 발전 방

안에 대한 종합 토론”, 『한국윤리교육학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학술

대회 학술발표자료』, p.135.

12) 박성익 외(1992), “제1세대 교수설계이론에서 제2세대 교수설계이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소고”, 『교육학연구』 Vol.30 No.2, 한국교육학회,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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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구성요소 별로 필요한 핵심 기술들(skills)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을 전문가 수준까지 교육시키기 위한 절

차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진보된 테크놀로지․매체는 전

통적인 수업 방식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활동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도덕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을 학습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도덕적 행

동을 산출하고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의 목표를 도덕적인 행동으로 나

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과 일치시키고자 한다면, 그녀의 이론은 도덕

과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교육공학 이론의 경우 미시적 교수설계(micro instructional design) 이

론인 메릴(Merrill)의 이론들(구CDT, 신CDT, ITT 등)과 테크놀로지와

매체가 통합된 수업을 설계하기 위하여 하이니히(Heinich) 등이 제시한

ASSURE 모형을 중심으로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메릴의 이론들은 전통적인 교수설계이론으로 분류되는 소위 조

건기반이론(condition-based theory)으로, 각각 다른 학습 결과들은 각각

다른 학습 과정 및 절차가 필요하다는 가네(Gagne)의 가정을 전제한다.

하지만 가네의 1차원적인 분류 방식(변별, 개념, 규칙, 고차원적 규칙)과

는 다르게, 학습 결과를 수행수준(기억, 활용, 발견)과 내용형태(사실, 개

념, 절차, 원리)로 더욱 세분화한다. 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학습유형에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을 일관되게 처방하고자 한다.

교과 교육은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따라 수업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학습 목표와 성취해야 할 학습 결과를 분명히 하면서 교수학습 활

동을 전개해나간다. 따라서 도덕 수업에 활용할 교수학습 자료 역시 단

원과 차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한 후, 목표 달성에 기여

하는 방식으로 세부기능이 설계되어야 한다. 교과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학습 목표와 결과를 분명히 한 후 일관된 처방을 제시하고자 한 메

릴의 이론은 수업에 투입할 교수학습 자료의 유형을 결정하고 필요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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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능을 최적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니히 등의 ASSURE 모형은 테크놀로지․매체를 통합하여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설

계 모형들에 비해 이해하기 쉽고 활용이 간편하다. 교수학습 자료가 교

과의 목표, 내용 및 방법과 관련된 수업의 한 부분임을 고려한다면, 도덕

과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 역시 테크놀로지․매체를 도덕 수업에 통합하

여 운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장 적용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절차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ASSURE 모형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서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Ⅳ장에서는 도덕과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으로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을 제안할 것이다. 특히 제

안한 모형이 Ⅱ장에서 도출한 자료 설계의 일반 원리와 Ⅲ장에서 마련한

단계 및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

다. 또한 이 모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

서 상세하게 설명한 후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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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이해

1.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정의 및 분류

1)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정의

매체는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하며

의사소통의 촉진,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학습의 촉진이 그 목적이

다.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매체의 유형으로는 텍스트, 시각물,

오디오, 비디오, 조작물, 인적 매체 등을 들 수 있다. 매체 포맷(media

format)13)은 내용 혹은 매세지가 매체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물리적 형태

로서, 화이트보드(텍스트)에서 DVD(비디오), 컴퓨터 멀티미디어(텍스트

+ 비디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만약 DVD(비디오)를 수업에 활용

할 매체 포맷으로 결정했다면 그 수업의 목표와 학습 유형에 맞는 적절

한 DVD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결정된 구체적인 DVD를 교수학습

자료(learning-instructional material)라고 한다.14) 요컨대 교수학습 자료

란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방법이 다양한 매체들과 그것을 구현해주는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나타난 물리적인 형태의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자료로서 교과서나 시청

각 매체, 즉 시청각 장비와 시설 그리고 시청각 자료를 주로 의미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

13) 학습할 내용을 어떤 매체에 담아 전달하는 수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매체

포맷이라는 용어 외에 ‘delivery system’을 사용하기도 한다. 김동식 외 역

(2009), 위의 책, p.7.

14) Smaldino, S. E., Lowther, D. L. & Russell, J. D.(2011), Instructional

Technology and Media for Learning 10th edition, Pearson Education. 이

미자 외 역(2011), 『교육공학과 교수매체』,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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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든 자원, 예컨대 시청각 매체뿐만 아니라 교사의 활동을 포함한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 학습 환경과 시설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폭넓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15)

여러 문헌을 검토해보면 교수학습 자료라는 개념은 교수 매체, 교수학

습 매체, 교육 자료, 학습 자료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 이유는 각각의 용어들이

이 개념을 수업 활동을 위한 도구 측면과 소재 측면, 그리고 교사 측면

과 학습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어느 측면에 더 강조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 예컨대 교수 매체라는 용어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학습

자료라는 용어는 학습자가 자료를 수업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측면을 강

조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비록 각각의 용어들이 그 강조점에 따라 나름의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수

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따라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예컨대 인터

넷을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의 경우 단순히 내용을 제시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내용과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함으로써 도구 측

면과 소재 측면 모두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최근 학습을 학습자가 지식

을 스스로 구성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구성주의적 관점은 교사의 교

수활동을 포함한 수업에서 활용되는 모든 자원을 학습자 중심으로 바라

볼 것을 요구한다.16) 이러한 측면에서 도덕과 연구 영역에서는 학습자의

능력 내지 역량을 개발하고 발달시키는데 요구되는 모든 제반 자원이라

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수학습 자료’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도덕과에서의 교수학습 자료란 어떤 의미를 가지

는가? 차우규는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를 ‘도덕과의 교수조건(교과의 성

격, 목적)과 교수방법(전달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학습자 중심의 자

료’로 개념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5) 박숙희 외(2002),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p.186.

16) 차우규(2012), “도덕․윤리과 교수학습 자료론", 『도덕과교육학의 학문적

위상 정립과 새로운 지평 탐색』,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p.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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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란 학습자들의 도덕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도

덕․윤리과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학습과 교사의 교수에 투

입되어 수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과 방법 및 평가를 연결

시켜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전개되도록 활용되어지는 제반 물적․

인적 자원을 의미한다.17)

본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차우규의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여기에 추

가적으로 도덕과 교육의 최종 목표가 도덕적 개념과 원리, 가치․덕목,

도덕적 역량들을 학습자들에게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일상생활

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라면, 도덕과에서의 교수학습 자료

는 학습자를 중심에 두면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도덕 수업과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행동을 매개할 수 있는 ‘학습

환경’(learning environment)으로 기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학습 환경이란 학습자 개인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저

마다 학습에 대한 흥미와 요구를 드러내도록 하고, 다양한 수준의 복잡

성을 이해하고 심화하는 상호작용적이고 보완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제반

조건을 말한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은 교사의 설명, 테크놀로지 도

구, 자원(정보와 내용), 스캐폴딩(scaffolding: 학습에 참여하는 동안 학습

자에게 주어지는 지원이나 도움)을 갖춘 문제 상황을 제공하면서 학습자

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18) 다음으로 ‘설계’란 학습자의 지식과 기

술, 태도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리고 교수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적의 ‘교수체제’19)(instructional system)를 계

17) 앞의 책, p.444,

18) Jonassen. D, H, & Land. S, M.(2012), Theoretical Foundations of Learning

Environments, Routledge. 한승연 외 역(2014), 『학습환경 설계의 이론적 이

론적 기반』, 서울: 학지사, pp.21-46.

19) 체제(system)란 하나의 정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의 집

합을 말한다. 체제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조화롭게 작동하지 못할 경우, 체

제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제 ‘분석

자’와 체제 ‘고안자’, 혹은 두 역할을 모두 맡고 있는 인물이 요구된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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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고 처방하는 과정(prescriptive process)을 의미한다.

교수학습 자료를 교수체제 설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유는 교수학습

자료라는 것이 결국 특정 수업에 통합되어 그 수업에서 겨냥하고 있는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학습 자료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는 먼저 수업의 구조와 그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변인들에는 무엇이 있

는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공학 연구영역의 대표적 학자인

롸이거루스와 메릴(Reigeluth & Merrill)은 교수체제를 구성하는 변인

을 교수조건(condition), 교수방법(method), 교수결과(outcome)의 세 가

지 범주로 분류하여 설명하면서, 수업 설계의 처방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자 한다.

자는 체제의 부분과 부분들의 관계를 확인하여 통제될 수 있는 부분을 기

술(descriptive)한다. 고안자는 가장 만족스러운 방법을 처방하기 위하여 체

제의 모형을 만들고 상태를 실험한다(Kneller, G. F.(1984), Movement of

Thought in Modern Education, John Wiley & Sons. 정희숙 역(2006),

『현대교육사상』, 경기: 서광사, pp.182-183.).

교수학습을 체제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수체제는 학습촉진을 위한 자원과

절차의 배열 혹은 구조화라고 볼 수 있다. 교수체제는 학생들에게 미리 정

해진 학습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수업주의적이지만, 학습자가 스

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구성주

의적이다. 수업을 설계한다는 것은 이러한 교수체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송상호 외(2007), 『수업설계의 원리』,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p.21.).

체제적(systemic)이라는 용어는 종종 체계적(systematic)이라는 용어와 혼

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개념상 다소 차이가 있다. 체제적이란 용어는

‘전체로서의 구조’, ‘지역성(local)과 구별되는’, ‘특별한 체제와 결합되어 이

에 영향을 미치는’ 등과 같이 ‘전체’와 ‘결합’의 의미를 포함한다. 반면 체계

적이라는 용어는 ‘순차적인 계획’, ‘절차’, ‘분류’ 등의 의미가 더 강하다(나일

주(2010), 『교육공학 관련 이론』, 경기: 교육과학사, pp.29-30.). 즉 체제적

이라는 용어는 전체적인 안목 속에서 개별 요소의 중요성을 바라보아야 한

다는 의미로, 수업의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정해진 수업의 단계를 따라가

기 보다는 수업이라는 맥락 속에서 학습자의 반응을 보고 대응하며, 그들과

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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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Ⅱ-1>을 참고하면서 각 변인들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

하면, 교수조건이란 교수방법과 상호작용하지만 교수설계자나 교사에 의

해 통제될 수 없는 특성, 예컨대 교과의 성격이나 목표 혹은 제약 조건

이나 학습자의 특성 등을 뜻한다. 교수방법은 서로 다른 조건 하에서 다

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의미한다. 교수방법은 다시 하

나의 아이디어를 조직하는 미시적 조직전략, 복합적인 여러 아이디어를

선택․계열화․요약․종합하는 거시적 조직전략, 교수의 과정을 이끌어

가는 전달전략, 그리고 조직전략과 전달전략을 기획․조직하고 조정 및

감독하는 관리전략의 측면들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교수결과는 교수내

용을 얼마나 획득했는가와 관련된 효과성(effectiveness), 그러한 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 및 비용과 관련된 효율성(efficacy), 학습자가 학습

을 얼마나 더 지속하고 싶어하느냐와 관련된 매력성(engagement)으로

구분된다.20)

<그림Ⅱ-1> 교수조건, 방법, 결과 변인들의 요소와 상호관계

이와 같이 수업이란 다양한 변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여러 변인 중 하나를 수정하면 다른 변인들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의

20) 앞의 책, 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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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내의 조건들을 적절하게 설명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면 전체 수업 과

정을 망칠 수도 있다.21)

교수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교수학습 자료란 ‘교과의 성격과 특징을

담고 있는 교수조건을 확인해가면서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

전략과 전달전략이 테크놀로지․매체와 만나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수학습 자료는 수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

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각각의 변인들이 전체적인 안목

에서 충분히 고려되면서 일관성 있게 설계될 때 수업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위의 <그림Ⅱ-1>에서 볼 수 있듯이, 잘 설계된 교수학습 자료는 수업

의 목표가 보다 효과적․효율적․매력적(effective, efficient, engaging)이

며 안전한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한

다.22) 여기서 효과적인 전략이란 학습자로 하여금 기대한 수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수학습 방법을 말하고, 효율적인 전략

은 수업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보다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끔

지원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의미한다.23) 매력적인 전략이란 학습자가 지

속적으로 학습하기를 원하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교과의 내용에 대한 흥

미 혹은 학습에 대한 동기와 함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이해 수준 등이

매력성의 측면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24) 이러한 측면에서 교수학습 자

료 설계의 성패는 그 자료가 투입된 수업의 효과성․효율성․매력성 측

면에서 평가된다고 불 수 있다.

본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차우규의 정의는 교실

수업(도덕․윤리과 교수학습 상황)에 투입되어 교사(혹은 교사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내용과 방법, 평가)와 학습자 사이를 매개하거나 보조하는

21) Dick, W. & Carey, L. C. & Carey, J. M.(2009), The Systematic Design of

Instruction, Pearson Education. 김동식 외 역(2009), 『체제적 교수설계』, 서

울: 아카데미프레스, p.3.

22) 백영균 외(2012), 『유비쿼터스 시대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학지

사, p.254.

23) 나일주 외(2000), 『교육공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p.202.

24) 앞의 책,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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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교과 내용의 특성과 전달전략 간의 관계)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는 느낌을 받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교수조건과 교수방법, 교수결과를 일

관성 있게 연결시키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고려도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보다 구체

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란 학습자들이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그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지속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과 방법 그리고 평가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서 설계된 도덕

수업 내․외의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 인적 자원, 공학적(technology &

media) 자원, 시설 자원을 의미한다.

위의 정의는 교수학습 자료를 학습자를 둘러싼 모든 제반 자원으로 보

려는 최근 교육공학 연구영역의 폭넓은 정의 방식과 도덕과 교수학습 자

료에 대한 차우규의 정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좀 더 구체

적으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다음과 같은 자원을 포함한다.

첫째, 도덕 수업의 내용을 학습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활동을

안내하는 교사와 지역사회 인사 및 외부 강사 등과 같은 인적자원

둘째,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해결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탐

색․발견하고 연습․시연하며 성찰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과서

를 포함한) 교육용 콘텐츠, 각종 시청각 매체와 조작 자료, 저작 도

구 등과 같은 공학적 자원

셋째, 교실 수업 내․외에서 도덕적 행동을 직접 실천해보고 유지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시설(예컨대 학급 환경이나 예절실 등)이나

지역사회 시설(예컨대 봉사활동 단체 등)과 같은 시설 자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자원 중 특히 매시간 교사에 의

해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조절될 수 있는 ‘공학적 자원’의 설계에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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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고자 한다.

얼핏 보면 이렇게 재개념화한 정의는 차우규가 제시한 기존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어보일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차이가 있다. 첫째, 위의 정의는 학습자의 도덕

성 발달을 기본적으로 도덕적 행동의 산출 및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

면서, 그 과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둘째,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교수학습 자료는 단순히 교실 수업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

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도덕적 행동 변화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셋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교실 내 수업뿐

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학습자를 매개하는 학습 환경

및 이를 구성하는 자원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는 각각의 학습 유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일련의 절차 혹은 단

계에 따라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림Ⅱ-2> 도덕과에서의 교수학습 자료의 의미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자료를 학습자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

는 학습 상황에 대한 분석, 수업전략의 선정 및 개발, 그리고 학습자의

성취수준을 확인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형성 평가

(formative evaluation) 등의 요소를 구조화시킨 교수체제 설계의 관점에

서 바라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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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분류 기준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도덕과 연구영역에서도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급․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

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의 주요 초점은 도덕 수업의 목표, 내

용 및 방법과 연계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의 유형을 안내하고, 그러한 자

료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론적․경험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다.25) 다시 말해서 도덕 수업의 성격(목표와 내용, 방법)에 어울리는 교

수학습 자료의 분류 기준 혹은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밝히는 작업이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연구의 핵심이다.

교수학습 자료의 분류 및 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료들

이 수업에 기여하는 역할과 산출하는 효과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전제한

다. 이는 정교하게 설정된 교수학습 자료의 분류기준은 어떤 수업에 어

떤 형태의 자료가 활용되어야 하는지 안내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

음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연구 범위를 설계의 측

면까지 확장하여 생각해볼 때, 각각 다른 역할과 효과를 전제하는 분류

기준은 특정 수업에 활용할 교수학습 자료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알려

주는 ‘일반적인 설계 원리’로도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및 설계의 일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분류 기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상세

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분

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유병열은 도덕과의 교수학습 자료를 주요 지도요소(가치․덕목)에 따

라 분류할 수도 있고, 도덕성의 구성 요소(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

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며, 자료가 지닌 형식상의 특성(이야기 자

료, 읽기 자료, 시청각 자료, 시사 자료, 극화 자료, 시설 자료, 지역사회

자료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6) 이 중 성실, 정직, 배려

25) 정창우(2013),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서울: 울력, pp.139-140.

26) 유병열(2011), 『도덕과교육론』, 경기: 양서원, pp.75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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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지도요소(가치․덕목)와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로 구분

되는 도덕성의 구성요소는 도덕 수업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교수학

습 자료인 도덕 교과서, 특히 초등학교용 교과서의 단원 및 차시를 구성

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덕 교과서는 도덕 수업에 활용되는 교수학습 자료이기도 하지만, 도

덕과 교육과정이 물리적인 형태로 실현된 교육과정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다. 도덕 교과서를 도덕과 교육과정 그 자체로 볼 때, 가치․덕목은 교

수학습 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교과서에 담길 내용, 즉 교육

과정의 내용체계라고 보는 편이 보다 타당하다. 다시 말해서 가치관계

확장법에 의해 설정된 가치․덕목들은 ‘교과서라는 교수학습 자료’를 분

류(배려심을 키워주는 자료, 정직함을 길러주는 자료 등)하는 기준이라기

보다는 ‘교육과정으로서의 교과서’를 구성하는 내용(정직, 배려 등의 내

용을 담고 있는 도덕 교과서)이라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위의 분

류 기준 중 도덕성의 구성 요소(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는 각각의

요소들이 수업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도덕성의 각각 다른 측면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요소별로 차별

화된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가치․덕목 보다는 도덕성의 구성요소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를 분류하

는 보다 타당한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분류 방식으로 은정희는 도덕과 교육의 본질과 특성에 기

여하는 방향으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적

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의

유형을 도덕성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에 따라 지적이해형 및 가

치판단형(인지적 측면), 도덕심정형(정의적 측면), 체험실천형(행동적 측

면)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27)

서강식은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을 도덕과 교수학습 자

료를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사와 학

27) 은정희 외(2001), “ICT를 활용한 초등 도덕과 교수학습 모형 개발에 관한 연

구”, 『한국초등교육』 13권 2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연구소, pp.84-97.



- 22 -

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교사에 의해 주도되느냐 아니면 학습자에 의해 주

도되느냐에 따라 교수학습 자료를 일방적 의사소통 자료(매체), 교호적

의사소통 자료, 자율수업 자료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각각의 특

징을 살펴보면 일방적 의사소통 자료는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교사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지만, 학습자가 교사로 하여금 전달하는 메시지를 변화시

키도록 하는 역동적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학습

자는 그 자료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교호적

의사소통 자료는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내용의 변화가 가능하고 게임이

나 역할극, 토의/토론과 같은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교사와 학습자 간

의 환류(feedback) 체계를 수립할 수 있으나, 교수학습의 효율성 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자율수업 자료는 학습자 개개인의 보조나 흥미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체이다.28)

서강식이 제시한 분류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교수학습 자료를 단지 교

실에서 진행되는 수업과 학습자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에서 교실 수업 밖

에서 활용되는 자학자습용 콘텐츠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

이다. 하지만 자율수업 자료가 어떠한 형태의 것인지(예컨대 일방적 의

사소통 자료의 교실 외 버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노영란 등은 도덕 수업에 적용되는 멀티미디어를 그 적용 방식에 따라

‘내용전달’, ‘내용탐색’, ‘내용생성’ 교수학습 자료로 분류하였다. 멀티미디

어 적용 방식이 내용전달에서 내용탐색, 내용생성으로 갈수록 교사와 학

생 간의 상호작용이 점차 높아지며,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게서 점차

학습자에게로 옮겨가게 된다. 내용전달 교수학습 자료는 주로 어떤 내용

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채택된다. 즉 문제 사태를 실제 상황처럼 파악하

도록 하거나 특정 가치규범을 이해시키고, 감동적인 예화를 제공하여 도

덕적 정서를 함양하거나 실천의지를 갖게 하는데 활용된다. 내용탐색 교

수학습 자료는 탐구, 분석, 비판,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28) 서강식(2001), 『도덕과교육론』, 경기: 양서원,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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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 사례 속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찾거나 혹은 수업 시간에 배운 가

치규범의 의미나 근거를 스스로 발견하고, 복잡한 현실 상황과 관련된

자신의 관점을 확인하며 이를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활용된다. 내용생성 교수학습 자료는 도덕적 지식을

스스로 해석 및 구성하고 나타내는 활동에 적합하다. 즉 도덕 수업 시간

에 배운 내용을 자신이 이해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시연하도록 하여,

스스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의지를 함양하도록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29)

노영란의 분류 기준은 서강식이 제시한 의사소통 방식에 따른 분류 기

준과 매우 유사하다. 왜냐하면 교사가 멀티미디어를 수업에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는 교사가 학습자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서강식의 분류 기준과 노영란의

분류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묶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수는 도덕과 교육에서 감성적이고 배려적인 정서를 고양시킬 수

있는 서사적 이야기가 갖는 가치에 주목하면서, 이를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같은 이야

기, 같은 소재, 같은 등장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기술 요소

의 개입 수준이 높고 다매체적일수록 전달 효과가 커진다.”라는 전제하

에, 기술(technology) 요소의 개입 수준에 따라 교수학습 자료를 (읽기

자료 → 사전 녹음 드라마 → 포토툰 → 캐리커쳐툰 → 플래쉬 애니메이

션의 순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텍스트, 텍스트 + 오디오, 텍

스트 + 오디오 + 비디오 순으로 다매체적일수록, 그리고 같은 시각 자료

일지라도 사진, 스틸컷 만화, 플래쉬 동영상 순으로 기술적 개입 수준이

높은 교수학습 자료일수록 그 전달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

제를 토대로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화제시 방법에 따른 효과를

비교한 결과, 기술 요소의 개입 수준이 높아질수록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9) 노영란 외(2006), “도덕과 교수․학습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 선정 및

활용방안 연구”, 『초등도덕교육』 제24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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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커쳐툰이나 플래쉬 애니메이션의 경우 제작하는 데에 특별한 재능

과 기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번 제작해놓으면 유사한 학습 유

형에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고 대단한 만족도와 몰입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요컨대 높은 기술 수준이 개입된 교수학습

자료의 재사용은 적용의 효율성과 수업의 매력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

다. 하지만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무조건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활용하기보다는 가용한 자원과 교사의 역량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기술

수준의 자료를 개발하려는 자세가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캐리커

쳐툰이나 플래쉬 애니메이션에 비해 포토툰의 경우 제작이 어렵지 않으

면서도,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그들의 생활 경험과 가까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다.30)

임상수가 제시한 기준은 도덕과를 비롯한 여타의 교과 교육 연구영역

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감각 요소’(매체)에 따른 분류 기준과

‘기술 요소’에 따른 분류 기준을 서사적 기법과 배려적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 교과의 특징 측면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감각 요소와 기술 요소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료를 설계할 때에 효과

성 대비 효율성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차우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서 도덕․윤리과 교수

학습 자료의 분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

한다. 먼저 도덕성 요소에 따른 분류는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수업의 목표와 방법 그리고 평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저학년의 경우 이러한 분류가 어느 정

도 타당하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도덕성의 전체적인 조망을 위하여 통합

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도덕적 추론이나 판단, 감정과 열정, 행동

은 순수한 논리적 지식이나 마음의 치우침이라기보다는 인지와 정서가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교수학습 자료 역시 도덕성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30) 임상수(2006), 위의 논문, pp.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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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각 요소에 따른 분류는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식으로 시각, 청각, 시

청각 자료 등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형식에 따른 분류는 이

야기 자료, 읽기 자료, 시청각 자료, 극화 자료, 시설 자료, 지역사회 자

료 등과 같이 자료의 형식상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

화 자료와 특수화 자료에 따른 분류는 교과서 발행 주체들에 의해서 일

반적으로 개발된 자료와 현직 교사들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자료의 분류

를 말하며, 특히 특수화 자료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는 표준화 자료보

다 풍부하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교사의 역량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다.

텍스트 자료와 비텍스트 자료에 의한 분류는 교과서 중심의 텍스트 위주

의 자료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의 분류를 의미한다. 실물 형태에 따

른 분류는 시설자료, 지역사회자료, 인사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러한 자료는 제한된 교실에서의 평면적인 교사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다

양한 학교시설, 지역사회 기구나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사 등을 통한 교

육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자료들의 가장 큰 장점은 도덕적 지식을 피상

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봉사학습과 같은 다양

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그 실제적 의미를 학습자들에게 획득시킬 수 있다

는 데에 있다.31)

이 연구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인

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로 구분되는 ‘도덕성 요소’에 따른 분류 기준

은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도덕성 요소에 따른 분류 기준은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견지하

면서도 제한된 시간 내에 어느 요소에 특히 중점을 두어 가르쳐야 할지

를 결정하는 수업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

라서 도덕성 요소에 따른 분류 기준은 교수학습 자료를 분류하는 여러

기준들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도덕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인지와 정서가 동반된 것이라면,

도덕성 요소를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로 구분하는 방식은 수업에

31) 차우규(2012), 위의 책, pp.45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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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처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차우규

가 언급한 것처럼 초등학교 시기에는 각각의 요소를 나누어서 가르치다

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통합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거나, 분류 기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다 명확한 분석의 단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

토해보아야 한다.

둘째, ‘특수화 자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교수학습 자료

를 설계할 때 따라야할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이다. 사실 교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료를 개발하는 이유는

교과서, 즉 표준화 자료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다. 표준화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많은 교사들이 개발한 특수화 자료의 양은 실로

엄청나며, 각각의 자료에 담겨있는 아이디어 역시 매우 새롭고 신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화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러

한 자료들이 이론적인 토대에 근거하고 있다기보다는 교사의 경험이나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 확인된 여러 가지 수업 기법들, 예컨대

학습자들의 흥미와 활동의 재미를 손쉽게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

어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단원 및 차시의 목표

와 큰 관련성 없이 수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경우, 그 수업의 효과

는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수업 노하

우를 도덕 수업에 적용하고자 시도할 경우, 과연 그 아이디어들이 교과

의 성격 및 목표, 수업의 전개과정, 수업의 결과와 일관성을 갖는지 세심

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덕과 교육의 목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일

종의 장치로서의 모형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들이 교실 수업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직접 실천해볼 수

있는 교실 내․외의 다양한 ‘학습 환경’(예컨대 시설자료, 지역사회자료

등)을 교수학습 자료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교수학

습 자료라 하면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 시간에 보여주기 위한 동영상이

나 (교육과정으로서의) 교과서를 보조하기 위하여 나누어주는 인쇄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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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정도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분류 기준은 학습자들

이 학습하는 공간 그 자체를 하나의 자료로 간주하게 한다. 이렇게 확장

된 교수학습 자료의 개념은 교실 환경은 물론 봉사학습 등이 진행되는

교실 밖 학습 환경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연구는 교실 내․외의 모든 제반 자

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분류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

하면 다음의 <표Ⅱ-1>과 같다.

<표Ⅱ-1>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분류 기준 정리

연구자 분류 기준 구성 요소

유병렬

(2011)

지도 요소

도덕성 요소

자료의 형식

성실, 정의, 배려, 존중 등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

이야기, 읽기, 시청각, 시사, 극화, 시설, 지역사회 자료

은정희

(2001)
도덕성 요소 지적이해형, 가치판단형, 도덕심정형, 체험실천형 자료

서강식

(2001)
의사소통 방식 일방적 의사소통, 교호적 의사소통, 자율수업 자료

노영란

(2006)
적용 방식 내용전달, 내용탐색, 내용생성 자료

임상수

(2006)

감각 요소 수준

기술 요소 수준

텍스트, 오디오, 오디오 + 비디오 등

읽기자료, 사전 녹음 드라마, 포토툰, 플래쉬 동영상 등

차우규

(2012)

도덕성 요소

감각 요소

자료의 형식

표준화와 특수화

텍스트와 비텍스트

실물 형태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

시각, 청각, 시청각 자료

이야기, 읽기, 시청각, 시사, 극화, 시설, 지역사회 자료

교과서와 교과서 외 자료

텍스트 위주의 자료와 그 외의 자료

시설 자료, 지역사회 자료, 인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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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1) 테크놀로지․매체 활용을 위한 역량: TPACK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교사들은 테크

놀로지가 교육에 등장한 이래로 교수학습 활동이 상당 부분 변했다고 인

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을 유지하거나 약간 변형

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수준 역시 단순히 플레이어(player)의 기

능을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

사들은 기존에 수업의 변두리에 위치한 것으로 인식하던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을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바라보

기 시작하였다. 즉 교사의 전문성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 논의할 수 없게 된 것이다.33)

이러한 생각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TPACK(Technologocal,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34)이라는 개념에 의해 지지된다. 많은 학자들은

교사들이 테크놀로지․매체를 각 교과의 내용 지식 및 교수법 지식과 일

32) 신원석 외(2012), “예비교사들의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 변화에 관한 연구

: 테크놀로지 활용 교과목을 중심으로”, 『정보교육학회 논문지』 제16권 제

1호, 한국정보교육학회, p.78.

33) 성경희 외(2012),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법적 내용

지식(TAPCK) 형성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사회과교육』 제51권 2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p.57.

34) TPACK은 최초에 내용 지식과 교수법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 간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PCK)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학계에서 이 개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교사가 교육과정과 수업을 설계할 때 위의 세 가지

지식을 통합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종합적인 개념(total package)으로 설명

하기 위하여 TPACK이라는 용어로 재구조화(reframe)된 후 지금까지 사용

되고 있다(Niess, M. L. et al.(2009), "Mathematics teacher TPACK standards

and development model", Contemp Issues Technol Teacher Educ 9(1),

pp.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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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consistency) 있게 연결시킬 때 보다 큰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교사의 역량(혹은 교사가 갖추

어야 할 지식) 개념이 바로 TPACK, 즉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

식’이다.

설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을 잘 형성하

고 있는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더 나은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

할 개연성이 크다. 바꾸어 말하면,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에 대

한 설명은 교사로 하여금 보다 나은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토록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계 원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부터는 도덕

과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및 설계의 일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한 두 번째

작업으로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TPACK)은 슐만(Shulman)이 제시한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35), 즉 ‘교수내용 지식’에 ‘테크놀

로지에 관한 지식’(Technological Knowledge)이 통합된 것으로서, 테크

놀로지가 교수내용 지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적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

서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의 기반

이 된 교수내용 지식에 대하여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슐만은 전문가로서의 교사와 초보자로서의 교사를 나누는 기준으로

‘교수내용 지식’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교사는 학

35)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도덕과 연구 영역

에서 몇 가지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정혜(2007)는

이 개념을 ‘교과교육학적지식’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고, 신현

우 등(2012)은 ‘교수내용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정탁준

(2008, 2012)은 PCK 개념 자체는 ‘교수내용 지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PCK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교과교육학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PCK

의 용어 번역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교과교육학적지

식’이라는 용어보다는 도덕과 연구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

수내용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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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과 ‘교수법 지

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을 포함한 7가지 지식에 의존한다.

특히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교과의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변환(transform)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수내용 지식이다.

요컨대 이 교수내용 지식이 교사와 내용지식 전문가, 그리고 초보자와

전문가로서의 교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교수내용 지식은 내용 지식과 교수법 지식,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지

식(knowledge of learners)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확장된다. 여기서 내용

지식이란 교과 내용에 대한 핵심주제와 개념, 이론 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예컨대 ‘의무’의 개념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칸트 윤리학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아는 것)까지

포한한다. 교수법 지식은 복잡한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

으로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이다. 학습자

에 대한 지식은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가지

고 있는 선개념(preconception)이나 오개념(misconception)을 교사가 얼마

나 이해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지식을 의미한다.36) 요컨대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교과 내용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특

성을 바탕으로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들을 융통성 있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덕과에서도 PCK 혹은 교수내용 지식을 도덕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으로 보고 있다. 하정혜37)는 PCK를 ‘교과교육학적지식’이

라는 용어로 번역하면서, 교과에서 다루어야할 전문지식을 학습자에게

알맞게 변환하는데 요청되는 교사만의 전문지식이라고 주장한다. 정탁

36) Gudmundsdottir, S. & Shulman, L.(1987),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1,

pp.59-61.

37) 하정혜(2007), “도덕․윤리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 -교과교

육학적지식(PCK)과 실행연구를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67호, 한국윤리

학회,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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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38)의 경우 PCK를 ‘교수내용 지식’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지만,

슐만이 제시한 교수내용 지식은 내용 지식의 교수 방법적 측면을 강조한

아류적 지식일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고 지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교사가 갖추어야할 전문적인 지식으

로 교과의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으로서 ‘교과교육학

지식’(subject-matter education knowledge)39)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신현우 등40)은 슐만이 PCK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로 용어 번역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개념 정의에 대한 문제,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에 이

르기까지 논의들이 점점 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슐만이 제시한 원래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도덕과

PCK를 찾는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PCK를 ‘교수내용

지식’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면서, 도덕과에서의 교수내용 지식은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 또는 도덕 수업의 목표를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관련된 교사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도덕과 교육과정

의 목표나 각 차시별 수업의 목표가 타 교과와는 확연히 다른 성격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과만의 독특한 교수내용 지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도덕과 교수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신현우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수업연구대회에 입상하여 수업전문

가라고 간주할만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 그들은 도덕과 교수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하위 구성요소

를 아래의 <표Ⅱ-2>와 같이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38) 정탁준(2008), “도덕과 교과교육학의 정립근거 탐구 : 교수내용 지식(PCK)

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75호, 한국윤리학회, p.180.

39) 정탁준(2012), “도덕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연

구”, 『윤리연구』 제84호, 한국윤리학회, pp.109-110.

40) 신현우 외(2010), “초등교사의 도덕과교육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수내용

지식(PCK) 탐색 실행 연구”, 『초등도덕교육』 제34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

회,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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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 도덕과 교수내용 지식(PCK)의 하위 구성요소41)

하위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의 내용

수업 전

준비 지식

성공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위하여 학습자들을 인지적․정의

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에 관한 지식

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학습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지식

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찾

고 학습자와 학습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는 지식

강대현은 교수내용 지식 개념 설정에서 가장 유의해야할 점으로 교수

내용 지식에 영향을 주는 ‘기초지식영역’과 ‘교수내용 지식의 구성요소’와

의 관계설정 부분을 지적한다. 만약 교수내용 지식의 기초가 되는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과 이러한 지식들이 통합되고 변

환되어 나타나는 교수내용 지식의 구성요소가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교

수내용 지식에 대한 설명은 다시 기초지식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환원되

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내용 지식의 구성요소는 기초지식영역의

영향 하에 형성되지만 기초지식영역 자체가 구성요소가 될 수 없으며 이

와는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신현우 등이 도덕과 교수내용 지식의 구성요소를 도

덕과 기초지식영역이 아닌 ‘수업 전 준비지식’, ‘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

‘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으로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강대현은

교수내용 지식은 수업을 통해 언어, 행동, 자료 등으로 드러나는 ‘명시적

인 부분’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신념 혹은 지식체계인 ‘암묵적

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암묵적인 부분이 교사 고유의 수업 전

문성이라고 보았다.42)

본 연구에서는 신현우와 강대현의 주장을 토대로 아래의 <그림Ⅱ-2>

와 같이 도덕과 교수내용 지식의 구성요소를 도식화해 보았다. 도식화한

41) 앞의 논문, pp.119-120.

42) 강대현(2007),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사회과 내용 교수 지식(PCK)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7-3-1,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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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덕과에서의 교수내용 지식은 ‘도덕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 ‘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 ‘도덕수업 준비지식’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되, 세 개의 요소 중 어느 한가지만으로 교사의 전

문성 모두를 설명할 수 없다. 아래의 <그림Ⅱ-3>에서 실선이 아닌 점선

으로 표시한 부분은 각 요소별 상호의존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이것들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통합되어야 하나의 완벽한 도덕 수업이 설계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덕수업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현상

(설명․발문 방식, 활동과 과제 제공, 교수학습자료 제공, 스케폴딩과 피드백 제공 등)

명시적

PCK

도덕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

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
도덕수업 준비지식

암묵적

PCK

(수업

전문성)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

도덕과에서

다루는 영역

(서양, 동양

윤리 등)별

내용

도덕과의

교수학습

방법 및

수업전략

도덕과의

평가 방법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해

학습동기와

학습양식

↑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종류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학습자와 상황에 대한 지식

<그림Ⅱ-3> 도덕과에서의 교수내용 지식(PCK) 개념도

여기서 도덕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은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 및 영역별

내용, 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 도덕수

업 준비지식은 (학습자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해 및 학습동기·학습양

식과 특히 관련된다. 이렇게 형성된 지식은 교사가 도덕 수업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즉 교육에 대한 신념 체계 혹은 교과와

관련된 지식 체계이다. 또한 이러한 신념 및 지식 체계는 교수학습 활동

현상에서 교사의 설명이나 발문 방식, 활동과 과제 제공, 교수학습 자료

의 제공, 학습자 배치, 학습자 참여 요구, 스케폴딩과 피드백 제공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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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내용 지식이 교과에 따라 다르게 존재한다는 점은 교수내용 지식

(PCK)에 토대를 두고 있는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TPACK) 역

시 교과마다 다르게 존재한다는 점을 내포한다. 이는 도덕과만의 독특한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것을 구

성하는 요소들을 탐색하는 작업은 도덕과만의 특색을 반영한 교수학습

자료 설계의 일반적인 원리를 알려줄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은 슐만의 교수내용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 개념을 처음 제안한 코엘러

(Koehler)와 미쉬라(Mishra)는 교수내용 지식과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

용 지식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아래의 <그림Ⅱ-4>와 같이 내

용 지식과 교수법 지식을 지칭하는 두 개의 원의 교집합(connecting)으

로 교수내용 지식을 표현한다. 이 교집합은 내용 지식과 교수법 지식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슐만에 따르면 내용 지식과 교수법 지식의 상호작

용은 학습자들에게 수업 내용에 대한 “매우 강력한(the most powerful)

분석, 묘사, 예시, 설명, 시연”을 제공한다.

<그림Ⅱ-4> 내용지식 및 교수법지식과 교수내용 지식의 관계43)

이어서 그들은 슐만이 교수내용 지식과 테크놀로지 지식의 관계에 대

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교수내용 지식 개념이 등장

43) Koehler, M. J. & Mishra, P.(2006),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 Framework for Teacher Knowledge”, Teacher College

Record 108, Teacher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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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980년대에 비해 최근 교육학 담론에서는 첨단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화두(forefront)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테크놀로지가 학생

들에게 강력한 분석, 묘사, 예시, 설명, 시연을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critical role)을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학 연

구 분야에서 테크놀로지 지식은 아래의 <그림Ⅱ-5>와 같이 교수내용

지식과 관계없는 독립적인 지식이거나, 상대적으로 획득하기 쉬운 지식

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

숍 등에서 이루어지는 테크놀로지에 관한 교육은 교과의 내용 및 방법과

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특정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사

용방법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둔다.

<그림Ⅱ-5> 교수내용 지식과 테크놀로지 지식이 분리된 상태44)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은 위의 <그림Ⅱ-5>와 같은 단순한

관점과는 다르게, 테크놀로지 지식,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간의 연결,

상호작용, 어포던스(affordances)45), 제약조건(constraints)들을 강조한다.

44) 앞의 책, p.1024.

45) ‘affordance’는 일반적으로 ‘행동 유도성’으로 번역된다. 이 개념을 처음 제안

한 깁슨(Gibson)에 따르면 ‘affordance’는 세계와 행위자 사이에 존재하는

행위를 유발하는 속성들(actionable properties)을 의미한다. 예컨대 의자는

(어떤 것을) 지탱하기 위하여 존재하며(혹은 지탱하기 위한 속성을 지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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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에서 테크놀로지 지식은 내용 지식 및

교수법 지식과 함께, 좋은 교사라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central)인 지

식으로 간주된다.46)

<그림Ⅱ-6>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TPACK) 개념도47)

그러므로 ‘않기’라는 행동을 유발한다.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봤을 때, ICT와

같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 도구(tools)를 설계하고자 할 때는 학습자

들을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

는 변수들을 ‘affordance’로 고려해야 한다(John, P. & Sutherland, R.(2005),

“Affordance, opportunity and pedagogical imlication of ICT”, Educational

Review, 57(4), pp.407-408). TPACK 개념의 주창자들은 교과에 테크놀로지

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테크놀로지 어포던스(affordance

of digital technologies)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용 지식과 교수

법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 사이의 역동적이며 교호적(transactional)인 관계

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sensitivity)이 필요하다고 본다(Pachler,

N. & Redondo, A.(2014), “A Critical Exploration of the Impact of

Technology on Learning, Pedagogy, and Teacher Effectiveness”, Oon-seng

Tan & Woon-Chia Liu(eds), Teacher Effectiveness : Capacity Building In

A Complex Learning Era, p.272).
46) 앞의 책, pp.1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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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Ⅱ-6>에서 볼 수 있듯이,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

은 일반적으로 내용 지식(CK), 교수법 지식(PK), 테크놀로지(혹은 테크

노롤지에 관한) 지식(TK)이 통합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각 지

식들 간의 교집합은 ‘교수내용 지식(PCK)’, ‘테크놀로지(에 의한) 내용

지식’(Technological Content Knowledge: TCK), ‘테크놀로지(에 의

한) 교수법 지식’(Technological Pedagogical Knowledge: TPK)으로 명

명되는데, 이 세 가지 지식이 모두 겹쳐있는 부분이 바로 ‘테크놀로지 활

용 교수내용 지식’(TPACK)이다.48)

각각의 지식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 ‘테크놀로지 지식’(TK)이란

테크놀로지의 종류에 대하여 알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라기

보다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테크놀로지 지식은 계속 진보되어가는

테크놀로지의 특성상 고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개념이다.

‘테크놀로지 내용 지식’(TCK)은 테크놀로지와 내용이 서로 영향을 주

고받는 방식에 대한 이해, 즉 교과 내용이 테크놀로지의 활용에 의해 어

떻게 변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진보된 테크놀로지가 현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

다. 예컨대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우리 몸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는 심장을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로서 그리고 뇌를 정보를 처리하는 처

리장치로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테크놀

로지는 학습에 대한 본질(nature of learning)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예컨

대 교육용으로 개발된 ‘기하학 시뮬레이터’(Geometer's Sketchpad)는 학

습자들에게 도형과 형상(shapes and form)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고,

표준 기하학 증명(standard geometry proofs)을 쉽게 그려보도록 지원한

다. 기하학적 작도 놀이(“Play” with geometrical constructions) 혹은 작

47) http://tpack.org (What is TPACK?)

48) Koehler, M. J. & Mishra, P.(2009), “What is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Comtemporary Issues in Teacher Education, 9(1),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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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의한 증명(proofs by constructions)은 테크놀로지가 수학 수업에

활용되면서 가능하게 된 기하학 학습의 한 형태인데, 이렇게 교육 분야

에 특정 테크놀로지가 활용될 경우 교과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학

습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변화시킬 수 있다.

‘테크놀로지 교수법 지식’(TPK)은 특정 테크놀로지가 특정한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교수학습 활동이 어떻게 변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해서 테크놀로지가 교수 전략과 설계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

는지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사실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

프트웨어들, 예컨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나 각종 메신저 프로그램

들은 원래 교수학습을 목적으로 개발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테크놀로지의 일반적이며 고정적인 기능을 넘어서 그것들이 교

수학습 방법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활용하기 시

작하였다.49)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TPACK)은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어느 하나의 지식만

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교사들은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 이 세 가지 지식을 독특하게 조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따

라서 어느 교과, 어느 주제에나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처방은 없다. 요컨대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은 “테크놀로지․매

체를 활용하여 최적의 수업을 유연하게 탐색해나가는 교사의 능력”을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은 테크놀로지 사용 방법과

적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에게 교과 내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50)

49) Koehler, M. J. & Mishra, P.(2009), 위의 논문, pp.64-65.

50) 앞의 논문,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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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은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될

까? 콕스와 그레이엄(Cox & Graham)은 코엘러와 미쉬라가 제시한 개념

을 보다 정교화하면서,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

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교과 특수적 활동’(subject-specific activities:

As), ‘주제 특수적 활동’(topic-specific activities: At), ‘주제 특수적 표

상’(topic-specific representation: Rt)을 효과적으로 조직(coordinate)할 수

있는 교사의 지식”으로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을 정의한다. 다

시 말해서 그들은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의 구성요소로 테크놀

로지를 활용하여 교과 특수적 활동, 주제 특수적 활동, 주제 특수적 표상

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혹은 역량)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Ⅱ-7>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 정교화 모형51)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각각의 요소가 테크놀로지의 진보에 따

51) Cox, S. & Graham, C.(2009), “Diagramming TPACK in practice: using

an elaborated model of the TPACK framework to analyze and depict

teacher knowledge”, TechTrend, 53(5),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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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sliding framework)이라는 것이다.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되는 테크놀로지들의 쓰임이 매우 흔해짐에 따라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은 교수내용 지식으로 바뀌기도 한다. 예컨대 과학

교사는 생물 수업 시간에 탐구 학습의 일환으로 학습자들과 함께 직접

개구리를 해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는 개구리를 직접 해부하지 않

고 웹퀘스트(WebQuest) 형태의 온라인 해부 시뮬레이터를 대안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때 과학 교과만의 특수한 활동(교과 특수적 활동)인

개구리 해부를 온라인 시뮬레이터(첨단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진행하

는 것은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과 관련된다. 반면 메스나 종이

도해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개구리를 직접 해부

하는 활동은 교수내용 지식과 관련된다. 즉 같은 교과 특수적 활동이어

도 활용되는 테크놀로지에 따라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교수내용 지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Ⅱ-7>을 참고하면서 각 구성요소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

선 교과 특수적 활동(As)이란 사회 교과의 1차 자료 조사학습(primary

source research)이나 과학 교과의 탐구 학습(inquiry-based learning)과

같이 각 교과의 성격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나는 교수학습 활동을 말한

다. 도덕 교과에서도 도덕 이야기하기(moral storytelling)나 봉사학습

(service learning) 등과 같이 도덕과만의 독특한 교수학습 활동들이 존

재한다.

주제 특수적 활동(At)은 학습자들이 구체적인 개념이나 개념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학습 방법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문제 제시, 시연, 시뮬레이션, 탐구, 실험 등이 있다. 얼핏 보기에 이러한

활동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주제에나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각

의 활동들은 특정 주제에 따라 적용 방식이 구체적으로 변환된다. 예컨

대 생물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는 ‘생물’이라는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여 생물과 무생물 사진을 나란히 제시

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

다. 이러한 활동은 ‘생물’이라는 과학과의 특정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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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시’의 방법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테크놀로지를 활용

하여 적절하게 변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 특수적 표상(Rt)은 각 교과의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

로 묘사, 예시, 모형, 비유 등을 포함한다. 예컨대 지구과학 교과를 가르

치는 교사는 행성의 운동에 대한 개념과 지구와 달의 변화에 대한 내용

을 설명하기 위하여 별자리 시뮬레이터나 전동식 삼구의 모형을 교수학

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52)

위와 같은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교화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

는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의 구성요소들(As, At, Rt)은 앞서 살

펴본 도덕과 교수내용 지식의 구성요소(도덕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 도

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들과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단지 차이라

면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테크놀로지․매체가 활용되느냐 활용되지 않느

냐의 여부로 보인다.

<표Ⅱ-3> TPACK과 도덕과 교수내용 지식(PCK) 구성요소의 비교

TPACK

구성요소
내 용

도덕과 PCK

구성요소
내 용

주제

특수적 표상

주제와 개념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테크놀로

지를 활용하여 묘사, 예시,

모형, 비유로 제시

도덕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

도덕과의 주제와 개념을 학습

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제시

교과

특수적 활동

교과마다 독특하게 나타나

는 교수학습 활동을 테크

놀로지를 활용하여 적용 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

1) 수업목표에 적합한 최적의

도덕과 교수학습 모형을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적용

2) 내용의 성격에 적합한 수업

전략(문제제시, 시연 등)을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적용

주제

특수적 활동

주제와 개념에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을 테크놀로

지를 활용하여 적용

상황맥락적

지식

학습자에 대한 이해,

학습 상황에 대한 이해

도덕수업

준비 지식

학습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

학습동기와 학습양식을 고려하

여, 수업 전․후(교실 내․외)

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

도록 준비시키는 것

52) 앞의 논문,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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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Ⅱ-3>을 참고하면서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비교해보면, 각 교

과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나는 주제 특수적 표상(Rt)은 도덕수업 내용 재

구성 지식과, 그리고 교과 특수적 활동(As) 및 주제 특수적 활동(At)은

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과 개념적으로 맞닿아 있다. 여기에 정교화

모형의 구성요소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

용 지식의 토대로 작용하는 (위의 <그림Ⅱ-6>의 바깥쪽 원형 테두리에

속하는) 상황맥락적(contexts) 지식은 학습자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업

전․후(혹은 교실 내․외) 학습 상황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것과 관

련된 도덕수업 준비지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사점들을

근거로 도덕과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

미를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Ⅱ-4>와 같다.

<표Ⅱ-4> 도덕과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TPACK)의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의 내용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한

도덕수업 준비 지식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특징과 요구를 분

석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을 도덕 수업의 다양한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지식(혹

은 교사의 역량)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한

도덕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

도덕과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원리, 도덕적 역량, 도덕적 현

상 등을 학습자들이 받아드릴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매체

를 활용하여 구체적(주제 특수적 표상: 묘사, 예시, 모형, 비

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한

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

도덕과 교수학습 모형(교과 특수적 활동)과 일반적인 수업

전략(주제 특수적 활동)을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하여 단

원과 차시의 목표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지식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한 도덕수업 준

비 지식’을 가진 교사는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특징

(도덕성 수준, 학습 양식, 학습 동기 등)과 요구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정교하게 조정해 가면서 그들을 도덕 수업

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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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학습자의 도덕성 발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자 한 시도로 전통적인 지필식 DIT 검사방식을 온라인 검사 시

스템으로 전환하여, 채점과 결과에 대한 안내를 자동화하려는 연구가 있

다.53)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례로 긍정심리학 연구 분야의 VIA 성격강

점 검사(VIA Character Strengths Test) 웹사이트가 있다. 긍정심리학에

서는 6개의 핵심덕목(지혜, 자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과 핵심덕목을

구성하는 24개의 성격강점(창의성, 사랑, 용감성, 용서, 시민의식, 영성

등)에 관한 문항들을 제공하고, 문항에 대한 평정 결과를 토대로 피험자

의 대표 강점(signature strengths)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한다. VIA 협

회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VIA 성격강점 검

사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54) 이 지식을 가진 교사는 위와 같은 검사

시스템의 가치를 알고 있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개선코자 노력한다.

<VIA Character Strengths Test 과정> <VIA Character Strengths Test 결과>

<그림Ⅱ-8>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한 도덕수업 준비의 예

53) 백현기 외(2006),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수준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도덕성 검

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디지털정책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pp,52-64.

54) http://www.viacharac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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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한 도덕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을 가진 교사

는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원리, 도덕적 역량,

도덕적 현상 등을 학습자들이 받아드릴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묘사, 예시, 모형, 비유)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컨

대 이 지식을 가진 교사는 ‘도덕적 아름다움’과 같이 학습자들이 이해하

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을 가르칠 때, 추상적인 언어로 설명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제공하고 감성적이며 배려적인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우정이나 따돌림’과 같은 현상의 경우, 파워포인트 프레

젠테이션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

가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묘사하면서, 학습자들에게

도덕적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도덕적 개념의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

하기 위하여 플래쉬 애니매이션55)을 활용>

<도덕적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

<그림Ⅱ-9>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한 도덕수업 내용 재구성의 예

55) http://www.kbs.co.kr/1tv/sisa/happytopia/vod/review/index.html (KBS, TV

동화 행복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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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한 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을 가진 교사

는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하여 도덕과 교육과정을 이루고 있는 단원과

차시의 목표에 적합하게 교과 특수적 활동(도덕과 교수학습 모형)과 주

제 특수적 활동(일반적인 수업 전략)을 조직할 수 있다. 이 지식을 가진

교사는 블로그(blog)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과 같은 테

크놀로지의 독특한 특징을 알고 있고, 이를 도덕과 교수학습 활동의 성

격에 적합하게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블로그나 SNS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추적하고 타인에게 공

개하는데 유리하다. 이러한 특징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한편의 도덕

이야기로 만들어 공언하거나, 봉사활동 과정과 결과를 동료 학습자들에

게 공개 시연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들이 공언

한 도덕적 가치나 실천한 봉사활동 결과에 응원과 격려, 칭찬과 조언을

보내는 사회적 지지 활동은 도덕과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 특

수적 활동인데, 위의 테크놀로지들이 이러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

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블로그를 활용하여 자신의 ‘도덕 이야기’

를 공언하고 응원과 격려보내기>

<SNS를 활용하여 ‘봉사활동’ 과정과 결과

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칭찬과 조언하기>

<그림Ⅱ-10>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 재구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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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덕적 개념의 ‘이해’나 해결방법의 ‘탐구’ 등과 같은 일반적인 수

업 전략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하여 학습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예

컨대 학습자들에게 특정 도덕적 개념(예컨대 책임 등)에 대한 의미를 명

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개념(예컨대 절

제나 성실 등)들과 비교․대조케 하는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주제 특수적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교사는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해 ‘비교와 대조’의 사고과정을 도식화

한 워크시트를 제작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교나 지

역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료 학습자들과 함

께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견을 조정하며 최고의 방법을 탐색해 나가

는 협업의 장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학습 환경을 테크놀로지․매체로

구조화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유사한 (도덕적) 개념을 ‘비교와 대조’

하기 위해 사고과정을 도식화한 워크

시트 제공>

<공동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고의 방법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구조

화된 장을 마련>

<그림Ⅱ-11>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한 일반적 수업전략 재구성의 예

결론적으로 ‘도덕과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TPACK in

moral education)이란 ‘도덕과 교수내용 지식’(PCK)의 구성요소들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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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된 테크놀로지․매체에 대한 지식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식은 “테크놀로지․매체를 수업 체제를 구성

하는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과

방법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여 최적의 도덕 수업을 유연하게 설계

해나갈 수 있는 교사의 지식(혹은 역량)”56)을 의미한다.

테크놀로지 지식은 도덕과 교수내용 지식의 구성요소인 도덕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 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 도덕수업 준비지식 각각과 결

합하여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한 도덕수업 준비 지식’, ‘테크놀로지․

매체를 활용한 도덕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한

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으로 변환된다. 여기서 테크놀로지 지식은 테

크놀로지를 단순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교수학습과 관련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활용하여 정보를 가공 및 처리하고 학습자들

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

식의 구성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통합

되면서 하나의 완벽한 도덕 수업을 만든다.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은 교사가 테크놀로지․매체를 통합하

여 도덕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는 신념 체계 혹은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

56) 코엘러 등은 예비교사들이 TPACK을 얼마나 잘 형성하고 있는지, 테크놀로

지 관련 강좌나 연수 등을 교육받고 TPACK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측정

하거나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는 측정도구(Survey of Preservice Teachers'

Knowledge of Teaching and Technology)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예컨

대 TCK의 경우 “나는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알고 있다.”, TPK의 경우 “나는 교수학습 방법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선택할 수 있다.”, TPACK의 경우 “나는 교과

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테크놀로지를 적절히 결합하여 수업을 가르칠 수

있다.” 등의 문항을 제공하고 있다(http://tpack.org, TPACK Surveys).

위의 문항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측정도구는 CK, PK, PCK, TK,

TCK, TPK, TPACK에 관련된 문항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어, 교사들이

TPACK 그 자체는 물론 그것의 토대가 되는 ‘기초지식영역’과 ‘기초지식영

역 간의 관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개선방

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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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방법에 적합하게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지식 체계이다. 이러한

신념 및 지식 체계는 교수학습 활동 현상에서 대개 교수학습 자료라는

물리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테크놀로

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을 도식화해보면 아래의 <그림Ⅱ-12>와 같다.

도덕수업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현상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하여 교과 특수적 활동, 주제 특수적 활동,

주제 특수적 표상을 조직, 학습자를 활동에 참여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

-> 물리적 형태의 교수학습 자료로 나타남)

명시적

TPACK

도덕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

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
도덕수업 준비지식

암묵적

TPACK

(수업

전문성)테크놀로지 지식(활용능력과 정보처리․의사소통․문제해결 능력)

↑

도덕수업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현상

(설명․발문 방식, 활동과 과제 제공, 교수학습자료 제공, 스케폴딩과 피드백 제공 등)

명시적

PCK

도덕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

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
도덕수업 준비지식

암묵적

PCK

(수업

전문성)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

도덕과에서

다루는 영역

(서양, 동양

윤리 등)별

내용

도덕과의

교수학습

방법 및

수업전략

도덕과의

평가 방법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해

학습동기와

학습양식

<그림Ⅱ-12> 도덕과에서의 TPACK 개념도

(2)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활용의 일반 원리

교수학습 자료를 분류하는 기준들은 수업에 기여하는 역할과 산출하는

효과를 각각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TAPCK의 구성요소들은 교사가

테크놀로지․매체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 혹은 갖추

어야 할 지식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학적’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리로 취급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료의 설계는 수업에

서의 활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활용의 원리는 곧 설계의 원리로도 간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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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지금부터는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

하면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및 설계를 위한 일반 원리를 도출

해보고자 한다.

먼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은 지도 요소(가치․덕목:

책임, 배려, 존중 등), 도덕성 요소(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일방적 의사소통, 교호적 의사소통, 자율수

업), 자료의 적용 방식(내용전달, 내용탐색, 내용생성), 기술적 요소의 개

입 수준(읽기자료, 포토툰, 캐리커쳐툰,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감각 요

소(시각, 청각, 시각/청각, 촉각/운동감각), 자료 형식(읽기 자료, 이야기

자료, 시청각 자료 등), 학습 환경(시설자료, 지역사회자료 등) 등이 일반

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기준을 중심

으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분류 기준들을 범주화해보면 아래의

<그림Ⅱ-13>과 같다.

유병렬
(2011)

은정희
(2001)

서강식
(2001)

노영란
(2006)

임상수
(2006)

차우규
(2012)

지도 요소

(가치․덕목)

도덕성 요소

(인지,정의,행동)

도덕성 요소

(인지,정의,행동)

도덕성 요소

(인지,정의,행동)

자료의 형식 자료의 형식

의사소통 방식

(활동 방식)

자료적용 방식

(활동 방식)

감각 요소

(매체 요소)

감각 요소

(매체 요소)

기술 요소

표준화 자료

특수화 자료

텍스트 자료와

비텍스트 자료

실물 형태

※범주화된 새로운 분류 기준 :

: 도덕성 요소, : 방법 요소, : 기술 요소

<그림Ⅱ-13>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분류 기준 범주화



- 50 -

범주화되어 새롭게 제시된 분류 기준으로 먼저 ‘도덕성 요소’가 있다.

도덕성 요소는 교수학습 자료가 활용되는 수업의 목표 및 결과가 어떤

성격의 것이냐와 관련된 수업 설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바꾸어 말

하면 수업의 목표 및 결과는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및 설계의 목

표를 규정한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방식’과 ‘자료적용 방식’이 있다. 이

둘은 수업의 내용과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은 자료의 적용 방식

을 결정(예컨대 교사 중심의 내용전달 자료 등)하기 때문에 이 둘은 수

업의 방법적 측면에서 동일한 범주로 묶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각 요

소’(매체 요소)와 ‘기술 요소’가 있다. 사실 이 두 요소는 완벽히 동일한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각 요소(예컨대 시각)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예컨대 이미지 파일 등)을 동반하며, 감각 요소 수준이 올

라갈수록(예컨대 시각 -> 시각 + 청각 등), 기술 수준 역시 함께 올라가

기 때문에(예컨대 이미지 파일 -> 동영상, 플래쉬 애니메이션 등), 이

둘은 기술적 측면의 범주에 포함시켜 고려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도덕과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을 구성하고 있

는 요소들은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한) 도덕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

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 도덕수업 준비지식으로 구분된다.

도덕수업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현상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하여 교과 특수적 활동, 주제 특수적 활동,

주제 특수적 표상을 조직, 학습자를 활동에 참여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

-> 물리적 형태의 교수학습 자료로 나타남)

명시적

TPACK

도덕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

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
도덕수업 준비지식

암묵적

TPACK

(수업

전문성)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

도덕과에서

다루는 영역

(서양, 동양

윤리 등)별

내용

도덕과의

교수학습

방법 및

수업전략

도덕과의

평가 방법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해

학습동기와

학습양식

테크놀로지 지식(활용능력과 정보처리․의사소통․문제해결 능력)

<그림Ⅱ-14> 도덕과에서의 TPACK과 분류 기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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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Ⅱ-14>를 참고하면서 도덕과 TPACK의 구성요소들과 (범

주화되어 새롭게 제시된) 분류기준을 비교해보면, ‘도덕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 및 도덕수업 준비지식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해’는 ‘도덕성 요

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덕수업 방법 재구

성 지식’ 및 도덕수업 준비지식의 ‘학습동기와 학습양식’은 ‘방법 요소’와,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 통합되어 기능하는 ‘테크놀로지 지식’은 ‘기술 요

소’와 관련이 있다.

요컨대 도덕과 TPACK의 구성요소들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분류

기준을 모두 포함하면서, 자료를 활용하거나 또는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포함관계 속에서 도덕과 TPACK에 기반하

여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활용 및 설계의 일반 원리를 도출해보면 아래

와 같다.

첫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수업 내용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히 확인하고, 그것들을

자극할 수 있게끔 설계(혹은 활용)되어야 한다. (도덕성 요소)

둘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수업 내용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방

식, 즉 (교실 내․외, 수업 전․후의) 교수학습 활동 방식(도덕과

교수학습 모형과 수업전략)을 반영하여 그 기능이 설계되어야 하

되,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학습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방법 요소)

셋째, 내용과 방법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와 매체는 가능하다면 그 개

입 수준을 높이고 다매체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나, 자료의

설계 및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 요소)

위와 같이 도출된 세 가지 일반적인 설계 원리들로 미루어볼 때, 테크

놀로지․매체를 도덕 수업에 통합하기 위하여 최적의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 및 개발하는 작업은 한정된 의미에서 도덕 수업을 위한 ‘교수체제’

를 설계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의 설계 원리에 따르면

전문가로서의 교사가 보다 나은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 및 개발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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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습자들의 도덕성 발달 수준과 학습동기 및 학습양식을 확인하는 작

업(도덕수업 준비 단계),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학습자들이 받아드릴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작업(도덕

수업 내용 재구성 단계), 최적의 교수학습 방법과 수업전략을 찾고 이를

재구성하는 작업(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단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교수학습 자료의 선정, 설계 및 개발 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수체

제 설계의 과정(ADDIE)을 따라야 할 것이며, 단지 그 범위를 테크놀로

지와 매체에 한정시킨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57)

<그림Ⅱ-15> 교수체제 설계와 교수학습 자료 설계의 관계

더욱 중요한 점은 위에서 제시한 각각의 작업들이 교수학습 자료 개발

의 목적이나 활용의 목표를 중심으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TPACK 관련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수학습 계획(lesson plan)을 통해 수업에 활용할 첨단 테크놀로지를 마

련할 때,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 각각에 대한 분리된

설명(separate support contained elaborate information) 방식보다는 이

57) 나일주 외(2000), 위의 책,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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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지식이 통합된 설명(integrated support) 방식을 보다 선호한다.

특히 테크놀로지 사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제공되는 수업

의 내용과 교수방법(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은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

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테크놀로지를 활

용할지 결정하는 시작점(TPACK starting position)으로서의 역할을 한

다.58)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네 번째 일반적인 설계 전략이 도출

될 수 있다.

넷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위의 세 가지 일반적인 설계 원리(도덕

성 요소, 방법 요소, 기술 요소)가 일관성(consistency) 있게 반

영될 수 있도록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설계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일반 원리들은 도덕 수업에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거

나 도덕과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각의 전략들은 도덕과 교수학

습 자료 설계 모형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되며, 이러한 구

성요소들이 모여 아래의 <그림Ⅱ-16>과 같은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 이

렇게 구축된 기본 구조는 교사가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전략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게 하고, 설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주며, 자료의 효과가 미비할 경우 문제점을 추

적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제 문제는 일반적인 설계 원리인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구체

화할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development)

의 목적(purpose)은 어떤 도덕성 요소를 기준으로 규정(혹은 분류)할 수

있는지, 교수학습 자료 활용(implement)의 목표(goal: 개발의 하위 목적

혹은 수업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지, 수업내용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

58) Janssen, N. & Lazonder, A. R.(2015), “Implementing Innovative

Technologies Through Lesson Plans: What Kind of Support Do

Teachers Prefer?”, J Sci Education Technol,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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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식을 어떻게 설계(design)할지(혹은 학습유형을 어떻게 결정할지),

어떤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utilize)해야 할지,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목적과 활용의 목표, 학습유형과 테크놀로지․매체를 일관성 있게 연결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process)를 따라야할지의 문제에 대하여 상

세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Ⅲ장에서는 위와 같은 각각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이론들을 탐색한다.

<그림Ⅱ-16>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의 구성요소와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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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의 토대

1.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목적과 활용의 목표

1)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목적으로서 4구성요소의 발달

TPACK을 기반으로 도출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의 네 가지 일

반 원리 중 첫 번째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수업 내용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히 확인하고, 그것들을

자극할 수 있게끔 설계(혹은 활용)되어야 한다. (도덕성 요소)

첫 번째 원리에 따르면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는 도덕 수업을

통하여 발달시키고자 하는 도덕성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 즉

개발(development)하고자 하는 교수학습 자료가 어떤 목적(purpose)의

것인지를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인지적․

정의적․행동적 요소로 구분되는 ‘도덕성 요소’에 따라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목적(인지적인 측면의 자료인가 혹은 정의적인 측면의 자료인가)

을 규정하고, 각각의 자료들을 분류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지적․

정의적․행동적 요소로 구분되는 도덕성 요소의 경우 각각의 요소가 도

덕성 발달에 기여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덕적 추론이나 판단, 감정과 열정 그리고 행동이 인지와 정서가 동반

된 것이라고 보는 최근의 관점에 비추어볼 때 교수학습 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교수학습 자

료 개발의 목적을 분명히 규정하여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설명 방식에 비해 보다 명확한 분석의 단위를 보여주는 변인을 도

덕성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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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도덕성’이라는 개념은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를 정의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토대와 그에 따른 강조점에 따라 도덕

성의 의미와 도덕 수업에 대한 처방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비록 도덕성을 정의하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할지라

도,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도덕성에 대한 타당한 관점은 설정할 수 있으

며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도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공식 문서인 ‘2009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도덕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도덕

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에 따르

면 도덕 교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자신과 우리·타인, 사회·국가·지구공동체,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도덕적 정서, 실천 의지 및 능력을 통

해 도덕적 덕성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을 형성한다.59)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도덕과 교육의 목표로 미루어볼

때, 학습자들의 도덕성(도덕적 덕성)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길러주어야 할

것들로는 크게 ‘도덕 문제에 대한 민감성’,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행

위의 동기로서) ‘도덕적 정서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실천 능력’을 꼽

을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은 (그 사회와 문화에서 소중

히 생각하는 가치 및 규범의 습득과 함께)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의지, 도덕적 실천 능력을 자율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도덕성에 대한 위와 같은 관점은 도덕 심리학 이론 중 도덕적 행동의

산출과 관련된 요소 혹은 과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레스트(Rest)

5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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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구성요소 모형(the Four Component Model)과 그 구조가 비슷하다.

그의 4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성을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바라

보면서, 인지, 정의, 행동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

나 인지와 정서가 동반된 4개의 분석 단위(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행력)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레스트가 제시한 도덕성의 4구성요소는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도덕성에 대한 기존의 구분(인지적, 정의적, 행동

적 요소)에 비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레스트는 기본적으로 콜버그(Kohlberg)의 인지발달론적 접근을 따르면

서도 콜버그 이론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하였다. 레

스트 역시 콜버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성에 있어 인지적(cognitive)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옳음, 의무, 정의,

사회 질서, 호혜성과 같은 도덕성의 기본 개념에 대한 스키마(schema)60)

60) 콜버그가 도덕적 판단에 대한 구조와 도덕성 발달의 특징을 ‘단계’(stage)의

개념으로 설명한데 비해, 레스트는 그것을 ‘스키마’(shema)의 개념으로 설명

한다. 레스트가 말한 스키마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콜버그의 단계와 다르

다. 첫째, 콜버그에게 있어 발달은 어떤 사람이 이전 단계의 사고 형태에서

다음 단계의 사고 형태로 이동하는 계단식 개념(simple stage model: 단순

단계모형)인 반면, 레스트에게 있어 발달은 다음 단계의 사고 형태를 얼마

나 자주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출현 빈도의 개념(complex development

model: 복합발달모형)이다. 둘째, 레스트의 스키마는 콜버그의 발달 구조와

내용의 차이를 경험적 연구결과들에 의해 지지되는 세 가지 방식(개인적 이

익, 규범 유지, 인습이후 스키마)으로 설명한다. 셋째, 도덕적 사고에 대한

인지적 작동(cognitive operations)을 직접 평가하고자 한 콜버그와는 달리,

레스트는 도덕적 사고에 대한 인지적 작동의 결과물(content-output of

operation)을 평가한다. 넷째,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에 대한 단계적 특성으

로 ‘보편성’(Universality)을 가정하였지만, 레스트는 ‘문화 상호간 유사

성’(cross-cultural similarity or commonality)을 가정한다. 이는 콜버그가

도덕적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보루로서 도덕성에 대한 보편성을 끝

까지 고수한데 반해, 레스트는 도덕성을 공동체의 경험, 제도적 합의들

(institutional arrangements), 숙의(deliberation) 등으로부터 진화된 사회적 구

성물(social construction)이라고 간주하는 견해가 도덕적 상대주의나 회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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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해간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채택하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

른 개인의 변화를 발달(development)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발달적 변화는 인습수준(conventional)에서 인습이후수준

(postconventional)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보았다.61) 하지만 그는 콜버

그가 도덕적 행동의 근본적인 요인라고 생각했던 도덕적 원리에 대한 이

해 혹은 추론능력이 도덕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

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도덕성 발달에는 도덕적 판단의 발달만 있는 것

이 아니라 또 다른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레스트의 4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적 행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으로 무엇이 일어나야 한다고 가정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였

다. 먼저 레스트는 기존의 심리학 연구들이 도덕성을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이론적으로 명확한 분

석 단위를 보여주지는 못하였음을 지적한다. 즉 도덕적 정서가 결여된

도덕적 인지는 없고, 도덕적 인지가 결여된 도덕적 정서도 없으며, 정서

와 분리된 도덕적 행위 역시 없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생각이다.62)

또한 도덕성을 인지와 정서, 혹은 행동의 한 가지 측면에서 규명하려

시도는 도덕성의 의미와 도덕적 행동의 산출 과정을 온전히 설명해내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예컨대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

하여 (인지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도덕적 행동으로 연결

의와 동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인한다. 다섯째, 콜버그는 도덕적

인 행동의 내적인 과정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도덕적 판단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레스트는

도덕적 판단이 암묵적(implicit)인 이해와 관련된 스키마에 의존하기 때문에

언어적 발화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Rest, J. et al.(2000), “A

Neo-Kohlbergian Approach to Morality Research”,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9(4), pp.384-386.
61) 앞의 논문, pp.382-383.

62) Rest, J. R. & Narvaez, D.(1994), Moral Development in the P rofessions: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문용린

외 역(2006), 『윤리경영시대의 전문직업인의 윤리발달과 연구』, 서울: 학

지사,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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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이입이나 죄책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나친 감정이

입과 과도한 죄책감은 도덕적 행동을 저해하거나 비정상적인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을 돕는 행동 자체가 도덕성을 보장

하는 것도 아니다. 의도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남을 돕는

행동일지라도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63)

이에 레스트는 도덕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인지발달 연구뿐만 아니

라 행동주의․사회학습․정신분석학․사회심리학 연구까지)을 종합하여

도덕적 행동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적 틀로서 4구성요소 모형을 제시하

였다. 그는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는 데는 최소한 네 가지 독립적인 과정

들 혹은 요소들(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

행력)이 있으며, 각각의 요소들은 모두 인지와 정서가 동반64)된다고 보

았다. 또한 각각의 요소들은 어느 하나의 요소에서 다른 요소로 순차적

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하였으며65), 특정 행동에

있어서 한 요소가 과도하게 많은 역할을 할 경우 다른 요소들의 역할이

작아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하나의 도덕적 관심사에 대한 의무

감은 도덕적 사태에 대하여 둔감하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강직함

63) 서미옥(2005), “4구성요소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본 도덕발달 연구의 지향

점”, 『중등교육연구』 제53집 제2호,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p.160.

64) 4구성요소 모형의 지지자들은 각각의 요소에 인지와 정서가 함께 나타난다

는 것을 강조한다. 레스트도 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예컨대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도덕적 이상(moral ideals)이나 사회적 협력에 대한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책임감이나 정의감과 같은 정서적 요소를 수반한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커(Walker)는 최근까지 그들의 연구가 도덕

기능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보다 강조해 왔음을 지적하며, 만약 이 모형이

도덕 기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모형이 되려면, 각 요소별로 인지와 정서

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며 조화를 이루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Walker, L. J.(2002), “The Model and the Measure: an appraisal of

the Minnesota approach to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3), pp.355-358.

65) 문용린 외 역(2006), 위의 책,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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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덕적 민감성의 발휘를 방해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덕적 행동이란 매우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단일

한 요인(공감, 찬사회적 성향, 도덕적 추론 능력, 문제해결기술 등) 중 어

떤 것도 이것을 완벽하게 대표할 만큼 포괄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66)

그렇다면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먼저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위들이 가능하고, 가

능한 각각의 행동들에 의해서 누가 그리고 무엇이 영향을 받으며, 그 행

동에 참여한 일행들이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관

련하여 사회적 상황에 관한 감각적 인식 체계의 수용성과 상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67) 요컨대 민감성은 특정 상황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환경 내의 단서들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과 관련된다.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

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면, 그것을 확실히 인식했

을 때만큼 돕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경

내의 단서들을 포착하는데 있어 사람들 사이에 현저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피가 흐르는 것을 봐야 도덕적인 문제가

포함된 상황으로 간주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찡그린 얼굴을 통해서도 도

덕적 함의를 인식한다.

환경 내의 단서들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은 보다 원초적인 인지들과 그

에 수반되는 감정들의 작동과 관련된다. 즉 사람들은 아주 짧은 순간에

도 누군가에 대해 강한 반감을 느낄 수 있고 즉각적인 공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반성적인 판단과 사고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암묵적이

고 즉각적으로 유발된다. 이러한 감정들은 상황의 중요한 양상을 알리고

66) Rest, J. R.(1980),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arch and Theory,

Greenwood Publishing. 문용린 외 역(2008), 『도덕발달 이론과 연구』, 서

울: 학지사, pp.29-34.

67) Rest, J. R. & Narvaez, D.(1995), “The four component of acting morally”, in

Kurtines, W. M. & Gewirtz, J. L.(eds), Moal Development : An Introduction

1st Edition, Pearson Education. 문용린 역(2004),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서울: 학지사, p.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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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행동을 위한 동기를 제공하지만, 때론 상황 속에서 일어난 정

서가 보다 나은 판단을 방해할 수도 있다.68)

도덕적 민감성을 정의하는 방식은 학자에 따라 도덕적 이슈에 대한

‘해석’과 ‘반응’의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도

덕적 이슈(moral issues)란 타인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이득을

줄 수 있는 의도된 행동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특히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의 준수 혹은 위반과 관련이 있다. 도덕적 민감성을 정의하는 첫 번

째 방식은 정서적 요인을 제거하고, 오로지 상황에 내포된 도덕적 이슈

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만으로 그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 방

식은 도덕적 이슈를 인식하는 능력과 함께 그 이슈를 다른 이슈들에 비

해 얼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ascription of importance)로 설명한다.

이러한 방식은 만약 어떤 사람이 상황 속에 내포된 도덕적 이슈를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이슈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될 것

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민감성은 역할채택 능력(role-taking ability)과 같

은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empathy)과 같은 정서적 반응의 조

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세 번째 정의 방식이 레스트가 말하고자 하

는 도덕적 민감성이다. 사실 위와 같은 정의 방식의 차이는 도덕적 민감

성을 어떠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가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69) 여하튼 분명한 것은 행위자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 상황에 담긴 도덕적 이슈와 그 안에 포함된 사

람들의 상태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을 식별하고, 다른 사람들

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경험하는지를 이해하며,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들

에게 열려 있는 가능성의 전체 범위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상상력(moral imagination)으로 불리기도 한다.70) 존슨(Johnson)

68) 문용린 외 역(2008), 위의 책, pp.27-28.

69) Jordan, J.(2007), “Taking the first step toward a moral action: A review

of moral sensitivity Measurement across domai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8(3), pp.32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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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통찰력이 있고 감수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품성과

상황에 대한 식별력을 정교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을 기르

며, 은유(metaphor), 원형(prototype), 서사(narrative)의 함축들을 상상적

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일차적 과제는 도덕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을 배우는 일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입적 상상력과 행위 가능성에 대한 상상적 조망을 계발하는 것이

다. 존슨은 만약 우리에게 타인의 경험이나 느낌, 계획, 희망 등을 상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누군가를 목적 자체로 대우한다는 것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뿐만 아

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행위 가능성을 상상적으로 식별하고 주어

진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도움과 해악을 조망하는 능력이 없

다면 어떤 사람도 적절하게 반성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일 수 없다고 주장

한다.71) 이러한 그의 생각은 ‘상상력’을 단순히 사물을 모방하여 이미지

를 만들어 내는 것 등으로 생각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있으며, 그

것을 주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

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72)

도덕적 상상력은 타인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감정이입

을 통해) 그 자체를 ‘특별한 존재’로 여길 것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도

덕적 감정이나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상상력은 특

정한 조건에서 나의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하여 미

70) Brandenberger, J. W.(2005), “College, Character, and Social Responsibility:

Moral Learning through Experience”, in Lapsely, D. K. & Power, F.

C.(eds),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정창우 역(2008),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경기: 인

간사랑, pp.273-275.

71) Johnson, M.(1993), Moral Imagination: Implications of Cognitive Science

for Eth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 역(2008), 『도덕적

상상력: 체험주의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 경기: 서광사, pp.395-404.

72) 배상식(2008), “도덕교육에 있어서 도덕적 상상력의 의미와 적용”, 『동서철

학연구』 제49호, 한국동서철학회, p.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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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되도록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능력과 관련

된다는 측면에서 도덕적 추론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73) 따라서 도덕적 상상력이란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도덕적 인지와 정서가 함께 작용하는 일종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도덕적 민감성을 인지와 정서가 동반된 것으로 본 레스

트의 주장과 일치한다. 요컨대 도덕적 민감성이란 도덕적 이슈에 대한

인식능력과 그것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다른 요소와

는 구별되는 고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도덕적 민감성이 특정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들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

된다면, 도덕적 판단(moral judgement)은 가능한 행동들 중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는 것과 관련된다. 만약 도덕적 판단

능력이 결핍되면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으로 도덕적 선택을 정당화하게

된다. 도덕적 판단에 대한 연구는 피아제(Piaget)나 콜버그, 그리고 레스

트를 비롯한 DIT(Defining Issues Test)74) 연구자들과 같은 인지발달 심

리학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인지발달론에서

73) 신현우(2012), “도덕적 동기화 요소로서 도덕적 상상력에 관한 연구”, 『윤

리연구』 제87호, 한국윤리학회, pp.192-193.

74) 레스트는 도덕적 판단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콜버그와의 이론적 차이(단순단

계모형과 복합발달모형)에 의해 생긴 채점방식의 문제와 MJI(The Moral

Judgement Interview)가 가진 방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측정 방식인 DIT를 개발한다. 그의 DIT는 콜버그가 사용한 인터뷰 방식

검사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방법상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측정의 신뢰도

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다. 즉 MJI가 훈련된 평정자들이 개별

인터뷰에서 나타난 피험자들의 반응을 직접 평정하는 방식이라면, DIT는

각 단계의 사고를 대표하는 문장을 제시하고 피험자들이 그것을 직접 평정

하게 하는 방식이다. DIT는 상이한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 도덕

딜레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며, 그것이 한

개인의 도덕 발달 수준을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가

정은 피험자가 도덕 딜레마에서 제시된 진술문을 읽고 이해했다고 하더라

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높은 평점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문용린(2011), 『한국인의 도덕성 발달 진단 -

한국판 도덕판단력 검사의 개정 및 재표준화 -』, 경기: 집문당,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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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적 경험을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스키마를 구성

하며, 누적된 경험들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스키마들은 세계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고 가정한다. 레스트는 어떤 상황

에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할 때, 이 판단을 이끄

는 것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혹은 협동)와 ‘공정성’(혹은 정의)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즉 사람들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상호 협

력적인 관계’를 조직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는데, 상호 협력적 관

계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에 따라 도덕 판단의 ‘단계’ 차원에서 언급되는

‘공정성’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이 뒤따르게 된다.75)

좀 더 구체적으로, 레스트는 도덕적 판단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콜버그가 제시한 6단계 대신 세 가지(개인적 이익, 규범 유지, 인습이후)

스키마를 제시한다. 개인적 이익 스키마(personal interest schema)는 콜

버그 이론의 2단계와 3단계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레스트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에 의해 단일한 요인으로 통합되었다. 유년기에 발달하는 이 스키

마는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고 있으

나 사회 중심적 관점을 수반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도덕적 의사결정

은 행위의 결과가 가져올 개인들의 이해타산에 의해 정당화된다.

규범 유지 스키마(maintaining norms schema)는 콜버그의 4단계로부

터 도출된 것으로 개인적 이익을 넘어 보다 사회 중심적 관점을 수반한

다. 규범 유지 스키마를 갖게 되면 사람들은 규칙이나 역할과 같은 사회

적 규모의 협력체계(society-wide co-operation)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즉 사람들은 관습적인 사회적 질서를 도덕성으로 정의하면서, 만약

법(사회적 규칙과 역할에 대한 의무)이 없다면 질서도 없어질 것이고 사

람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회는 무

정부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인습이후 스키마(postconventional shema)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도덕

적 기준에 대한 우선성’(primacy of moral criteria), ‘도덕적 이상에 호

소’(appeal to an ideal), ‘공유 가능한 이상’(shareable ideals), ‘최대 호혜

75) 문용린 외 역(2008), 위의 책,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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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full reciprocity)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게 한다. 콜버그가 칸트와 롤

즈의 철학적 전통에서 도덕성의 최고 단계인 6단계를 정의하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레스트는 도덕성을 정의함에 있어 특정한 철학적 견해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규범 유지 스키마와 인습이후 스키마의 차이

에 초점을 두어 도덕성을 정의하는데, 이 차이는 도덕적 합의(관습적 규

범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 도덕적 이상과 논리적 일관성에 호

소하는가)에 도달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레스트는 롤즈와

칸트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적 견해, 자유주의적 견해 등 여타의 인습후기

에 해당하는 형태들을 폭넓게 반영하여 도덕성을 정의한다.

레스트에 따르면 발달론적으로 볼 때 사회적 인식에 대한 발달은 사회

구성원들이 단지 면대면의 상황 속에서 관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도와 관습 그리고 역할체계 등을 통하여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회적 사실을 발견’(discovery of society)하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사회가 규칙과 역할, 제도의 체계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회 체계의 토대가 되는 도덕적 권위에 대하여

다양한 의문들(예컨대 어떻게 사회적 수준의 협력적 체계가 형성되며,

어디서 상호호혜와 공공의 이익이 발생하는가? 어떻게 부와 이익, 기회

를 분배할 것인가? 권력의 합법적 사용은 무엇인가? 등)을 갖게 된다.

레스트는 이러한 쟁점들을 거시적 도덕성(macro-morality)라고 불렀으

며, 거시적 도덕성은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사람 혹은 가까운 타인들과

의 상호작용 문제를 다루는 미시적 도덕성(micro-morality)과는 구별된

다고 말한다.

거시적 도덕성은 사회적 수준에서 잘 모르는 사람 혹은 경쟁자들과의

상호 협력적 관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의 구조 및 체계와 관련된 것

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도덕적 스키마(개인적 이익, 규범 유지, 인습

이후 스키마)는 도덕적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대답하느냐, 다시 말해서 미시적 도덕성의 수준에서 대답하느냐 아니면

거시적 수준에서 대답하느냐에 따라 (위계적으로) 정렬된 것이다.76) 여

76) Rest, J. et al.(2000), 위의 논문, pp.38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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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레스트는 기본적으로 미시적 도덕성보다는 거시적 도덕성의 차원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덕적 판단은 레스트가 제시한 4개의 구성요소 중 가장 많이 연구된

요소이다. 그는 DIT라는 측정도구77)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개입방법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기적’ 혹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넘어 보편적인 관점에 의해

77) 도덕적 판단력을 측정하는 또 다른 측정도구로는 린트(Lind)의 MJT(Moral

Judgement Test)가 있다. MJT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이상이나 원

리들에 대한 선호(정서적 측면)와 그것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능력(인지적

측면)을 구분하여 측정하는데, 이는 도덕적 행위에 있어 인지와 정서는 분

리될 수 없지만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는 양면이론(Dual-Aspect theory)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도덕적 판단력의 측정은 그것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도덕적 과업(moral task)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도덕적 딜레마와 반대 제안(counter-suggestions) 방법을 활용한다. 예컨대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안락사와 관련된 딜레마를 접한 후, 안락사를

반대하는데 활용된 모든 (콜버그의 단계를 대표하는) 도덕원리들을 수용하

고 안락사를 찬성하는데 활용된 모든 원리를 거부할 경우, 그 사람은 매우

낮은 C점수(C-index)를 받게 된다. 반면 (내적 도덕원리에 기초하여) 일관

성 있게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을 평가한 사람은 높은 C점수를 받게 된다

(Lind, G.(2008), “The Meaning & Measure of Moral Judgement Competence: A

Dual Aspect Model”, 박병기 외 역(2013),『도덕철학과 도덕심리학』, 경기: 인

간사랑, pp.313-341.). 이는 자신의 의견을 찬성하는 주장에 대한 반응은 도

덕적 문제 해결에 있어 선호되는 특정 도덕원리를 나타내며, 반대하는 주장

에 대한 반응은 그 원리를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는 점

을 전제한다(박균열(2006), 도덕판단력 측정도구 MJT의 특징과 활용법, 『도덕

윤리과교육』 제23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p.130.). 또한 린트는 도덕적 판

단과 도덕적 태도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는데, 도덕적 판단의

일관성을 보이는 사람은 콜버그의 6단계 추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레스트의 DIT는 도덕적 판단력에 대한 간접적인 지

표만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레스트는 ‘선호도’가, 린트는 ‘일관성’이

도덕적 판단력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주장한 것이다(김항인(2000), “도덕판단

력 측정에 대한 고찰 : DIT와 MJT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제12호, 한

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pp.2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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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고 인도된 행동은 그 행동을 도덕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상

식적이며 일반적인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자

기중심성을 극복한다는 것은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및 배려의 관점

과 연결된다.78) 특히 도덕적 개념이나 규범, 원리 등이 모든 구성원들에

게 공지되어야 하고 실천 가능해야하며 갈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면79), 가까운 타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다 공정하고 배려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은 도덕의 기본 개념에 미루어

볼 때 도덕과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레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덕과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개인적 이익 스키마를 인습이후 스키마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덕적 판단 능력의 발달만으로 도덕성 발달에 대한 모든 부분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도덕적 행동의 산출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다. 경험적인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듯이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행동의

산출에 관하여 약 10〜15% 정도만을 설명하기 때문이다.80) 이러한 결과

는 도덕적 행동은 몇 가지 심리적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나며, 도

덕적 판단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는 다른 모든 가치와 의도들보다 도

덕적 가치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가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

다. 즉 도덕적 동기화는 행동의 결과를 알고 있고 여러 행동들이 선택할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왜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가’ 혹

은 ‘무엇이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선택하도록 동기화

시키는가’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다.81)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레

스트는 특정 상황을 도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78) 박찬구(2012), 『우리들의 응용 윤리학』, 서울: 울력, pp.25-28.

79) Pojman, L. P.(2009), Ethics: Discovering Right and Wrong 6th Edition,

Cengage Learning. 박찬구 외 역(2011),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 서

울: 울력, pp30-32.

80) Jordan, J.(2007), 위의 논문, p.325.

81) 문용린 외 역(2008), 위의 책,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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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부터 도덕적 관점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어떻게 전

환(transition)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을 설정할 필요를 느꼈다.82)

콜버그의 경우 책임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이성 혹은 추론이 곧 도덕적

동기화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우선 프랑케나(Frankena)를 인용하면서 도

덕적 판단을 의무 판단과 책임 판단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의무 판단

은 무엇이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이고 전형적으로 규칙이나 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한편 책임 판단은

의무 판단의 결과에 따라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책임의 수용여부에 관한

것이다.83) 콜버그에 따르면 도덕적 이해와 행동을 위한 동기화는 발달의

전 단계에 걸쳐 항상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의 단

계로 발달할수록 도덕적 이상에 일치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이 둘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행동을 위한 동기화는 상황에 대한

도덕적인 이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84)

하지만 도덕적 추론 능력이 도덕적 행동에 대한 높지 않은(modest) 예

측력을 갖는다는 점과 높은 수준의 도덕적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

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교한 도덕적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도덕적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도덕적 판단 이상의 어떤 것을 요

구하게 되었다. 이에 레스트는 (심지어 콜버그 마저도) 도덕적 판단과 도

덕적 행동의 간극에 교량 역할을 해줄 요인을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85) 특히 그는 도덕적인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사결정

(decision making)과정과는 다른, 도덕적인 목표를 인식하는 인지적 장치

(cognitive apparatus)와 함께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가치 있음을

강조하는 정서적 과정(affective processes)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82) Thoma, S. J. & Bebeau, M. J.(2013), "Moral Motivation and The Four

Component Model", in Heinrichs, K. et al.(eds), Handbook of Moral

Motivation: Theories, Models, Applications, Sense Publishers, p.52.
83) 정창우(2003a), 위의 논문, pp.101-102.

84) Thoma, S. J. & Bebeau, M. J.(2013), 위의 책, p.49.

85) Hardy, S. A. & Carlo, G.(2011), “Moral Identity: What Is It, How Does It

Develop, and Is It Linked to Moral Action?”,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5(3), pp.2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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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레스트의 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크게 두 가

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도덕적 동기화 그 자체에 직접

초점을 두면서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는 개인의 차이를 규명하려는 시도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행동의 선택 과정

에서 도덕적 정보가 강조되거나 축소되는 방식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다.86) 전자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개념으로 도덕적 정체성(moral

identity)이 있다. 도덕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

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블라시(Blasi)의 경우 그것을 도덕성과 자

아 체계(self-system) 사이의 통합 정도로 정의한다. 그의 자아 모델

(Self model)에 따르면 도덕적 정체성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자신에게 충

실하려는 의식(sense of fidelity), 즉 자아 체계와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인간의 본래적 경향성(self-consistency)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특정한 도

덕적 가치가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이 될 때, 의무감과 책임감이 강화되

어 그 가치와 일관되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블라시의 정의와 유사하게 콜비와 데이먼(Colby & Damon)도 높은 수

준의 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과 일반인을 구별하는 하는 것은 도덕

성에 대한 감각(sense of morality)과 자신의 목표 사이의 통합성 정도라

고 주장한다. 실제로 도덕적 귀감들(moral exemplars)에 대한 연구에 따

르면, 도덕적 귀감으로 불릴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도덕

적 용어로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며, 그들의 목표와 욕망을 도덕적 원

리와의 연장선상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트와 페그리(Hart &

Fegley)의 연구에서도 도덕적 귀감이 되는 청소년들은 자아와 성격 그리

고 앞으로의 목표를 설명하라고 요구받았을 때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도덕적 용어를 보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7)

하디(Hardy)는 도덕적 정체성(moral Identity), 특히 친사회적 정체성

86) Thoma, S. J. & Bebeau, M. J.(2013), 위의 책, p.54.

87) Narvaez, D. & Lapsley, D. K.(2009), “Moral identity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in Medin, D., Skitka, L., Bartels, D., & Bauman,

C.(eds), Moral Cognition and Decision-making, Vol. 50 of th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series, pp.2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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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ocial Identity)에 초점을 맞추어 도덕적 행동(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개념화에서 중요한 점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에 도덕성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때 ‘창

의성’과 같은 도덕과 관련 없는 덕목들보다 ‘배려’와 같은 도덕적 덕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도덕적 정체성이 강한 사람이

라고 불릴만하다는 것이다. 하디는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16개의 덕목들을 제시하고, 이것들이 그들의 자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정하게 하였다. 16개의 덕목들 중 8개는 도덕과 관련 없는

덕목들(창의적인, 열심히 일하는, 사교적인, 지적인, 유쾌한, 논리적인, 독

립적인, 활동적인)이고 4개는 친사회적 성격을 갖는 도덕적 덕목(배려하

는, 친절한, 동정적인, 관대한)들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만약 다른

덕목들보다 도덕적 덕목들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도덕적 정체성을 잘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도덕적 정

체성을 잘 형성한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들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여 실천에 옮길 경향이 더 클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측정 방법의 측면에서 볼 때 단지 도덕적 덕목들에 대하여 피험자들이

평정한 점수만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도덕적 덕목들과 도덕

과 무관한 덕목들의 평균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도덕적 정체성을 측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연구 결과 친사회적 정체성은 친사회적 행동 전

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추론(도덕적 판단)과 공감(도덕적 민감성)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친사회적 행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쳤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덕적 정체성이 도덕적 판단과 민감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도덕 기능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정체성의 개념은 도덕적 동기화를 이해하고

도덕적 혹은 비도덕적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88)

88) Hardy, S. A.(2006), “Identity, Reasoning, and Emotion: An Empirical

Comparison of Three Sources of Moral Motivation”, Motivation and

Emotion, 30(3), pp.2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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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우는 개인이 도덕적 행동을 결정할 때 활용되는 도덕적 정보

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가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과정에 중점을 둔다.

캐롤(Carrol)은 도덕적 사고의 역할, (자신이 포함된) 상황 조건(setting

condition), 도덕적 이탈(disengagement)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데이트 성폭력(date rape)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였

다. 여기서 도덕적 이탈이란 행동을 형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된

도덕적 고려를 체계적으로 격하(downgrading)시키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이탈은 도덕적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바라보는가

에 초점을 두는 도덕적 정체성과는 정반대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데이트 중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례를 접한 후 그 사례가 법

정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던가, 오히려 여성에게도 그러한 상황

을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는 등 강간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rape

supportive attitude)를 보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녀는 도덕적 이탈

(데이트 성폭력을 지지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의 가능성이 상황 조건(남

성 사교클럽 소속 여부)과 관련이 있고, 도덕적 판단 능력(DIT 점수)이

도덕적 이탈에 대한 상황 조건의 영향을 완화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사교클럽에 소속된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높은 도덕적 이탈 점수와 낮은 DIT 점수를 보였다. 이는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에 대한 주변 상황의 역할의 중

요성을 보여주며, 사회적 집단화나 풍토가 도덕적 동기화에 긍정적인 영

향은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89) 요컨대 4구성요소

모형에서는 도덕적 동기화를 도덕적 판단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또 다

른 요소로 바라보면서, 도덕적인 목표를 인식(인지)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정서)하는 행위자의 심리적 과정으로 간주한다.

도덕적 실행력(moral implementation)은 구체적인 행동의 순서를 이해

하고, 장애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피로와 좌절을 극복하

고, 마음의 혼란과 다른 유혹들에 저항하며,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것과 관련된다.90) 최종 목표를 지향하면서 장애와 유혹들을 헤쳐

89) Thoma, S. J. & Bebeau, M. J.(2013), 위의 책, pp.59-61.



- 72 -

나가는 능력은 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업을 수행할 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이러한 과업을 수행할 때 쉽

게 포기하여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통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 혹은 ‘나약

한 성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덕적 실행력은 도덕적

품성 혹은 인격(moral character)이라고 명명되기도 하는데, 최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내, 용기, 굳건함 등의 덕목들이 요구되기 때문이

다. 즉 이 요소는 도덕적 선택을 실행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인지적 전략

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특성들(personality attributes)까지를 포함한다.91)

자신이 선택한 행동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나가는 것과 관련된 심리

적 기제는 특히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분야에서 자기효능

감(self-efficacy)이라던가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이라는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 먼저 자기효능감은 미래의 상황을 다루는데 필요한 행동

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특

정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위협으로 보고 피하기보다는 헤쳐 나가야 할 도전으로 바라보며, 그러한

상황을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도전할 목적

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실행해 나가며, 어려움에 처해서도

노력을 지속하고, 실패나 좌절 후에도 효능감을 재빨리 회복한다. 또한

효능감이 강한 사람들은 실패를 능력의 부족이 아닌 노력 부족이나 성취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92)

90) 문용린 외 역(2008), 위의 책, p.39.

91) 하지만 워커(Walker)는 도덕적 품성 혹은 인격이라는 명칭은 도덕적 민감

성과 판단 그리고 동기화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을 분석하는 심리적 과정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

한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선택을 포기하지 않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용기’

나 ‘인내심’과 같은 기질(characterological dispositions)들은 ‘덕목’(virtues)

을 경시하는 그동안의 도덕 심리학의 경향 때문에 많이 연구되지 못하였음

을 지적한다(Walker, L. J.(2002), 위의 논문, p.359.).

92) Bandura, A.(1995), Self 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윤운성 외 역(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

능감』, 서울: 학지사,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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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습이론에서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아래와 같

이 제안한다. 첫째,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다.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해나가는 경험은 회복력 있는 효능감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힘들이지 않고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빠른 결과를 기대하

게 되고 실패하면 쉽게 좌절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 모델이 제공하는 사

례를 대리 경험하는 것이다. 자신과 유사한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공한 사례를 보는 것은 관찰자로 하여금 자신 역시 유사한 활동을 완

수하기 위한 능력을 지녔다고 믿게 한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과 모델을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 모델의 행동과 행동이 낳는 결과는 효

능감 신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셋째, 언어적 설득이다. 지각

된 효능감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득력 있는 격려는 과업을 수행하

는 개인으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한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격

려는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때 쉽게 그 효과를 상실하

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체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

성향을 줄이며 신체 상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체와 정서 반응의 강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예컨대 두근거림과 같은 정서적 각성을 스트레스가 아닌

수행을 촉진하는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93)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을 수립하여 적용하며, 과정을 점검하는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여 평가하

는 능력, 즉 자기조절능력을 촉진시킨다. 자기조절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충동과 유혹을 억제하고 만족을 연기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

잘 유지하게끔 도와주기 때문이다. 반두라(Bandura)는 인간 행동의 자기

조절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하위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

는 인간의 행동을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 즉 (관찰과 모방, 보상과 처벌

이라는) 행동주의적인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행동에 대한 자기관

찰이다. 자기관찰은 단순히 기계적인 추정과 기록과정이 아니라, 실제적

인 수행기준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평가를 위한 기

93) 앞의 책,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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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제공한다. 둘째, 판단 과정이다. 사람들은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성과를 개인적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하게 된다. 이때 행위의 성과가 훌

륭하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행위는 보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

은 노력을 기울인다. 반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

고 생각하게 되고 그 행위를 억제한다. 셋째, 자기반응이다. 인간은 자기

만족․불만족, 자부심, 자기비판 등으로 표현되는 정서적 반응, 즉 자기

평가적 결과를 통해서 행위를 조절하게 된다. 위와 같은 설명을 토대로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행위의 기준을 설정하여 자신을 평가하도록 하고, 만약 이탈행위

를 했을 경우 스스로 보상을 포기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94)

도덕 심리학 연구 영역에서 도덕적 실행력은 비보(Bebeau)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연구되었다. 비보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전문직들의 도덕적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동료와 의견을

나누는 경우, 환자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개입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렵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

들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실행 기술들’(implementation skills)에 특히 주

목하였다. 왜냐하면 성실이나 정직, 의지 등과 같은 덕목이나 인격적 특

질들이 비록 도덕적 행동의 일관성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오직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표현될 때에만 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들이 비록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러한 행동들이 (상호작용 과정과 결과에) 효과적인

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관성의 문제와

는 별개로 특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실행 기술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95) 이는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더 크다는 점을 전제한다.

94) 송석재(2006), 『반두라의 자기조절의 도덕교육』, 경기: 한국학술정보, pp.218-238.

95) You, D. & Bebeau. M. J.(2013), “The independence of James Rest's

components of morality: evidence from a professional ethics curriculum

study”, Ethics and Education,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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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직면한 도덕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

량(competence)과 자신감(confidence)은 유사한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기

술을 익히고 문제해결전략을 적용해보는 경험(role-playing)을 통하여 향

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치과대학 학생들의 도덕적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보가 구안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의료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들을 부여받은 후 그 상황 속에 담겨있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해결전략을 적용하고 동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96) 활동 후에는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1)상황에서 제시된 사실에 대한 해석, (2)행동

계획, (3)행동 계획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의 응답 내용은 학습자들의

도덕적 실행력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97)

비보의 연구는 주로 의료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필요한 실행 기술의 목록(의사소통기술과 문제해결기술들)을 작

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익혀야할 실행 기술들(예컨대 이견이 발생

했을 때 협상하는 기술 등)의 목록도 마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도덕적 실행력과 관련된 연구들은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민

감하고 잘 판단하며 다른 가치들보다 도덕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하더라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효능감이 결여되어 쉽게 포기하거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여 쉽게 산만해진다면 그 사람은 결국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실행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적절한 전략을 수립할

수 없는 사람도 도덕적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96) Bebeau, M. J.(1993), “Designing an outcome-based ethics curriculum for

professional education: strategies and evidence of effectivenes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2(3), p.322.
97) Bebeau, M. J.(2002), “The Defining Issues Test and the Four Component

Model: contribution to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3),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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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레스트의 주장대로라면 만약 어떤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기본적이며

독립적인 심리적 과정을 수행해야만 한다.

1. 도덕적 민감성 :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어떤 행동들이 가능한지,

(자신을 포함하여) 누가 행동의 각 과정에 영향을 받는지, 그러한

행동이 이해 관계자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들을 어떻게 간주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2. 도덕적 판단 : 행동의 과정이 도덕적으로 옳은지(공정 혹은 정의 혹

은 도덕적 선)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상황에서 (도덕

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가능한 행동 방침(line of action)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도덕적 동기화 : 다른 개인적 가치들보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결

정하도록 도덕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4. 도덕적 실행력 : 도덕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를 완수할

수 있고, 피로와 나약함을 견디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인내와 자아 강도, 실행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98)

바꾸어 말하면 인지와 정서가 동반된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서로 구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 결함이 생기면 도덕적 행동의 실패

를 가져올 수도 있다. 비보 등(You & Bebeau)은 구성요소들이 서로 독

립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레스트의 가정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측정한 후 그것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녀는 치과 의료인의 도덕적 민감성(환자의 특성과 전문가의

책임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DEST(Dental Ethical

Sensitivity Test), 도덕적 판단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DIT, 도덕

적 동기화(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역할에 대한 인식)를 측정하기

98) You, D. & Bebeau, M. J.(2013), 위의 논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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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개발된 PROI(Professional Role Orientation Inventory), 도덕적

실행력(문제해결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PPS

(Professional Problem Solving)을 활용하여 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치과대학 학생들의 도덕적 민감성, 판단, 동기화, 실행력 점

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낮거나 보통 수준(-.08에서 .34)으로 나타났다. 즉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0이 아닌(nonzero)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다른 구성요소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구별되며, 한 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능력을 안다고 해서 그 외의 다른 구성요소들의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레스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구성요소 별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120명의 응답자 중 단지 8%만이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4분위 수 위의 점수를 획득하였고, 3%만이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4분위

수 아래의 점수를 획득하였다. 나머지 89%의 학생들은 각 구성요소 별

로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는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필연적

으로 동시에 개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준다.99)

또 다른 연구로 모턴(Morton)은 영적 성숙(spiritual maturity: 자아,

그리고 타인의 신념에 대한 관용을 포함하는 종교적 가치의 통합 정도)

과 종교적 신념(religious beliefs: 교리에 대한 행동적인 헌신 정도)이 개

인의 이익을 넘어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

하여 도덕적 동기화를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한 후, 도덕적

동기화와 민감성, 판단 능력 간의 관계와 진행 경로를 밝히기 위한 연구

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덕적 민감성의 핵심적인 측면인 상

황에 대하여 인식하고 가능한 결과들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는 능력

(postformal reasoning)은 ‘영적 성숙’과 상관관계가 있고, 타인의 입장과

요구에 대하여 공감(empathy)하는 능력은 영적 성숙 및 종교적 신념 모

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영적 성숙과 종교적 신념 점수는 도덕적 판단 능력을 나타내는

99) You, D. & Bebeau. M. J.(2013), 위의 논문,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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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 점수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도덕

적 동기화 변인은 도덕적 민감성 변인을 거쳐 도덕적 판단 변인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동

기화와 도덕적 판단 사이를 중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판단에 도덕적 동기화와 도덕적 민감성 양자가 모두 영향을 미치기는 하

지만, 도덕적 동기화가 도덕적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연적이지 않

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종교적 신념체계나 영적 성숙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이타주의나 연민 등이 도덕적 딜레마에 처한 개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는

능력, 정서적 조절, 역할 채택과 같은 도덕적 민감성 기술들을 반드시 필

요로 한다. 바꾸어서 말하면 도덕적 가치들은 타인의 요구와 필요에 주

목하면서 도덕적 판단 과정을 거칠 때 자아에 통합될 수 있다.100)

4구성요소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서미옥은 대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도덕적 민감성(정서적 공감),

판단(DIT 점수), 동기화(도덕․윤리적 가치관), 실행력(자기통제력)이 권

장행동(도움주기, 공유하기)과 금지행동(거짓말하기, 속이기)에 미치는

영향과 진행 경로를 탐색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권장행동에 대해 전체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도덕적 민감성, 동기화, 실

행력, 판단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도덕적 판단의 경우 권장 행

동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으며, 도덕적 실행력, 민감성, 동기화 순

으로 권장행동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효과

의 경우 도덕적 민감성, 동기화, 판단 순이었다.

한편 금지행동에 대해 전체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도덕적 실행력, 동

기화, 민감성, 판단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도덕적 민감성과 판단의

경우 금지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없었으며, 도덕적 실행력, 동기화

순으로 금지행동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효

100) Morton K. R.(2006), “Defining features of moral sensitivity and moral

motivation: pathways to moral reasoning in medical students”, Journal of

Moral Education, 35(3), pp.3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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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경우 도덕적 동기화, 민감성, 판단 순이었다. 종합하면 권장행동과

금지행동 모두에 직접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도덕적 실행력이었다. 그리

고 실행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도덕적 동기화로 밝혀졌다. 도덕

적 판단의 경우 도덕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으며, 도덕

적 민감성과 실행력을 매개로 하여 최종적인 도덕적 행동에 이르는 경로

를 보였다.101)

위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

째, 도덕적 행동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매커니즘을 지

니기 때문에, 도덕과 교육에서는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다루

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도덕적 동기화나 실

행력 요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턴의 연구결

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종교적 신념이나 영성과 같은 도덕적 동기화를 설

명하는 요인들은 다른 구성요소들과 별다른 상관관계 없이 행동에 독립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도덕적 실행력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개인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동일시의 대상은 도덕적

귀감이 될 수도 있지만, 가치중립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동일시의 대상이 공동체를 희생시키더라도 자신의 이득을 극

대화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학습자는 이기적이고 냉혹한 가

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102) 사회적 환경에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태도, 즉 실행 기술들의 활용 역시 도덕적 측면에만 국한

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실행 기술들을 활용하는데 있어 도덕적인 가

치나 이상들을 지향하지 못할 경우, 실제적인 도덕적 요구를 하는데 실

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103) 따라서

도덕과 교육은 학습자들이 올바른 가치에 주목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보다 도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101) 서미옥(2007), “대학생의 도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4구성요소의 경로분

석”, 『교육학연구』 Vol.45, No.3, 한국교육학회, pp.42-44.

102) 전우영(2012), 『심리학의 힘 P』, 서울: 북하우스. p.119.

103) 정창우(2013), “사회정서학습의 이론 체계와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윤리

과교육』 제38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pp.160-161.



- 80 -

실행 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첫 번째 시사점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때 도덕적 판단은 도

덕과 교육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라는 것이

다. 도덕적 판단은 어떤 행동을 ‘도덕적’이라고 규정하는데 있어 근본적

인 역할을 하는 요소인데, 왜냐하면 종교적 도그마나 자문화중심주의와

같은 특정 신념과 이러한 특정 신념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행동을

우리는 흔쾌히 ‘도덕적’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행동을 관

련된 사실이나 동기에 대한 분석 없이 합리적이거나 신뢰할만한 것으로

간주되는 신념을 통하여 정당화하는 것은 단지 합리화(rationalization)에

불과하다.104) 요컨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나 동일시의 대상, 실

행 기술 활용의 방향이 보편타당한지 평가하는 능력으로서 도덕적 판단

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 설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도덕성을 4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설명

하는 방식은 인지와 정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도덕 수업을 통하여 발달

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한 후, 목적에 적합한 처방과 측정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특히

강조한다. 첫째, 도덕성에 대한 측정은 구성요소 별로 각각 다른 방식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사는 도덕 수업을 설계할 때 도덕성의 어느

요소가 부족한지 확인한 후, 부족한 구성요소에 맞는 효과적인 개입 전

략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4구성요소 모형은 현존하는 도덕교육 프로그

램들이 어떠한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105)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목적을 규정하는 요소들로

(혹은 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행력과 각각에 대한 설명들을 활용하려고 한다.

104) Traer, R.(2013), Doing Environmental Ethics Second Edition, Westview

Press, p.9.

105) Bebeau, M. J. & Thoma, S. J.(1999), “Intermediate Concepts and the

Connection to Moral Edu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1(4),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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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 자료 활용의 목표로서 윤리적 기술의 함양

레스트의 4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성을 구성하는 요소, 혹은 도덕적 행

동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명확히 보여준다. 하지만 그의 모형

은 도덕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106) 이

는 4구성요소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를 분류하거나 그 자료가 지닌 고

유의 목적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교수학습 자료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목표(goal)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4구성요소 모형은 도덕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도덕적 행동의 산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도

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기초가 되어 왔다. 예컨대 치과대학 학

생들의 도덕성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비보가 개발한 치과 윤리 교육과정

(Dental Ethics Curriculum)이나 청소년들의 인격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나바에츠(Narvaez)가 개발한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model)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보의 치과 윤리 교육과정은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함께 대

인관계기술, 자기조절능력과 역할채택 능력,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는 능

력 등을 길러줄 수 있는 성공적인 윤리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

다.107) 또한 나바에츠의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은 미국의 중학생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덕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지금부터는 레스트가 제시한 4구성요소를 도덕

과 교육 측면에서 더욱 상세화하면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implement)

하여 학습자들에게 함양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혹은 개발의 하위

목적)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나바에츠가 개발한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06) 정창우(2009),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경기: 교육과학사, p.66.

107) Morton, K. R.(2006), 위의 논문, p.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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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에츠는 레스트의 4구성요소 모형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확장시킨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을 제시하면서, 각 구성요소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어떻게 가르쳐져야 할지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그녀

는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을 통해서 학교와 학교 외 기관들이 학생들의

도덕적 인격(moral character)을 육성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경험적

으로 지지되고 있는 다섯 가지 접근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안전하고 배려적인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과 신뢰감을 형

성하고 그들의 정서적 반응에 주목하면서 개별적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자기 효능감을 길러주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윤리적 행동과 탁월함(ethical behavior and excellence)

을 지원하는 지지적인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지지적인 풍토의 조성은

학생들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고 좋은 인격과 회복탄력성(resiliency)

을 길러주며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학습의

촉진, 친사회적 관계, 시민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좋은 직관들(intuitions)

을 길러줄 수 있는 잘 구조화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직관은 언어적 설명과 명시적인 과정보다는 사회 문화적 환경과 모델들

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셋째, 윤리적 민감성, 판단, 초점 및 동기화(focus/motivation), 행동

(action)으로 구성된 윤리적 기술들(skills)108)을 전문가(expert) 수준으로

길러주기 위한 도제식 모형(apprenticeship model)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

다. 학생들은 전문성(expertise)을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업의 네 가

지 단계(예시와 기회에 전념하기, 사실과 기술에 주의를 기울이기, 절차

연습하기, 맥락을 통하여 통합하기)를 거치면서 현실 맥락 속에서 윤리

적 기술에 대한 체화된(embodied) 이해(직관 및 명시적 이해)를 구축할

108) 나바에츠는 레스트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윤리적 ‘기술’로 구체화한다. 그

래서 윤리적 동기화(motivation)를 윤리적 초점(focus), 윤리적 실행력 혹

은 품성을 윤리적 행동(action)으로 표현한다. 김국현 외(2013), 『도덕과

평가의 9가지 레시피』, 경기: 교육과학사,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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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나바에츠는 교사가 윤리적 기술들을 통상적인 학교 수업과 다

양한 활동 속에서 통합하여 가르칠 때, 학생들의 도덕적 능력을 촉진하

고 긍정적인 인격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아를 실현(self-actualization)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에 대한 저자의식(self-authorship)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인격의 발달은 근본적으로 각 개인이 무엇이 될지를 결정하고, 그것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학생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인생의 핵심

질문에 그들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질문들은 메타

인지적 기술들(metacognitive skills) 및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과

관련이 있으며, 그것들은 자신의 직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도와준다.

다섯째, 도덕적 발달을 지원하는 생태학적(ecological) 네트워크를 복원

(restoration)해야 한다. 즉 학생들의 삶의 공간인 가정과 이웃, 학교, 지

역사회는 그들의 도덕적 발달을 위하여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이 학생들의 발달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가

져올 것이다.109) 위의 다섯 가지 접근법을 학교 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Ⅲ-1>과 같다.

<그림Ⅲ-1>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의 학교 교육적 접근110)

109) Narvaez, D.(2010), “Building a Sustaining Classroom Climate For

Purposeful Ethical Citizenship”, Lovat, T. et al.(eds), International

Reasearch Handbook on Values Education and Student Wellbeing,

pp.65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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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이 윤리적

민감성, 판단, 초점 및 동기화, 행동으로 구성된 ‘윤리적 기술 및 하위 기

술들’과 함께, 이를 전문가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도제식 모형’(네

가지 단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그림Ⅲ-1>에서 빨간색 실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도덕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

는 교사들이 수업을 설계할 때 참고할만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교사들은 윤리적 기술들과 네 가지 단계를 참고하여 단위 시간에 가르쳐

야할 내용을 어떤 요소의 어떤 기술에 중점을 두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르칠지 상세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기술 및 하

위 기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

바에츠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인간이란 숙달된 윤리적 기술을 갖춘 전

문가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도덕적 귀감(킹 목사 등), 고전적 덕(용기, 절

제 등), 현대적 덕(쾌활 등), 도덕성․발달․시민성․긍정심리학에 대한

학문적 검토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 시민성 기술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레스트가 심리적으로 구분한 과정들을 확장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

덕적인 인간의 전체적인 모습은 레스트가 제시한 4구성요소 모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예리한 자각과 관점 채택, 숙련된 추론, 도덕적

동기화 성향, 그리고 도덕적 행동을 이행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예컨대 윤리적 민감성 기술에서 전문가는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

을 자각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가능한 결

과들에 대한 더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유용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윤리적 판단 기술에서 전문가는 복잡한 문제를 명확히 하고 문

제 해결을 위한 핵심을 잘 찾아낼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추론하

는데 필요한 여러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데 보다 잘 숙달되어 있다. 윤

리적 동기화, 즉 윤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기술에서 전문가는 윤리

적 이상을 우선시하며 타인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들은

110) http://cee.nd.edu/schools/research/index.shtml (The CEE school approach

is based on the 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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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유기적 구조에 의해 이끌려 진다. 윤리적 행

동에 대한 기술에서 전문가들은 계속 집중하면서 윤리적 행동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갖춘 전문가들은 일반인

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보여준다.111)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나바에츠는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의 네 가지 과정과 각 과정마

다의 윤리적 기술 및 하위 기술들을 아래의 <표Ⅲ-1>과 같이 제시한다.

111) Narvaez, D. & Lapsley, D. K.(2005),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everyday morality and moral expertise”, in Lapsely, D. K. & Power, F.

C.(eds),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정창우 역(2008), 위의 책, pp.271-275.

<표Ⅲ-1> 통합적 윤리 교육의 4가지 과정과 기술 그리고 과정별 하위 기술112)

민감성

(sensitivity)

판단

(judgement)

동기화 혹은 초점

(motivation/focus)

행동

(action)

ES-1
감정 표현 이해
감정의 확인과 표현
감정 조절
노여움과 공격성
다스리기

EJ-1
윤리적 문제 이해
정보 수집
문제 분류
윤리적 문제 분석

EF-1
타인 존중하기
예의 갖추기
공격적이지 않기
존경 나타내기

EA-1
갈등과 문제 해결
관계 문제 해결하기
협상하기
개선하기

ES-2
타인의 관점 채택
대안적 관점 채택
문화적 관점 채택
정의의 관점 채택

EJ-2
규칙사용과
판단준거 확인하기
규칙 특징화하기
규칙을 분별하여 적용
하기
규칙의 다양성 판단하기

EF-2
양심 계발
자제(극기) 하기
영향력 관리하기
명예롭게 되기

EA-2
공손하게 주장하기
인간의 욕구에 주목하
기
주장 기술 형성하기
공손한 수사법 사용하기

ES-3
타인과 관계 형성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배려를 나타내기
친구가 되기

EJ-3
일반적으로 추론하기
객관적으로 추론하기
건전한 추론 사용하기
추론의 함정 피하기

EF-3
책임감 있게 행동
의무 이행하기
훌륭한 담당자 되기
훌륭한 세계시민 되기

EA-3
지도자로서 솔선수범
하기
리더 되기
타인을 위해, 타인과
함께 솔선수범하기
타인의 조언자 되기

ES-4
다양성에 반응하기
집단과 개인차 속에서
일하기
다양성 인식하기

EJ-4
윤리적으로 추론하기
관점들 판단하기
표준과 이상에 대해
추론하기

EF-4
공동체의 일원되기
협동하기
자원 공유하기
지혜 함양하기

EA-4
결정 실행 계획
전략적으로 사고하기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자원의 사용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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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위의 <표Ⅲ-1>에서 제시한 윤리적 기술은 나바에츠가 2005년 논문(그 이

후 논문에서도 같은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그녀의 2008년 논

문을 보면 2005년 논문에서 제시한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에서 제시한

것이며, 이하의 설명들은 나바에츠 등이 2001년에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을

교육현장에 실제로 투입한 ‘미네소타 공동체 목소리와 인격교육 프로젝

트’(Minnesota Community Voices and Character Education project) 교재

에 제시된 내용이다. 2005년 논문과 2001년 프로젝트 교재 사이에는 윤리

적 기술을 분류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효과적인 의사

소통’ 기술의 경우 2005년 논문에는 ‘민감성’ 기술에 포함되어 있으나 2001

년 프로젝트 교재에는 ‘행동’ 기술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 어떤 행동을 할

때 각각의 기술들은 명확히 구분되어 따로 기능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작동하여 도덕적인 행동으로 나아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특정 윤리적 기술의 경우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나, 어떤 구성요소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여하튼 본 연구자는 나바에츠의 최신 논문에 근거한 분류체계를 활

용하되, 각각의 기술에 대한 내용은 그것들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설명

하고 있는 2001년 프로젝트 교재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다문화적으로 되기 행동과 결과에 대해
추론하기

ES-5
사회적 편견 통제하기
편견 진단
편견 극복
관용 가르치기

EJ-5
결과 이해하기
자신의 환경 선택하기
결과 예측하기
결과에 대응하기

EF-5
삶의 의미 찾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헌식적 태도 기르기
경이로움 함양하기

EA-5
용기 계발하기
두려움 다스리기
압력 견뎌내기
변화와 불확실성
다스리기

ES-6
상황을 해석하기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규정하기
도덕적으로 인식하기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EJ-6
과정과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목표와 수단에 대해
추론하기
올바르게 선택하기
과정을 재구성하기

EF-6
전통과 제도에 가치
부여하기
전통을 명확히 알고
가치 있게 여기기
사회구조를 이해하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EA-6
참을성 기르기
확고부동
장애 극복하기
능력 형성하기

ES-7
효과적인 의사소통
말하고 듣기
말하지 않고 다른 방
식으로 의사소통하기
의사소통 모니터하기

EJ-7
맞서서 극복하고 쾌
활함을 되찾기
긍정적인 추론 적용
실망과 실패 다루기
회복방법 개발하기

EF-7
윤리적 정체성과
자기 통합성 개발하기
좋은 가치를 선택하기
자신의 정체성 형성하기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
하기

EA-7
열심히 일하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기
시간 관리하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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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윤리교육 모형의 네 가지 과정에 따른 윤리적 기술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리적 민감성 기술>113)

ⓛ 감정 표현 이해(Understanding Emotional Expression) : 자신과 타인의

감정 및 요구를 확인하는 개인적 기술이자 타인관계적 기술이다. 상대

방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그들의 감정을 읽고 나의 감정을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 것인가와 관련된 능력은 의사소통이나 갈등을 해결하

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타인의 관점 채택(Taking the Perspectives of Others) : 상황과 사건

속에 포함된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는 능력으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뿐

만 아니라 특히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 이 기술은 갈등의 양쪽

측면을 모두 바라보게 하고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며 나의 관점을 타인

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게 한다.

③ 타인과 관계 형성(Connecting to Others) : 자신에 대한 관심을 타인에

게 확장하는 과정으로 내가 타인 및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느낌과 인식을 가질 때, 개인들은 타인에게

보다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그들의 요구

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한다.

④ 다양성에 반응하기(Responding to Diversity) : 갈등과 오해를 일으키

는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함께 일하는 집단 내의 다양성뿐

만 아니라 우리 자신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것

이다. 어떠한 집단도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이나 관점을 가진 타인, 나와 다른 가치와 문화 속에서 자란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집단의 과업과 의사결

정, 갈등의 해결과 관계 형성을 성공으로 이끈다.

113) Narvaez, D., Endicott, L., Bock, T., & Mitchell, C.(2001a), Ethical

Sensitivity : Activity Booklet1 - Nurturing Character in the M iddle

School Classroom, Department of Children, Families and Learning &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p.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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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회적 편견 통제하기(Controlling Social Bias) : 편견의 본질과 발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가진 편견을 확인하며 그것에 적극적으로 맞서

는 것뿐만 아니라 편견에 반대되는 관용을 촉진하는 것도 포함된다. 편

견은 친숙한 것을 선호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언어 습관에 대

하여 다시 생각해보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⑥ 상황 해석하기(Interpreting Situations) : 직면한 상황에 대하여 다양하

게 해석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서 사람들은 종종 적용

가능한 여러 행동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한다.

⑦ 효과적인 의사소통(Communicating Effectively) : 다양한 사회적(소집

단, 대집단, 어른과 권위자, 낯선 사람, 어린이 등)․문화적(남성과 여

성, 가정, 학교, 직장 등) 맥락에서 듣기, 말하기, 쓰기, 비언어적 표현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이타적인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윤리적 판단 기술>114)

① 윤리적 문제 이해(Understanding Ethical Problems) : 어떤 문제가 도

덕적인 문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만약 도덕적인 문제라면 그 문제

속에 포함된 개념들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다. 어떤 정보

가 핵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조직하여

의견과 전략을 생산해내는 일은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이다.

② 규칙사용과 판단준거 확인하기(Using Codes and Identifying Judgement

Criteria) : 정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위하여 명시적이거나 암묵

적인 규칙과 법, 윤리적 기준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 상황에

114) Narvaez, D., Endicott, L., Bock, T. & Mitchell, C.(2001b), Ethical

Judgement : Activity Booklet2 - Nurturing Character in the M iddle

School Classroom, Department of Children, Families and Learning &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p.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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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이나 법, 도덕

적 기준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그것들의 배후에 있는 목적은 무엇이며,

과연 그 목적은 선한 것인지 평가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③ 일반적으로 추론하기(Reasoning Generally) : 일련의 특정 정보들을 기

반으로 일관성 있고 정합적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일관성과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채 임의적으로 내린 결론은 편견과 잘못된 행동

들의 원인이 된다.

④ 윤리적으로 추론하기(Reasoning Ethically) : 특정 주제 속 다양한 관점

들(과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관점, 공동체 밖의

관점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떤 규칙 또는 법을 따라야 하는지,

어떤 것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고 선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를 정

의, 자비, 정언명령 등과 같은 도덕적인 규범과 이상들에 비추어 생각

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발달된 윤리적 추론 기술은 윤리적인 행동은 물

론 의사결정과 직무 성과, 타인에 대한 관심, 리더쉽과 우정 등에 영향

을 미친다.

⑤ 결과 이해하기(Understanding Consequences) : 사건과 가능한 결과 사

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결과와 장기적인 결과까지 예측할 수 있

어야 한다.

⑥ 과정과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Reflecting on the Process and

Outcome) : 자신의 사고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메

타인지적 기술(metacognitive skill)로서, 일관되게 옳고 선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⑦ 맞서서 극복하고 쾌활함을 되찾기(Coping and Resiliency) : 직면한 상

황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정 상황에 대하여 판단할 때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

족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며, 최악의 경우만을 생각하는 부

정적인 생각(catastrophizing)에 맞서고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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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동기화 혹은 초점 기술>115)

① 타인 존중하기(Respecting Others) : 인간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따라

서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는 믿음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이것은 수립

된 규칙(예컨대 차례 지키기)을 지키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며 신뢰를

보여주는 것들로 구체화된다.

② 양심 계발(Developing Conscience) : 공감에 기반하여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해를 줄 수 있

음을 인식하고 이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극기(self-command)

와 절제를 추진하는 힘으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행동의 파급효과를

고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③ 책임감 있게 행동(Acting Responsibly) : 양심적인 사람이 윤리적 의무

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러한 윤리적 의무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인 사회 계약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은 윤리적 의무

의 목록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세계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들과 관련된다.

④ 공동체의 일원되기(Becoming Community Member) : 배려에 기반 한

적극적이며 반응적인 행동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고

타인의 요구에 응답하며 자신보다 어리거나 약한 사람들을 돕는 행동

들이 포함된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인 경험을

촉진하며 문제 행동을 완화한다.

⑤ 삶의 의미 찾기(Finding Meaning in Life) : 좋은 목적을 탐색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몰두하며 경이로움(예컨대 미적 가치)을 함양

하는 것으로, 이것은 갈등과 문제 해결을 넘어 화해와 감사, 희망을 길

러준다.

⑥ 전통과 제도에 가치 부여하기(Valuing Traditions and Institutions) :

가족을 넘어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 민주주의적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115) Narvaez, D., Endicott, L., Bock, T., & Mitchell, C.(2001c), Ethical

Motivation : Activity Booklet3 - Nurturing Character in the M iddle

School Classroom, Department of Children, Families and Learning &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p.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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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실천해봄으로써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는

시민 의식을 갖도록 한다.

⑦ 윤리적 정체성과 자기 통합성 계발하기(Developing Ethical Identity

and Integrity) : 자신을 윤리적 행위자(ethical agent)로 인식하는 것으

로서 자신을 존중하고 윤리적 역할모델과 긍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들은 자신의 자아 개념과 일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윤리적 정체성은 윤리적 행동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

<윤리적 행동 기술>116)

① 갈등과 문제 해결(Resolving Conflicts and Problems) : 같은 것에 대해

서 다른 감정이나 욕구를 느끼는 타인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폭

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것은 서로의 요구에 대해 소통하고 협상하는 기술(문제로부

터 당사자들을 분리하기, 지위가 아닌 이해관계 그 자체에 집중하기, 다

양한 가능성에 대해 토의하기,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주장하기 등)을

필요로 한다.

② 공손하게 주장하기(Asserting Respectfully) : 타인과의 건설적인 상호작

용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다. 주장은 소

극성(자신의 목적을 희생하고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과 공격성(자신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스스로 고양하는 것이지만, 오로지 타인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만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도 아니다.

③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기(Taking Initiative as a Leader) : 윤리적인 태

도나 지식, 기술을 고양함으로써 윤리적 본성을 따르도록 타인을 격려

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때로

116) Narvaez, D., Endicott, L., Bock, T. & Mitchell, C.(2001d), Ethical Action

: Activity Booklet4 - Nurturing Character in the M iddle School

Classroom, Department of Children, Families and Learning &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p.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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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종자가 될 수도 있기에 좋은 리더로서의 자질은 윤리적 인격에 매

우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리더가 보여야할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④ 결정 실행 계획(Implementing Decisions) :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실행

으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단계로, 어떤 행동이 요구되고 예상되는 장애

물은 무엇이며 대안적인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

지 생각하는 것이다.

⑤ 용기 계발하기(Cultivating Courage) :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필요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타인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쓸 때 동반되는

성취감이나 보람,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길러주어야 한다.

⑥ 참을성 기르기(Persevering) : 자신과 타인에게 중요한 행동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과 관련된다. 만약 참을성이 없다면 윤리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시도는 첫 번째 장애물이나 난관에 직면했을 때 곧바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

한데, 이것은 윤리적 행동을 완수하기 위한 자아강도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⑦ 열심히 일하기(Working Hard) : 단순히 놀이가 아닌 성취할만한 가치가

있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도달 가능한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계속 집중하

면서 수립한 계획과 달성 정도를 관리하고, 필요시 도움을 청하며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나바에츠는 위에서 제시한 윤리적 기술들을 ‘전문가’ 수준으

로 길러주기 위해 교사의 안내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도제식

모형’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우선 그녀가 말하는 전문성(expertise)이란

무엇인가? 전문성은 실천과 행위에서 나타나는 잘 다듬어진 깊은 수준의

이해와 관련된다. 나바에츠는 전문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후

전문가의 특징을 초보자들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특

정 영역에서의 전문가는 초보자들보다 더 잘 조직된 지식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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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은 선언적 지식(무엇을), 절차적 지식(어떻게), 조건적 지식(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이)이 잘 조직되어 있는 크고 풍부한 스키마(schema)

를 가지고 있다. 둘째, 전문가들은 초보자들이 놓치는 세부적인 측면과

기회에 주목하면서, 초보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

한다. 그들은 주어진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식적이면서도 억지스러운 방법을 사용하는데 비해 전문가들은

자동적이면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한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보다 쉽게 접근하며, 많은 전문적 기

술들이 자동화되어 있어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117)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문가가 되는가? 나바에츠에 따르면 전

문가는 첫째, 멘토링을 제공하는 상호작용 상황과 잘 구조화된 환경 속

에서 기술을 배운다. 이때 전문가들은 특정 영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작

용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습자들의 수

준에 맞게 일대일로 지도한다. 둘째,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명시적인 이론을 배운다. 예컨대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다양

한 관점의 도덕 이론을 배우며, 도덕적 행동에 장애가 되는 개인적 관심

에 얽매이지 않고 특정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의

틀을 적용한다. 셋째, 자신의 영역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집중적으로

연습한다. 전문가들은 지루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집중적인 노력을

한다. 요컨대 전문가들은 잘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명시적인 이론을 배

우고 적절한 직관(intuition)을 발달시키기 위해 매우 많은 시간을 들여

집중적인 연습을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초보자들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명시적인 지식과 암묵적인 지식을 연결시키는 스키마를 가지게 된다.118)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문성과 전문가 교육을 논의함에 있어서 핵심

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은 바로 ‘스키마’(schema)이다. 일반적으로 스키

117) Narvaez, D.(2010), “Moral complexity: The fatal attraction of truthiness

and the importance of mature moral functio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2), pp.170-171.
118) 정창우 역(2008), 위의 책, pp.27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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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는 정보와 경험들을 조직하는 인지구조(認知構造, cognitive structure)

를 의미한다. 나바에츠는 최근 인지과학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서 스키마가 암묵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스키마는 경험에 의해 발달되며 자극을 해석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의

사결정을 포함한 많은 인지 과정들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이때 스키마

는 인지자(cogniser)의 특별한 의도나 의식적인 통제 없이도 활성화된다.

셋째, 인지자의 의식 밖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은 암시적 과정(implicit

process)과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 적용된다고 생각되며, 이것

은 인간의 언어적 발화 능력을 넘어서서 존재한다.119)

위와 같은 스키마 개념을 토대로 그녀는 도덕적인 사람 혹은 도덕적

정체성(moral identity or character)120)을 형성한 사람을 도덕적 스키마

(moral schema)를 가진 사람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사람

은 사회적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덕적 스키마에 지속적으로 접근

(chronically accessible)하는데, 이때 도덕적 스키마는 즉각적으로 준비

(readily primed)되고 쉽게 활성화(easily activated)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덕적 스키마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

119) Narvaez, D. & Bock, T.(2002), “Moral Schemas and Tacit Judgement

or How the Defining Issues Test is Supported by Cognitive Science”,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3), pp.298-299.
120) 나바에츠는 도덕적 스키마가 도덕적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스키마는 도덕적 정체성의 자동성(automatic)의 측

면을 보다 잘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된 설명들은 반복적인 추론

과 반성을 통하여 설정된 도덕적 이상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정체성을 일

치시키고자 하는 숙고적 과정(deliberative processes), 그리고 자신을 규정

하고 있는 도덕적 이상을 토대로 내린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

판단의 측면을 도덕적 정체성 형성 및 작동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 방식은 도덕적 정체성의 자동적 과정(automatic

processes)과 직관(intuition)적 측면을 설명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고 지적한다. 예컨대 도덕적 귀감들의 경우, 헌신적인 행동을 한 후 그러

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즉각적으로 알았다’(just knew)고

말한다(Hardy, S. A. & Carlo, G.(2011), 위의 논문,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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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어떤 사람은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도덕과 무

관한 스키마에 접근하기도 한다는 점이다.121)

나바에츠는 도덕적 스키마의 발달을 도덕적 전문성의 발달 과정을 설

명하는데 활용한다. 초기 아동들은 주어진 도덕적 상황이 무엇을 요구하

는지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왜

냐하면 도덕적인 사람의 행동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원형(prototype)을 포함하고 있는 도덕적 스키마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동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특정 행동에 대한 대표적인 예들과 기초적인 유형을 인식하게 되

고 이러한 행동들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 또래들로부터 자신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명시적인 혹은 암묵적인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도덕적 스키마는

점점 더 풍부해지고, 이렇게 풍부해진 스키마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게 된

다. 아동들은 점점 풍부해지고 정교화 되어가는 스키마를 토대로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절차에 따라

기술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반응하

고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122)

초기 아동들은 (성인들이라면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

고 쉽게 기억하여 말할 수 있는) 도덕과 관련된 주제가 포함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자가 의도했던 (도덕적)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

확히 회상해내지도 못한다. 이것은 아동들이 성인들에 비해 도덕적인 주

제를 해석해낼 수 있는 스키마가 정교하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덕적인 정보를 처리(moral information processing)하는 스키마 외

121) Narvaez, D., Lapsley, D. K., Hagele, S., & Lasky, B.(2006), “Moral

chronicity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ests of a social cognitive

approach to moral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

p.969.

122) Lacewing, M.(2013), “Expert to Intuition and its development : A guide

to the debate”, Topoi,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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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아동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들은 도덕적 관점채택(moral perspective

taking), 도덕적 자기효능감(moral self-efficacy), 도덕적 실행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도덕적 스키마를 형성시킨다. 예컨대 온정적인 부모에

게서 양육된 아이들의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이며 친사회

적인 스키마를 발달시킨다. 또한 학창 시절의 봉사활동 경험은 타인 돕

기와 관련된 자기효능감 스키마를 형성시키고, 이러한 스키마의 발달은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을 지속하게 한다.123)

결론적으로 나바에츠의 설명대로라면 도덕적 전문가는 사회를 이해하

는데 필요한 도덕적 스키마의 발달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들은 일반인

보다 더 풍부한 도덕적 스키마를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중요한 사회

적 상황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동적이면서도 능숙하게 대처

한다. 또한 나바에츠는 자동성을 설명하는 ‘직관’이 언어적 설명과 명시

적인 과정보다는 사회 문화적 환경과 모델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을 지적하면서도, 잘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받음으로써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통합적 윤리교육

모형은 학습자들의 도덕성 형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공식적이며 의도적

인 개입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124)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 영역에 대한 명시적 이해와 암묵적 이해, 즉

숙고하는 마음(deliberative mind)과 직관적인 마음(intuitive mind)을 동

시에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루어지는 명시적인

학습은 나중에 특정 영역을 바라보기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면서 (

자동성과 관련된) 직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125)

다시 말해서 인간의 도덕 기능은 상당 부분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123) Narvaez, D. & Lapsley, D. K.(2009), 위의 책, pp.257-259.

124) Lapsley, D. K. & Hill, P. L.(2008), “On dual processing and heuristic

approaches to moral cogni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37(3),

p.326.

125) Narvaez, D.(2008a), “How cognitive and neurobiological sciences inform values

education for creatures like us”, in Aspin, D. & Chapman, J.(eds), Values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Philosophy, Policy, P ractices.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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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이 가질 수 있는 왜곡과 오판의 위험성에 매몰되지 않도록 보편적

도덕 이론에 대한 학습과 이를 기반으로 한 반성적 추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도덕 기능을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직관’이

라면 교육적으로 필요한 처방을 설명하는 단어는 ‘반성적 추론’(혹은 반

성적 숙고)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 둘 모두를 도덕적인 방향으로 이

끌어야 함을 의미한다.126)

직관적인 마음은 주로 잘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역할 모델에 대한 모

방과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발달하며, 숙고하는 마음은 이론적인 설명과

이에 대한 대화의 기회를 통해 길러질 수 있다.127) 따라서 도덕적 전문

성의 발달 과정은 단순히 특정한 행동이나 기술을 반복적으로 따라함으

로써 습관화하는 것이 아니며, 그 기술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학습

자들이 인지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128)

지금까지 설명한 도덕적 전문성 발달 과정을 토대로 나바에츠는 학습

자들을 도덕적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도제식 모형, 즉 ‘초보자에서 전문

가로의 교수법(novice-to-expert pedagogy)’을 제시한다. 이 교수법은 학

습자들을 윤리적 기술의 전문가로 만들기 위하여 전문가 훈련 과정을 반

영한 네 가지 단계(예시와 기회에 전념, 사실과 기술에 집중, 절차 연습,

지식과 절차를 통합)를 제시한다. 각각의 단계는 특정 윤리적 기술들을

덜 복잡한 수준에서 더 복잡한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수업을 설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129) ‘초보자에서 전문가로의 교수법’의 각 단계와 단계

별로 진행되는 활동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Ⅲ-2>와 같

다.

126) 양해성(2015), “헤이트(J.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p.96.

127) Narvaez, D.(2008a), 위의 논문. p.139.

128) 김하연(2013), “나바에츠(D. Narvaez)의 도덕적 전문성 모형 연구”,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p.90.

129) 정창우(2011), “도덕 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과 도덕교육적 함의 - 헤이

트(J. Haidt)의 뇌과학 연구를 중심으로 -”, 『초등도덕교육』 제37집, 한

국초등도덕교육학회,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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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Narvaez, D.(2008b), “Human Flourishing and Moral Development:

Cognitive Science and Neurobiological Perspectives on Virtue

Development”, in Nucci, L. & Narvaez, D.(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 pp.319-320.

<표Ⅲ-2> ‘초보자에서 전문가로의 교수법’의 네 가지 단계(혹은 수준)

단계별 핵심 내용130) 활동의 예(도덕적 판단의 예)131)

1단계: 예시와 기회에 전념

1) 모델과 모델링을 제공

2) 주제와 관련된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

3) 윤리적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패

턴 인식

도덕적 판단: 윤리적 문제의 이해(EJ-1, 3)

1) 이야기 속에 내포된 핵심 요소 확인하기

① ‘도덕적 딜레마’가 내포된 이야기 듣기

② 딜레마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2단계: 사실과 기술에 집중

1)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과

원형적인 예들에 초점

2) 기본적인 개념들에 학생들의 주의

를 집중시키면서 개념을 정교화

1) 갈등 상황에 처한 주인공 혹은 집단들의 ‘관점’

을 채택하고, 각각의 관점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들이 그들에게 왜 중요한지 확인하기

2)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대조’하기

3) 이야기 속의 문제와 이슈, 핵심적인 쟁점에

대하여 정의하기

3단계: 절차 연습

1) 최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목표

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

2) 관련된 기술을 연습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 및 시도

1) ‘공동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 속의

서로 다른 관점과 그 속에 포함된 목표와

요구, 가정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해하기

2)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편견 확인하기

4단계: 지식과 절차를 통합

1)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계획을 실행

하고 문제를 해결

2) 개념과 기술을 형성하기 위하여

멘토를 찾고 다양한 정보를 탐색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직접 탐색하고,

① 무엇이 문제인지,

② 누가 속해있고, 각각의 관점과 그 안에 내포된

목표와 요구, 가정들은 무엇인지,

③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자기평가 문항(EJ-1, 3)

① 나는 문제 상황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② 나는 그 문제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③ 나는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④ 나는 그 문제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가?

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나의 목표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⑥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⑦ 나는 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가?

⑧ 나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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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윤리교육 모형은 ‘미네소타 공동체 목소리와 인격교육 프로젝

트’(Minnesota Community Voices and Character Education project)를

통해 미국의 중학생들(5개 학교 약 300명)에게 실제로 적용되었다. 적용

결과 프로젝트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학교(n=151)는 그렇지 않은 학교

(n=183)에 비해, ‘학교에 대한 연고의식’, ‘교사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긍

정적 지각’ 같은 몇 가지 변수에서 유의미(p<.01)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

다. 또한 열성적으로 실행한 학교 중 2개의 학교는 윤리적 민감성 기술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이 학교의 학생들은 윤리

적 민감성 척도 중 ‘타인에 대한 고려’에서 열성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학

교에 비해 유의미(p<.001)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132) 결론적으로 통합

적 윤리교육 모형을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실행한 학교들은 학생들의 도

덕성 향상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효과를 보였다.133)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은 ‘무엇이 선한 삶 혹은 좋은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성향이 필요한가?’와 관련된 윤

리적 노하우(ethical know-how)보다는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주요 윤

리이론 및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와 관련된 윤리적 노홧(ethical

know-what)에 강조점을 두어 온 측면이 있다. 도덕과 교육에서 두 가지

측면은 모두 중요하지만, 이중 그동안 간과되었던 ‘윤리적 노하우’에 대

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134)

윤리적 노하우의 측면에서 볼 때 한 개인이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 혹은 도덕적인 행동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분석의

131) Narvaez, D., Endicott, L., Bock, T. & Mitchell, C.(2001b), 위의 책,

pp.23-25.

132) Narvaez, D. et al.(2003), M innesota Community Voices and Character

Education FINAL REPORT AND EVALUATION , Department of

Children, Families and Learning &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p.91-108.

133) Killen, M. & Smetana, J.(2005),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Taylor & Francis. 김태훈 역(2010), 『도덕성 발달 핸드북 2』, 경기: 인

간사랑. p.836.

134) 정창우(2012), “나바에츠 도덕발달 이론의 특성과 도덕교육적 함의”, 『도

덕윤리과교육』 제37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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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레스트의 이론과, 그러한 요소들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어떤 ‘윤리적 기술’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 가르쳐야할지를 보여

주는 나바에츠의 이론은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행력과 관

련된 ‘기술’들이 수업 내용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

다. 둘째, 그러한 기술들은 쉬운 단계에서 점점 복잡해지는 단계로 진행

되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가르쳐져야 한다. 셋째, 윤리적 기술들은 일상

생활에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고, 적용 후에는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

드백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학습자들에게 숙고하는 마음과 직관적인

마음을 동시에 길러주기 위해서는 도덕 교과의 내용과 관련된 잘 구조화

된 학습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네 번째 시사점과 관련해서

도덕과에서의 교수학습 자료의 역할이 도덕적 원리나 개념 등의 내용을

잘 제시해주는 것(윤리적 노홧과 관련된 것)이면서도, 도덕적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피

드백을 제공하는 학습 환경과 관련된 것(윤리적 노하우와 관련된 것)이

라면, 두 이론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목적을 규정하고 활용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한다.

▷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목적 규정과 활용의 목표 설정

첫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목적은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행력’을 기준으로 규정(혹은 분

류)될 수 있다.

둘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활용의 목표는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

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행력과 관련된 ‘윤리적 기술’ 혹은

‘도덕적 역량’들과 일치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각각의 윤리적 기술들이 정교화 되어가

는 ‘일련의 절차’(예시와 기회에 전념, 사실과 기술에 집중, 절차

연습, 지식과 절차를 통합)를 고려하면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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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 자료의 유형과 설계 절차

1) 교수학습 자료의 유형 결정과 미시적 교수설계

TPACK을 기반으로 도출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의 네 가지 일

반 원리 중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둘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수업 내용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방

식, 즉 (교실 내․외, 수업 전․후의) 교수학습 활동 방식(도덕과

교수학습 모형과 수업전략)을 반영하여 그 기능이 설계되어야 하

되,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학습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방법 요소)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목적과 활용의 목표로서 도덕성 요소와

윤리적 기술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실 수업 내․외

(혹은 수업 전․후)에서 수업 내용과 학습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

용 시킬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계(좁은 의미의 design)해야 한다. 수업

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방식은 교수학습 자료가

갖추어야 할 학습 유형(교사가 일방적으로 윤리적 기술에 대하여 설명할

것인가 혹은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 윤리적 기술을 적용해보도록 할 것인

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자료의 학습 유형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교사와 학습

자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일방적, 교호적, 자율수업)과 ‘자료의 적용 방

식’(내용전달, 내용탐색, 내용생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Ⅱ장에

서 이 두 가지 방식을 ‘방법 요소’(활동 방식)로 범주화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설계 원리로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설

계 원리일 뿐, 교수학습 자료의 학습 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법론으로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목표로서 윤

리적 기술을 수업에서 어떻게 다루어야할지 보다 상세화 시키기 위해서

는 교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변인 중 교수방법 변인을 직접적으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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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교육공학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교육공학 이론 중 메릴(Merrill)의 미시적 교수설계

(micro instructional design) 이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메릴

의 미시적 교수설계 이론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이론의 핵심이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의 유형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적절한 처방을

일관되게 제시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수업을 통하여 가르

치고자 하는 목표와 성취해야 할 학습 결과를 분명히 한 후, 그것에 적

합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처방하고자 하는 교과 교육의 성격에

어울린다. 따라서 메릴의 이론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는 작업은 교수학습

자료가 갖추어야 할 학습 유형을 수업의 목표 및 결과에 적합하게 결정

한 후, 그것을 수업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의 세부기능으

로 최적화시키는데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릴의 이론 중 먼저 구인전시이론(Component Display Theory)은 한

단위의 수업이나 하나의 아이디어를 조직하는 미시적 수준의 교수설계이

론이다. 이 이론은 복잡한 학습대상물을 낱개의 구인(Component)으로

나누고 각각에 적절한 교수방법을 전시(Display)해내기 때문에 구인전시

이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교수설계 이론들이 ‘교수’라는 대상을 크게

목표, 학습활동, 평가의 세부분으로 나눈다면, 메릴의 이론은 학습활동

부분을 부각시켜 처방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

활동은 전달, 조직, 관리 전략으로 나눌 수 있고, 조직 전략은 다시 미시

적 조직 전략과 거시적 조직 전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메릴의 이론은 미

시적 조직전략을 다루는 이론이다.135) 또한 이 이론은 개별 학습자에 중

점을 둔 이론이라기보다는 개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학습자 집단

을 염두하고 개발된 이론이다.136)

구인전시이론의 핵심이 되는 개념들로는 ‘수행-내용 매트릭스’, ‘자료제

시형’, ‘일관성’이 있다. 먼저 수행-내용 매트릭스(Performance-Content

Matrix)란 교수학습 활동의 수행(performance) 수준을 기억(remember),

135) 나일주 외(2000), 앞의 책, pp.97-100.

136) 양일호 외(1994), “내용요소제시 이론에 대한 소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제14권 2호, 한국과학교육학회,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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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use), 발견(fine)으로 나누고, 내용(content)의 형태를 사실(fact), 개

념(concept), 절차(procedure), 원리(principle)로 나누어 그들의 관계를 매

트릭스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이차원적 분류체계는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가네(Gagne)의 기본적인 가정, 즉 “학습결과에는 다양한 범주들이

있으며, 이러한 범주들의 성취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절차

가 필요하다.”는 가정을 받아들인 것이다.137) 메릴은 인지적 영역에 속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 이차원의 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반

면에 심리적 동인(psychomotor)이나 정의적(affective) 영역의 학습에 적

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138) 이는 그가 매트릭스를 구성

하고 있는 수행의 수준과 내용의 형태를 지적기능의 학습에 최적화시켰

기 때문이다.

수행-내용 매트릭스의 수행수준에서 기억이란 사실이나 개념, 절차,

137) 가네의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그는 인간의 학습을 언어정보,

지적기능, 인지전략, 운동기능, 태도로 이루어진 5가지 ‘유형’(domain)으로

구분하고 이 중 지적 기능을 다시 변별, 개념, 규칙, 고차원적 규칙의 4가

지로 세분화 하였다. 이렇게 세분화한 이유는 학습자에게 마련되거나 부여

되어야 할 ‘조건’(condition)들은 ‘학습결과’(outcome) 별로 달라야한다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건들이란 선수 학습 요소를 회상하거나 학습

동기 수준을 높이는 것과 같은 ‘내적’(internal) 조건일 수도 있고, 교수의

단계(주의집중 - 목표제시 - 선수학습 회상 - 자극제시 - 안내 - 수행 -

피드백 - 평가 - 기억 및 파지)와 같이 내적 조건을 촉진하기 위해 체계

적으로 처방하는 ‘외적’(external) 조건일 수도 있다. 또한 그는 지적기능은

위계적이며, 위계구조에 따라 차례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메릴

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가네의 가정을 따르고 있지만, 가네의 (변별, 개

념, 규칙 등과 같은) 학습결과 분류방식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그는 학습 목표를 더욱 상세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수행(의 수준)차

원’과 ‘내용(의 형태)차원’으로 구성된 이차원적인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렇게 세분화된 학습 목표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일차제시형’

과 ‘이차제시형’을 제시하였다. 왕정수(1999), “가네와 메릴의 교수이론 비

교”, 『교육과정연구』 Vol.17 No.2, 한국교육과정학회, pp.297-298.

138) Merrill, M. D.(1994), Instructional Design Theory,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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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그대로 재생해낼 수 있도록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탐색하

는 것을 말한다. 활용이란 개념, 절차, 원리를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특정한 사례에 이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발견이란 새로운 개념이나 절차, 원리를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내

용형태에서 사실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건, 기호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일

대일로 연관되어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의미한다. 개념이란 특정한 성격

을 공유하면서 같은 이름으로 명명된 사물, 사건, 기호들의 집합을 말한

다. 절차란 특정 문제의 해결이나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단계들을 순서화한 계열이다. 원리는 사건이나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

고자 하는 데에 사용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

하게 하는 법칙을 말한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 기억의 대상일 뿐, 활용․발견수준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139) 수

행-내용 매트릭스를 도식화하여 각 구인별로 제시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활동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Ⅲ-2>와 같다.

발

견

여러 가지 돌멩이를

몇 개의 무더기로

분류하는 기준을

찾아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를 실험

집단에 배치하는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

지하수 생성원리를

설명하는 모형을

만들 수 있다.

활

용

정적강화의 예를

제시할 수 있다.

현미경을 조작하여

세포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여 직각삼각

형의 빗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기

억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정적강화를 정의할

수 있다.

현미경 조작 단계를

말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말할 수 있다.

사 실 개 념 절 차 원 리

<그림Ⅲ-2> 구인전시이론의 수행-내용 메트릭스140)

위의 매트릭스를 토대로 설정된 구체적인 학습 유형들은 교사나 인쇄

매체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되는데, 이를 자료

139) 나일주 외(2000), 위의 책, pp.97-100.

140) 박성익 외(2012), 위의 책,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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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형(presentation display forms)이라고 한다. 자료제시형은 다시 일차

제시형(primary presentation forms)과 이차제시형(secondary presentation

forms)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 여기서 일차제시형이란 어떤 대상물을

학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을 의미하

며, 이차제시형이란 반드시 제시될 필요는 없지만 일차제시된 내용을 보

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제시 방법은 순서의 개념이 아니다. 다만 이렇게 일차제시

형과 이차제시형을 나누는 것은 학습자들마다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능력의 차이에 상관없이 학

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일차적 자료제시 형태가 필요할 것이라는 가

정이 전제되어 있다. 일차제시형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가르치고자 하는 교과의 내용을 ‘일반적인 내용’(Generality)과 ‘특

수하고 구체적인 사례’(Instance)로 구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

가 기대하는 응답의 형식을 ‘설명식’(Expository)과 ‘탐구식’(Inquisitory)

방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141) 교과의 내용 형태와 응답 형식을 결합하

여 도식화한 후, 각각의 제시기법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의

<표Ⅲ-3>과 같다.

<표Ⅲ-3> 일차제시형 분류142)

제시유형
제시기법 유형

설명식 (Expository) 탐구식 (Inquisitory)

일반성

(Generality)

법칙 혹은 일반성을 말하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줌 (EG)

일반적 진술문을 완성하게 함으로써

(물어봄으로써) 일반성에 대한 이해를

연습하고, 평가함 (IG)

사례

(Instance)

특정 사례나 예를 말하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줌 (Eeg)

특정 사례에 일반성을 적용함으로써

(적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사례의 이

해를 연습하고, 평가함 (Ieg)

141) 양일호 외(1994), 위의 논문, pp.243-245.

142) 박성익 외(2012), 위의 책,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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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제시형은 주로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를 촉진시켜주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맥락(context) 정교화, 선수학습(prerequisite) 정교화, 기억촉진

(mnemonic) 정교화, 도움말(mathemagenic help) 정교화, 표현법

(representation) 정교화, 피드백(feedback) 정교화가 있다. 예를 들어 ‘힘

은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식으로 제

시하는 일차제시형의 경우, 질량과 가속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선수학

습 정교화, 이 법칙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맥락 정교화, 법칙을

쉽게 외우게 하는 기억촉진 정교화, 그림/공식/표로 나타내는 표현법 정

교화와 같은 이차제시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례를 탐구식으로 제

시하는 일차제시형의 경우, 힌트를 제공하는 도움말 정교화, 정답을 제공

하는 피드백 정교화를 활용할 수 있다.143)

마지막으로 일관성(consistency)이란 수행-내용 매트릭스와 자료제시

형을 연결시켜주는 개념으로 “어떤 교과의 내용을 어떤 수준에서 학습자

가 수행하도록 하려면 어떤 일차제시형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교수설

계를 위한 처방을 말한다. 이것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형태의

정보이냐에 따라 제시되는 일차제시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컨대 절차(procedure)를 활용(use)의 수준에서 가르치고자 할 경우, 이

절차-활용에 관련된 학습은 다시 ‘활동’(activity), ‘시연’(demonstration),

‘시연해보기’(demonstrate), ‘단계 진술하기’(state steps)의 형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된 각각의 학습 형태에 따라 ‘활동’의 경우 일

반적인 목표와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한 단계를 ‘설명해주기’(EG), ‘시연’의

경우 그러한 일반적인 단계가 특수한 사례에 적용되는 과정을 ‘보여주

기’(Eeg), ‘시연해보기’의 경우 학습자들로 하여금 특수한 사례에 직접

‘적용해보도록 하기’(Ieg), ‘단계 진술하기’의 경우 일반적인 목표와 단계

를 ‘설명해보도록 하기’(IG)의 일차제시형을 투입할 수 있다.144)

이후 메릴은 자신의 구인전시이론(구 CDT)을 확장시킨 구인설계이론

(Component Design Theory : 신 CDT)을 제시한다. 그는 기존에 자신

143) 박성익 외(2012), 위의 책, p.240.

144) Merrill, M. D.(1994), 위의 책,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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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한 구인전시이론은 CAI(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기반의

튜토리얼 수업 모형(Tutorial models of instruction)145)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이보다 더 복잡한 경험형 수업 모형(experiential model of

instruction)을 설계하기 위한 지침으로는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경험형 모형은 기본적으로 튜토리얼 모형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

만 이 모형은 튜토리얼 모형을 보다 확장시켜 학습자들이 교과 내용의

구조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교류활동(transaction)을 강조한다. 또한 이

모델은 조언자 기능(advisor function)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조언자는

학습자의 교류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경험형 수업 모델에서는 교과 내용

의 조각들을 학습자들에게 단지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내용의

구조와 ‘교류’하게 하고, 문제에 대한 ‘정답’만을 피드백으로 제시하는 것

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를 제공한다.

여기서 교류란 프로그램과 학습자 사이에 생각과 정보를 역동적으로

주고받는 모든 작용, 즉 학습자가 특정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데 요

구되는 모든 상호작용 방식을 의미한다. 메릴에 따르면 교류활동에는 총

13가지 범주가 있으며 각각의 범주들은 크게 구조적 교류활동(structural

transaction)과 경험적 교류활동(experiential transact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에는 대화(conversation), 설명(explanation), 명명(naming), 대조

(contrasting), 분류(classifying)가 있고, 후자에는 탐색(exploration), 입증

(demonstration), 계산(computation), 조립(assembly), 조작(operation), 설계

(design), 예측(predict), 연습(practice)이 있다.146)

구인설계이론에서도 구인전시이론과 같이 학습의 결과를 이차원적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구인설계이론에서는 구인전시이론의 ‘내용형태’(사실,

145) 튜토리얼 수업 모형은 튜터(Tutor)가 교과의 내용을 텍스트나 그래픽으로

학습자에게 직접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본 후, 문제에 정확한

응답을 할 경우 다음 제시로 분기하는 과정을 기본으로 한다. Merrill, M.

D.(1987), “The new Component Design Theory : instructional design for

courseware authoring”, Instructional Science 16, p.20.
146) 앞의 논문,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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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절차, 원리)라는 용어를 ‘내용구조’(content structure)로 바꾸고, 내

용형태의 사실, 개념, 절차, 원리를 목록(list), 분류체계(taxonomies), 의

사결정(decision), 알고리즘과 사건연쇄(algorithms and event chains)로

대체한다. 이와 같은 용어의 변화는 신중하게 구조화된 환경은 인지구조

의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가정 아래, 인지구조가 변화 및 발달되어가는

방식으로 내용들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예컨대 구

인설계이론에서는 ‘소화’(digestion)라는 한 가지 ‘사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소화와 관련된 구조적으로 확장된 ‘목록’(소화 → 입속에서의 소

화 → 혀․치아․침의 역할)을 다룬다. 즉 내용구조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data base)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구인전시이론에서의 ‘일차제시형’이라는 용어 역시 ‘일차

제시기능’(primary presentation function)으로 바꾸고, 그 기능들로 설명

식 일반성(expository generality), 설명식 사례(expository instance), 탐

구식 일반성(inquisitory generality), 탐구식 사례(inquisitory instance)를

제시한다. 얼핏 보면 이것은 구인전시이론의 일차제시형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릴은 이러한 일차제시기능이 위에서 제시한 여러 교

류활동을 통하여 상세화된다고 말한다.147)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구조와 교류활동이 결정되고 일차제시기능이 설

정되면 이를 모듈화(module)시켜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을

코스 조직(Course organization)이라고 한다. 코스 조직은 수업에서 가르

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내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하나의 내용구조와 하나의 교류활동만으로

모듈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148) 즉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수행-내용 메트릭스의 각각의 구인들이 동시에 다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중에 메릴은 교류활동의 개념을 ‘지식’(knowledge)과 ‘전략’(strategy)

147) 앞의 논문, pp.27-28.

148) 앞의 논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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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여기서의 교류활

동이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요소(knowledge component;

사실:parts-of, 개념:kinds-of, 절차:how-to, 원리:what-happen)와 일차전

략요소(primary strategy component)를 일관성 있게 결합한 것을 의미한

다. 일차전략요소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하자면, 그는 교수 전략에는 최소

한 두 가지 측면(phase)이 있는데, 하나는 제시(presentation)와 시연

(demonstration)의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습(practice)과 적용

(application)의 측면이라고 말한다. 또한 정보에도 두 가지 수준(level)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수한 사례이다. 전략의 두

가지 측면과 정보의 두 가지 수준이 조합되어 Tell(일반적 정보 제시하

기), Show(특수한 사례 시연하기), Ask(일반적 정보 상기시키기), Do(특

수한 사례에 지식을 활용하게 하고 기술을 시연시키기)의 네 가지 일차

전략요소가 만들어진다.149) 아래의 <그림Ⅲ-3>은 지식요소와 일차전략

요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일명 “Tell, Show, Ask, and Do 전략”을 도

식화하여 각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일반적인 (INFORMATION) 특수하고 구체적인 (PORTRAYAL)

Tell Ask Show Do

사실

(parts of)
명칭 제시하기 명칭 상기시키기

개념

(Kinds-of)
정의 제시하기 정의 상기시키기

다양하고 구체적

인 예들과 반례

들 시연하기

새로운 예들을

분류하기

절차

(How-to)

단계와 단계의

순서 제시하기

단계와 단계의

순서 상기시키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절차 시연하기

새로운 상황에서

절차 실행하기

원리

(What-happen)

과정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조건과 결과

제시하기

과정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조건과 결과

상기시키기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과정 시연하기

새로운 상황에서

결과 예상 및

잘못된 조건

찾기

<그림Ⅲ-3> Tell, Ask, Show, and Do 전략150)

149) Merrill, M. D.(2001), “Components of instruction toward a theoretical tool

for instructional design”, Instructional Science, pp.2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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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릴의 구인전시이론은 구인설계이론으로 확

장되고 나중에 수업교류이론(Instruction Transaction Theory)으로 더욱

발전한다. 수업교류이론은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이

론이라기보다는 컴퓨터 기반의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수업 설계의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코스웨어(courseware)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수업교류이론은 컴

퓨터 기반 온라인 코스웨어 수업설계 및 개발을 자동화시키기 위한 시도

로서, 교과의 내용과 교수전략이 분리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업교류이론은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을 데이터

(data)로 보고 이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전략을 알고리즘(algorithm)

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유형의 지식은 그 내용만 바꾸어가면서 동일한

형태의 수업 전략을 재활용하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이

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알고리즘을 수업 체제에 적용하려면 가르

쳐지는 지식을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태의 지식으로 표현해

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업교류이론에서는 주로 가르치고자 하는 지

식의 표현 체제를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151)

최근 메릴은 다양한 교수설계이론과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하여 ‘수업 기본원리’(First principles of instruction)라

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교수설계이론과

수업설계 모형들은 공통적으로 전체과제(whole task)를 중심으로 (1)학습

자의 선행 경험을 활성화(activation) 시킬 것, (2)학습자들에게 기술을 시

연(demonstration)할 것, (3)학습자들로 하여금 기술을 적용(application)

해보도록 할 것, (4)일상생활 속에서 기술을 통합(integration)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출된 공통점을 토대로, 그는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하려면 아래의 <그림Ⅲ-4>와 같이 반복되는 네 가지 단계

(phase)를 거쳐야한다고 주장한다.

150) Merrill, M. D.(2009a), “Finding e3 (effective, efficient and engaging)

Instruction”, Educational Technology, 49(3), p.20.
151) 최욱 외 역(2005), 위의 책, pp.32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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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4> 효과적인 수업의 4단계152)

또한 메릴은 위에서 제시한 각 단계의 순차적인 적용에 따라 수업 전

략의 수준(instruction strategy scaling)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오직 정보

만을 제공하고 그 정보를 회상해내도록 요구하는 “내가 말한 것을 기억

해봐”(remember-what-I-told-you)와 같은 수업은 수준을 따질 수 없는

0단계 수준(Level 0)의 수업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각 단계가 추가될

수록 수업의 수준(Level 1 → Level 3)이 올라가며, 수업의 효과성, 효율

성, 매력성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수업보다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

라고 주장한다.

각 단계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Level 1, 시연), 학습은 학습자들이

배울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그들에게 시연될 때 촉진된다. 둘째(Level

2, 적용), 학습은 학습자들이 새롭게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적용해볼 때

촉진된다. 셋째(Level 3, 문제 중심), 학습은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의 맥락

속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때, 다시 말해서 학습자가 문제 중심의 구

조화된 활동에 참여할 때 촉진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습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선행 지식과 경험을 ‘활성화’시킬 때, 그리고 학습자가 새롭

게 배운 지식을 동료 학습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시연하고 정당화하고 성

찰하면서 인지구조에 적극 ‘통합’하고자 할 때 촉진된다. 수업 기본원리

의 각 수준별 세부 전략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Ⅲ-4>와 같다.153)

152) Merrill, M. D.(2006). “Levels of instructional strategy”, Educational

Technology, 46(4), p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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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Merrill, M. D.(2009b), “First Principle of Instruction", in Reigeluth, C. M.

& Carr, A.(eds), Instructional Design Theories and Models: Building a

Common Knowledge (Vol. Ⅲ), Routledge Publisher, pp.43-55.

<표Ⅲ-4> 수업 기본원리의 단계별 세부전략

수준 단계 세부 수업전략

level

3

문제

중심

1) 문제 중심의 수업 전략을 활용하라.

2) 전체과제(whole task)의 과정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행하라.

level

2
적용

1) 새롭게 배운 내용 형태(개념, 과정, 원리)와의 일관성을 고려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Do 전략 활용)

2)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내재적(intrinsic) 피드백

이나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교정적(corrective) 피드백을 제공하라.

3) 과제 적용의 각 단계별로 적절한 지도(coaching)를 제공하라 (교사의

지도는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소거하라).

4) 동료들과 협동학습(peer-collaboration)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라.

level

1
시연

1) 새롭게 배울 내용 형태(개념, 과정, 원리)와의 일관성을 고려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시연하라(Tell, Show 전략 활용).

2) 학습자들이 내용의 핵심 요소에 집중하고, 그 핵심 요소들을 구체적인

사례에 연결시켜보도록 적절한 안내(guidance)를 제공하라.

(Ask 전략 활용)

3) 내용에 적절한 매체(media)를 활용하여 시연하라.

- 텍스트 단독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텍스트와 그래픽을 함께 사용하라.

- 내용과 관련된 텍스트와 시각물을 근처에 배치하라.

- 스크린 텍스트 보다는 오디오 나레이션으로 제시하라.

- 텍스트와 오디오 나레이션 모두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다.

- 꼭 재미있는 요소를 추가할 필요는 없으며, 내용과 관련 없는 오디오

나 시각물 등은 수업을 방해한다.

4) 학습자들을 동료토의(peer-discussion)와 동료시연(peer-demonstration)

에 참여시켜라.

추가

적인

수업

전략

활성화

1) 사전 지식이나 경험을 회상하여 관련된 인지 구조를 활성화하라.

(Ask 전략 활용: 이렇게 활성화된 인지 구조는 시연, 적용, 통합의 단

계에서 새로운 지식을 조직하는 토대가 된다.)

2) 학습자들 간의 이전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라.

통합
1) 학습자들에게 새롭게 배운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성찰하거나, 토의하거

나,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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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시적인 수준에서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메릴의 구인전시이

론 등과 효과적인 수업의 모습을 조망해볼 수 있는 개념적 틀인 수업 기

본원리를 살펴보았다. 메릴의 미시적 교수설계 이론은 학습 결과에 대한

이차원적인 분류체계에 토대를 두고,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습 유형

을 내용과 수행의 차원으로 나누어 최대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술한

후, 이를 모듈화하여 학습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시키고자 한다. 따라

서 그의 이론을 교수학습 자료 설계에 활용할 경우, 자료의 기능을 최적

화시키거나 동일한 유형의 수업에 자료를 재사용하기 용이해진다. 또한

수업 기본원리는 좋은 도덕 수업의 모습을 교육공학적인 측면에서 조망

하면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시 고려해야할 기본적인 원리들과

세부전략들을 안내해준다.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을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설

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노정한다. 먼저 그의

이론은 인지적 측면(언어정보나 지적기능)이 강조되는 수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이론으로서, 수업의 목표를 상세화하기 위하여 수행수준

을 기억, 활용, 발견으로, 내용형태를 사실, 개념, 절차, 원리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도덕과 교육에도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하겠지

만,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기 위하여 여러 요소들(인지적 측면뿐만 아니

라 정서적 측면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수업을 설계해야하는 도덕

과 수업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메릴이 제시

한 수행-내용 매트릭스는 도덕 수업의 학습 유형과 그에 따른 학습 과

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틀로는 유의미하지만 그 틀을 구

성하고 있는 내용, 즉 수행수준과 내용형태는 도덕과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 학습자들에게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 비평(peer-critique)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3) 학습자들에게 새롭게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

법을 탐색하고 고안하고 창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4)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공개적으로 시연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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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학습 유형에 대한 메릴의 10가지 분류 방식과 각각에 대

한 처방(예컨대 13가지 교류활동)은 너무 복잡하고 가짓수도 많다. 이는

수업을 설계하는 교사로 하여금 이 이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

시킬 뿐만 아니라, 수업 설계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 이에 롸이거루스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학습 과제를 중심으로 메릴의 분류를 보다 단순화

하였다. 그에 따르면 학습 과제의 유형은 크게 정보의 기억, 관계의 이

해, 기능의 적용(일반성의 활용), 고차적 사고 기능(일반성의 발견)으로

나누어진다.154)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메릴의 핵심 아이디어인 수행

-내용 매트릭스 개념을 도덕과 교육에서 차용하고자 한다면 도덕과의

성격에 맞는 수행과 내용의 형태를 새롭게 규정한 후, 각각의 유형에 적

합한 대표적인 학습 과제를 알기 쉽게 소개하여 교사로 하여금 융통성

있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메릴의 이론이 갖는 장점과 적용의 제한점을 고려하면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유형(수업 내용과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방식)

을 결정하는 방법을 상세화하면 다음과 같다.

▷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유형 결정

첫째, 도덕과에 맞는 수행과 내용의 형태를 기준으로 학습 유형을 명

확히 결정하고, 그 유형에 가장 적합하도록 도덕과 교수학습 자

료의 기능을 최적화시켜야 한다.

둘째, 기능 설계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대표적인 학

습 과제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해야 한다. 이는 교수학습 자

료의 재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2)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 절차와 ASSURE 모형

TPACK을 기반으로 도출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의 네 가지 일

반 원리 중 네 번째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4) 임철일(2012), 위의 책,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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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위의 세 가지 일반적인 설계 원리(도덕

성 요소, 방법 요소, 기술 요소)가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

록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설계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메릴의 미시적 교수설계 이론들은 수행수준과 내용형태를

기준으로 학습의 유형을 명확히 하면서, 컴퓨터 기반 온라인 코스웨어

수업설계 및 개발을 자동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테크놀로지․매체를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안내로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 절차(process)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실 수업과 테크놀로지․매체

의 통합 과정을 보여주는 교수설계 이론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교수설계 이론 중 ASSURE 모형은 수업에 테크놀로지․매체를

통합하기 위하여, 즉 교수학습 자료를 수업 목표와 학습 상황에 맞게 체

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안된 수업설계 모형이다. 이 모형은 교수설

계의 일반적인 절차인 ADDIE(분석-설계-개발-실행-평가)와 이를 정교

화시킨 Dick & Carey 모형155)의 큰 틀을 따르고 있지만, 다른 모형들에

비해 단순하여 개별 교사가 수업에 적용하기 쉽고 테크놀로지․매체 활

용을 수업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156) 최근 ASSURE 모형

은 테크놀로지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교과의 연구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교수설계 모형들 역시 테크놀로지․매체의 활용 혹은

교수학습 자료의 선정 및 활용을 하나의 단계로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

155) Dick & Carey 모형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 목표 규

명, 교수 분석, 학습자 분석 및 상황 분석, 성취 목표 기술, 평가 도구 개

발, 교수 전략 개발, 교수 프로그램 개발 및 선정, 형성 평가 설계 및 실

시, 교수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총괄 평가 설계 및 실시. 김동식 외 역

(2009), 위의 책, pp.11-13.

156) 임해미 외(2012), “ASSURE 모형에 기반 한 수업설계 경험이 수학교사의

TPACK과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수학교육학연

구』 제22권 제2호, 대한수학교육학회,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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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것들을 교수설계의 핵심에 두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

한 Dick & Carey 모형의 경우에도 ‘전달 체제와 매체 선정’을 교수설계

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수 프로그램157)

개발 및 선정’을 하나의 단계로 두고 있다. 하지만 모형의 전체적인 구조

와 단계를 살펴볼 때, 테크놀로지․매체의 통합 혹은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다는 교수체제 설계 그 자체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

해서 Dick & Carey 모형에서의 테크놀로지․매체는 수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는 다르게 ASSURE 모형에서는 테크놀로지․매체가 수업의 핵심

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 보다 주목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매체가 통

합된 수업을 설계할 때 각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의 절차를 보여주

는 여러 모형들 중 특히 ASSURE 모형에 보다 집중하면서, 모형이 갖추

어야 할 절차를 상세화 시키고자 한다.

<그림Ⅲ-5> ASSURE 모형의 각 단계

ASSURE 모형은 학습자 분석(Analyze learner)에서 출발하여 표준과

목표 진술(State standards and objectives), 전략/공학/매체/자료 선정

157) Dick & Carey 모형에서 말하는 ‘교수 프로그램’이란 교사용 지침서, 학생

용 읽기 목록, 파워포인트 발표자료, 비디오테이프, 팟케스트(podcast), 컴

퓨터 기반 멀티미디어, 원격 학습을 위한 웹페이지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

그램을 의미한다. 김동식 외 역(2009), 위의 책,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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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strategies, technology, media, and material), 공학/매체/자료 활

용(Utilize technology, media, and material), 학습자 참여 요구(Require

learner participation), 평가와 수정(Evaluate and revise)의 여섯 단계를

거친다. ASSURE 모형의 전체적인 과정과 각 단계들은 일반적인 교수설

계 과정과 유사하며,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과 선수학습 능력을 파악하고

수업의 목표를 명료화한 후 수업 방법과 전략을 결정하는 일이 교수학습

자료를 선정하거나 설계 및 개발하는 작업에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다.158)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습자 분석은 학습 성과와 관

련된 것으로 보이는 학습자 특성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학습자

분석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사항들로는 (1)학습자의 일반적 특성,

(2)구체적 출발점 능력, (3)학습 양식(learning style), (4)학습 동기

(learning motivation)159)가 있다. 여기서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

나이, 성, 인종과 같은 불변적 변인에서부터 태도, 흥미와 같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변인까지를 포함한다. 구체적 출발점 능력은 특정 과목에

대한 선수 지식이나 기술, 능력 등과 관련이 있으며, 공식적(표준화된 검

사)․비공식적(교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등) 출발점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다.160)

158) 김항인(2008), “도덕과 교육에서 교육공학활용의 현황과 발전방향”, 『도덕

윤리과교육』 26권,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p.72.

159) ASSURE 모형에서는 지각적 선호와 강점(시각적, 청각적, 운동감각 등),

정보처리 습관(구체-순차적, 구체-임의적, 추상-순차적, 추상-임의적), 학

습 동기(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를 모두 포함하여 학습 양식으

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적 선호와 강점’은 VARK 학습 양식

모형에, ‘정보처리 습관’은 Gregorc 학습 양식 모형에, ‘학습 동기’는 켈러

의 ARCS 모형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켈러가 말하는 학습 동기는

지각적 선호나 정보처리 습관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각

적 선호와 정보처리 습관, 학습 동기를 ‘학습 양식’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적 선호와 정보처리 습관을 포

함하는 ‘학습 양식’과 ‘학습 동기’를 구분하여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

보고,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118 -

학습 양식은 학습자가 학습 환경과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반

응하며,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드리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인 지표를 말한다. 학습 양식을 ‘지각적인 형태’(perceptual modes)

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VARK 모형이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개인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선호하는 하나 혹은 몇 가지의 지각적 형태

가 있는데, 이러한 지각 형태로는 미각과 후각을 제외한 시각적(Visual),

청각적(Aural), 읽기/쓰기(Read/Write), 운동감각적(Kinesthetic) 형태가

있다.

학습자가 선호하는 지각적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VARK 모형에서

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VARK 질문지161)를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진술문들은 다양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 상황에서 선호하는 행동

을 응답자에게 선택하도록 한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이 끝나면 각각

160) 이미자 외 역(2011), 위의 책, p.56.

161) 예컨대, ‘당신은 회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중요한 연설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당신은, (1)연설문을 작성하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습할 것입니다.

(2)핵심 단어 몇 개를 적고 연설을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3)연설을 보다

실감나고 유용하게 만들기 위하여 많은 예들과 이야기를 모을 것입니다.

(4)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다이어그램이나 그래프를 작성할 것입니

다.’와 같은 형식으로 문항이 구성된다(http://www.vark-learn.com: 시각․

청각․운동감각 문해능력에 관한 설문조사).

<Ⅲ-5> VARK 학습 양식에 적합한 수업전략들

시각 청각 읽기/쓰기 운동감각

다이어그램

그래프

색상

차트

텍스트

다른 글씨체

공간배열

디자인

논쟁, 주장

토의

대화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 오디오

세미나

음악

드라마

책, 텍스트

유인물

독서

피드백 써주기

노트필기

에세이

선택이 다양한

도서목록

실생활의 예들

사례들

초청강의

시연

신체활동

제작

역할놀이

모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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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각 형태에 대한 선호도 점수를 보여주는데, 교사는 그 점수를 참고

하여 학습자가 선호하는 지각 형태에 적합하게 위의 <표Ⅲ-5>와 같은

수업전략을 처방할 수 있다.162)

학습 양식을 ‘인지과정’ 혹은 ‘정보처리과정’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

형으로는 Gregorc 학습 양식 모형이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각 개인은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으로 받아드리고 표현하는 경

로(channel)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로는 지각(perception)과 배열

(ordering)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먼저 지각이란 정보를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이것은 다시

구체적인(Concretely) 방식과 추상적인(Abstractly) 방식으로 나뉜다. 배

열은 정보를 배치하고 참조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이것은 다시 순

차적인(Sequentially)인 방식과 임의적(Randomly)인 방식으로 나뉜다. 이

와 같은 각각의 방식이 조합되어 구체 순차적(CS), 구체 임의적(CR), 추

상 순차적(AS), 추상 임의적(AR)인 네 가지 학습 양식이 결정되며, 이는

GSD(Gregorc Style Delineator)163)라는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그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164) Gregorc 학습 양식 모형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위의

162) Hawk, T. M.(2007), “Using learning style instrument to Enhance

student learning”, Decision Sciences Journal of Innovative Education 5

(1), pp.7-8.

163) GSD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문항에는 구체적, 추

상적, 순차적, 임의적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컨대 객관적인, 평가적인, 감

각적인, 직관적인)가 한 개씩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는 각각의 단어들 중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4점부터 1점까지 중복

없이 평정한다(이재무(2011), “컴퓨터과학 교육을 위한 적응형 교수 시스템

개발 및 효과 분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61.). GSD를 활용한 여

러 연구들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4가지 학습 유형 중 단일형으

로는 CS형과 AR형, 복합형으로는 AR+CR형과 CS+AR형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권성연(2009), “대학생의 Gregorc학습양식과 학습전략 사용

및 교수방법선호의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제9권 제2

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51.).

164) Miller, L. M.(2005), “Using learning styles to evaluate computer-based

instruc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1, pp.2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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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학습 양식 중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학습 양식을 보다 선호하

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구체 순차적인 특징을 갖는 학습자(CS)

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와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선호하며,

순서와 논리적 계열성을 갖춘 단계적이고 구조화된 수업, 명료하게 정리

된 프레젠테이션, 분명한 지시를 원한다. 구체 임의적인 특징을 갖는 학

습자(CR)는 구체적인 환경을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좋아하며

실험적이고 모험을 추구한다. 비구조적인 문제를 탐색하는 것을 선호하

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을 싫어한다. 추상 순차적인 특징을 갖는 학

습자(AS)는 쓰기, 언어, 이미지 해독 능력이 좋고 논리적, 계열적 아이디

어로부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잘 추출한다. 또한 개념이나 상징을 통하

여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고, 분석적이며 평가적이다. 추상 임의적인 특징

을 갖는 학습자(AR)는 다소 감상적이며 다른 학습자의 행동이나 주변

환경에 주의를 집중한다. 폭넓은 토의와 대화를 선호하며, 경험에 대하여

숙고할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165) 아래의 <표Ⅲ-6>은 위에서 설명한 각

각의 학습 유형에 적합한 수업전략을 정리한 것이다.

165) 권성연(2009), 위의 논문, pp.38-39.

166) 이재무(2013), “Gregorc 학습 스타일을 적용한 적응형 교수 시스템 개발”,

『한국정보교육학회 논문지』 제17권 제4호, 한국정보교육학회, p.385.

<표Ⅲ-6> Gregorc 학습 양식에 적합한 수업전략들166)

학습 양식 처치 전략

구체

순차적(CS)

체크리스트, 워크시트, 개요, 차트, 지도, 시연, 현장학습, 다이어그램,

흐름도

구체

임의적(CR)

브레인스토밍, 창의적 활동, 사례연구, 직접경험, 매핑, 선택적 독서,

시뮬레이션, 조사연구, 문제해결

추상

순차적(AS)

강의, 개요, 문서, 긴 독서, 오디오 테이프, 보고서 작성, 조사 활동

학기말 보고서 작성, 교수-매체

추상

임의적(AR)
매핑, 그룹 활동, 만화, 음악, 유머, 토의, 역할 놀이, 인터뷰, 일기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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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양식에 대한 연구들167)은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설

계된 교수학습 활동이 그렇지 않은 교수학습 활동보다 더 큰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음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요구가 학습 양식의

형태로 반영되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문제는 학습자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지각적 선호나 정보처

리 습관을 교실 수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혹은 교수학습 자료에 어떻게

모두 담아내느냐 일 것이다.

최근 교육공학 분야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양식을 반영한 컴퓨터 기

반 적응형(adaptive) 교수 시스템의 개발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지만, 컴

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닌 특정 교과의 교사에게 이러한 작업이 과

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려는 교사는 학

습자들의 학습 양식보다는 수업의 목표와 내용, 방법에 먼저 주목하고,

그 후에 학습 양식들을 2차적 혹은 보조적으로 고려하려는 자세가 바람

직할 것이다. 또한 비록 단위 수업에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양식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할지라도,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들

이 보다 선호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해결 방식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학습 동기는 교수학습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학습

과제와 관련하여 학습자를 준비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학습자가 주어진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 학습

167) 학습 양식에 대한 연구들은 위에서 제시한 VARK 모형과 Gregorc 모형

외에도 다양하며(Kolb, Felder-Silverman, Dunn and Dunn 모형 등), 각각

의 모형마다 강조하고 있는 측면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Kolb

모형은 학습의 ‘구체적인 측면’과 ‘추상적인 측면’ 외에도 ‘활동적인 측면’

과 ‘반성적인 측면’(Active and Reflective dimensions)을 추가적으로 강조

한다(Hawk, T. M.(2007), 위의 논문, pp.12-13.). 하지만 학습 양식에 대한

모형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은 본 연구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

에, ASSURE 모형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VARK 모형과 Gregorc 모형의

특징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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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달려있다. ASSURE 모형에서는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

(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을 학습 동기의 중

요한 조건(condition)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켈러(Keller)의 ARCS 모형

에 근거한 것이다.

켈러는 학습 동기(노력의 방향과 크기)의 향상은 그 과제에 대한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이 최저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때 가능하다

고 본다. 이는 위의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다른 것들의 존재 없이

그 하나만으로는 전체동기를 향상시킬 수 없으며, 어느 조건도 다른 조

건에 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

다.168) 또한 그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한

전략169)을 각 조건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요컨대 학습 동기는 동기

유발 전략에 의해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으며, 이렇게 향상된 학습 동

기는 학습자들을 학습에 몰두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학업 성취의 향상으

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켈러는 학습 동기의 향상이 학업 성취의 향상으로 직접 연결되

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즉 학업 성취의 향상은 ARCS 모형을 통해

기대되는 것이지 1차적인 목적은 아니다. 만약 향상된 학습 동기가 학업

성취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동기 유발 전략들이 학업 성취 향상

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교수학습 전략들에 적합한 방식으로 통합

되어야 한다.170)

ARCS 모형이 적용된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한 국내의

연구에 따르면, ARCS 동기전략을 활용한 집단은 학업 성취의 향상과

168) 송상호(1998), “ARCS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정, 특징, 그리고 이론

적 쟁점들”, 『교육공학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교육공학회, pp.156-157.

169) 예를 들자면, 켈러는 ‘주의집중’의 하위 범주를 ‘부조화와 갈등’, ‘구체성’, ‘다

양성’, ‘유머’, ‘탐구’, ‘참여’로 구분하고, (‘부조화와 갈등’의 경우 “학습자의

과거 경험과 모순되는 사실들을 소개하라”와 같은) 각각의 하위 범주에 적

합한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Keller, J. M.(1987), “Development

and Use of the ARCS Model of Instructional Design”, Journal of

Instructional Development, 10(3), pp.4-5.
170) 송상호(1998), 위의 논문, pp.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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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변화에 있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30% 정도 높은 효과를 보였

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ARCS 모형에서 제시하는 동기

전략은 교과(과학, 수학, 실과, 사회)나 교수학습 방법(강의식 수업, 발견

및 탐구식 수업), 학습 상황(면대면 수업, 컴퓨터 활용 수업)에 관계없이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171)

최근 켈러(Keller)는 메릴이 제시한 ‘수업 기본원리’(First principles of

instruction)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학습동기의 기본원리’(First principles

of motivation to learn)라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172) 이 원리는 그의

ARCS 모형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학습동기의 기본원리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학습 동기는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습할 내용 간

의 인식된 차이에 의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될 때 촉진된다. 이것은

ARCS 모형의 ‘주의집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관심을 집중시키

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과 관련된다. 주의집중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하

고 흥미로운 그래픽, 애니메이션의 활용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모순적인 상황이나 갈등 상황, 미스터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제시와

같은 탐구심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 동기는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할 때 촉진된다. 이것은 ARCS 모형의

‘관련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업의 내용 및 교수전략이 학습자의 사전

경험,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 학습 양식 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를 의미한다. 관련성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그

들에게 친밀한 내용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목표 지향적이고 실

제적인 학습 과제를 적용하되,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과제해결 방식과 표

현 방식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어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도

록 전략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171) 강물레 외(2006), “ARCS 동기전략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공학연

구』 제22권 제4호, 한국교육공학회, pp.96-98.

172) Keller, J. M.(2008), “First principles of motivation to learn and e3-learning”,

Distance Education, 29(2), pp.17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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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습 동기는 학습자가 과업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촉진된다. 이것은 ARCS 모형의 ‘자신감’에 해당되는 것으로 성공에 대

한 기대와 학습 과제에 대한 개인적 조절감(feelings of personal control)

이 포함한다.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필요

조건(학습목표와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여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돕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수준의 난이도가 아닌) 적절한 수준의 과

제를 해결하여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습 동기는 학습자가 학습 과제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예상하고 경험할 때 촉진된다. 이것은 ARCS 모형의 ‘만족감’에 해당되

는 것으로 자신의 학습 경험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학습을 지

속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지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서는 적절한 인정 및 보상과 같은 외재적 강화를 제공하고, 학습한 내용

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내재적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학습목표와 내용, 평가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학습 동기는 학습자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규

제적인(self-regulatory or volitional) 전략을 사용할 때 촉진되고 유지된

다. 이것은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장애물과

역경, 경합하는 목표들을 이겨내고 노력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하다. 이러

한 자기규제 전략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해주며, 의

도된 행동의 유지를 강화하는 중재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공적인 도덕과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을

해당 차시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지속시킬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술에 대한 선수지식과 이와 관련된 경

험들을 확인하여 수업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주어지는 과제는 학습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습 동기에

대한 켈러의 ARCS 모형은 도덕과 TPACK의 도덕수업 준비 지식의 형

성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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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 목표 진술은 수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단계로, 교사

가 수업에서 행할 계획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학습자가 수업에서 성취해

야 할 것에 대한 진술이다. 목표 진술(일명 ABCD 단계)은 (1)목표가 의

도한 학습자(Audience), (2)수업 후 갖게 될 새로운 능력(Behavior), (3)

활동이 관찰되고 평가될 조건(Condition), (3)새로운 지식 혹은 기능이

숙달되어야 할 정확성 혹은 능숙성(Degree)을 포함한다.173) 지금까지 살

펴본 ‘학습자 분석’, ‘표준과 목표 진술’의 단계는 일반적인 교수설계 절

차의 ‘분석’ 단계에 속한다.

전략/테크놀로지/매체/자료 선정은 (1)적절한 수업전략 선정(혹은 교수

학습 모형 선정), (2)테크놀로지․매체 선정, (3)이용 가능한 기존의 자료

선정 및 수정 혹은 새로운 자료의 설계를 통하여 수업의 목표 성취를 위

한 다리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수업전략 혹은 교수학습 모

형은 수업의 주제 및 교과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따

라서 진술된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제별 혹은 교과별로 적절

한 전략과 교수학습 모형을 탐색하는 일은 테크놀로지 및 매체, 자료 선

정에 선행된다.

교수학습 모형이나 수업전략을 선정할 때 중요한 점은 그것들의 특징

과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둠으로써, 가장 적합한 테크놀로지․

매체들을 수업에 통합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ASSURE 모형에서는

수업전략을 그 전략 속에 포함된 교수학습 활동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

라 교사중심의 수업전략과 학습자중심의 수업전략으로 구분한다. 물론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전적으로 교사가 주도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학생이 주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이 중요

한 이유는 누가 교수학습 활동을 주로 주도하느냐의 문제는 누가 테크놀

로지․매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며, 이는 결국 수

업에 적용할 테크놀로지․매체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Ⅲ-7>은 ASSURE 모형에서 수업전략 별 적용 가

능한 테크놀로지 및 매체의 대표적인 예를 제시한 것이다.

173) 이미자 외 역(2011), 위의 책,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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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7> 수업전략별 적용 가능한 테크놀로지․매체174)

수업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수업전략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테크놀로지

/매체/자료를 선정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으로는 연령에 맞는

언어의 사용, 흥미수준과 참여도, 기술 수준, 사용의 용이성, 사용 설명과

안내, 객관성,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등이 있다.175) 이러한 고

려 사항들은 결국 선정된 자료가 수업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 만약 선정된 자료가 교사와 학습자가 사용하기에 너

무 어려워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적용 절차

가 복잡하여 자료의 투입이 오히려 수업의 진행에 부담을 준다면 그 자

174) 앞의 책, p.97.

175) 앞의 책, p.65.

교사중심의 수업전략 학습자중심의 수업전략

전략 적용 가능한 공학․매체 전략 적용 가능한 공학․매체

제시/발표

․파워포인트로 내용제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내용을 비디오로 제시

토론/토의
․파워포인트로 토론 주제 제시

․온라인 토론방에서 토론

시연/시범
․각종 동영상으로 절차나

과정 제시
협동학습

․온라인 협동도구로 협동활동

(Google Docs 등)

․실물을 활용하여 학습결과물

제작

반복연습

․화이트보드를 활용하여 문제

를 제시하고 반복연습

․소프트웨어를 통한 반복연습

게임

․주제 관련 온라인 게임

․최고 점수 획득자 파악이

가능한 게임

개인지도

․온라인 개인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피드백

․인터넷 강의나 팟캐스트로

부족한 부분 보충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동영상으로 문제 제시하고

　학습자가 결과예상

․가상현실

발견학습

․디지털 개념지도를 제작하여

　관계성 발견

․데이터를 수집하여 엑셀로

　정리하고 결과 도출하기

문제해결

․모바일 디바이스로 현장자료

　수집, 학습결과물 제작

․가상의 학습상황 속에서

　문제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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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가치는 크게 떨어진다. 그리고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의 것이 아니라면 수업에 적용할 수 없다.

테크놀로지/매체/자료 활용은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을 계획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은 (1)테크놀로지/매체/자료의 사전 검토, (2)테크놀로지/매체/자료 준비,

(3)학습 상황 점검, (4)학습자 준비, (5)학습 경험의 제공이다.176) 즉 교사

는 선택한 자료 중 수업에 집적 일치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부적절한 내

용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검토된 자료를 수업

의 어느 단계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순서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자료 준비가 완료되면 그 자료가 적용될 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교수학

습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예컨대 교사중심의 시연인지, 학습자중심

의 협동학습인지 등을 고려하면서) 학습자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자료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하고 그러한 기능들이 수업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야 할

지를 안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들에 대하여 주의를 주어야 한다.

학습자 참여 요구는 학습자들이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1)지식과

기능을 연습해보고, 이에 대한 (2)적절한 피드백을 제공받는 단계이다.

연습은 교사에 의하여 신중하게 선정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

여 학습자들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동료 학습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

며,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학습결과물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드백은 교사에 의한 피드백, 미리 구조화된 컴퓨터 프로그램

에 의한 피드백, 동료 학습자에 의한 피드백, 자기평가에 의한 피드백 등

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난이 아닌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설

적인 피드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177)

콜브(Kolb)는 경험이나 활동 그 자체는 학습에 크게 유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반성적인 성찰을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되고, 종합적으

176) 앞의 책, pp.67-70.

177) 앞의 책, pp.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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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고되며, 능동적으로 실험될 때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178) 이러

한 측면에서 볼 때, 학습자 참여 요구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단계이지만, 활동 과정 전반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중재를 전제한다. 즉

교사는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학습자들을 안내하고 격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활동 과정과 결과

에 대하여 성찰하고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마련해야 한

다. 또한 교사에 의한 평가 혹은 동료 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을

통하여 보다 더 나은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평가와 수정은 (1)학습자들의 학습 목표 성취 수준과 (2)수업 과정에

적용된 수업전략, 테크놀로지․매체 사용의 영향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즉 ASSURE 모형에서는 학습자들의 목표달성 여부와 함께 수업에 투입

된 수업전략, 테크놀로지 및 매체에 대한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구

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학습 목표의 성취 수준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

들에게 학습한 내용과 기능에 적절한 과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그러

한 내용과 기능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요구하는 수행 평

가(authentic assessment)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학

습 목표의 성격 혹은 학습 과제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습자

들의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보통 평정 척도별로 수행수준이 기술되어

있는 평가표(rubric)를 활용한다. 하지만 만약 각각의 학습자별로 전체적

인 수행 과정을 평가할 계획이 있다면 수행 평가의 한 유형인 포트폴리

오(portfolio)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보다 효율적인 수

행평가를 위하여 개인의 학습결과물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는

전자 포트폴리오(e-portfolio)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179)

수업전략, 테크놀로지․매체는 수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성, 효율

성, 매력성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효과성은 학습자가 얼마나 깊이 있

게 목표를 잘 수행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학습 목표에 대한 성취 수준은

수업전략, 테크놀로지․매체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효율

178) 김국현 외(2013), 위의 책, p.255.

179) 이미자 외 역(2011), 위의 책,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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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학습에 투여한 시간과 교사의 비용 및 노력을 고려한 것이며, 매력

성은 학습자가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학습하기를 원하는가와 관련이 있

다. 이렇게 평가된 결과들은 전체 체제의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는가를 점검하여 자기 조절과 구조 개혁의 계기를 제공하는 피드백의 역

할을 하게 된다.180)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점은 ‘수업전략’, 그리고

‘테크놀로지․매체’를 따로 분리해서 평가해야 하느냐 통합해서 평가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먼저 진술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수업전략을 결정한 후, 그 전략

을 가장 잘 지원해줄 수 있는 테크놀로지․매체를 선정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수업전략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고 효율성 및 매력성에 대한 평가는 테크놀로지․매체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ASSURE 모형은 수업전략, 그리고 테크놀로지․매체의 통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컨대 수업전략의 잘못된 선택이 효과성을 떨

어뜨릴 수도 있지만, 수업전략을 잘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하

기 위해 투입된 테크놀로지가 잘못 선정되었을 경우 수업의 효과를 망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형은 수업전

략과 테크놀로지․매체가 일관성 있게 통합된 하나의 교수체제 혹은 교

수 프로그램 설계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업전략을 효과성

에, 테크놀로지․매체를 효율성 및 매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

으로 보고 그것들을 일대일로 대입한 후, 각각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

은 이 모형의 원래 의도에 맞지 않는다. 만약 평가 결과가 최초 의도와

차이를 보인다면 그것은 전체 프로그램 설계의 문제로 봐야하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업전략의 결정에서부터 테크놀로지․매체의 선정까

지의 과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교수학습 자료의 경우 수업전략과 테크놀로지․매체가 통합된 형

태로 나타나며, 수업의 내용 및 방법과 무관하게 개발되는 교수학습 자

180) 임용경 외(2009),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경기: 양서원,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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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교육공학 연구 분야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테크놀로지․매체의 이점들은

수업전략에 활용되며, 더 나아가 이것들은 새로운 수업전략들을 가능하

게 한다.181) 따라서 수업전략과 테크놀로지․매체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이 둘이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가에 연구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182) 결론적으로 수업전략과 테크놀로

지․매체에 대한 평가는 그것들이 일관성 있게 통합된 ‘교수 프로그램’

혹은 ‘교수학습 자료’ 그 자체가 학습자들의 학습목표 성취 수준을 얼마

나 향상시켰는지, 수업을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도와주었는지, 학

습자들이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이 되어야 한다.

ASSURE 모형을 토대로 진행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모형은

교사의 TPACK이나 교수효능감, 교수기술을 향상시키데 기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임해미 등은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수에 워크숍이나

강의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교육 분야에 적합한 테크놀로지․매체

활용에 대한 교사들의 심도 있는 이해를 이끌어내기에 부적절하다고 보

았다. 그들은 교사들의 TPACK 형성에 ASSURE 모형이 기여할 수 있

다고 전제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ASSURE 모형 각 단계의 하위 요소들은 TPACK

형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전략/테크놀로지/매체/자료 선정 단계에서 ‘적절한 수업전

략 선정’은 교수법 지식과, ‘테크놀로지․매체 선정’은 테크놀로지 지식

과, ‘기존의 자료 선정 및 수정’은 내용 지식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ASSURE 모형을 토대로 수업을 설계해보는 경험은 교사

의 TPACK을 균형 있게 형성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 연구 결과에 따

181) Kozma, R. B.(1994), “Will media influence learning? reframing the

debate",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2(2),

p.16.

182) 홍기칠(2004), “교수매체 효과성 연구의 쟁점과 방향”, 『초등교육연구』

제17집 제1호, 한국초등교육학회,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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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ASSURE 모형에 기반한 수업설계 경험은 수학교사의 TPACK은

물론,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

도를 의미하는 교수효능감도 상승시켰다.183)

조희정 등은 ASSURE 모형에 기초한 모의수업 모형을 개발한 후, 이

모형을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

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모의수업 모형은 기본적

으로 ASSURE 모형의 절차를 따르면서도, 유아교육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아의 발달 과정’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면서 모형의 단계를 재구성하였다. 특히 중요한 점은 학습자의 분

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ASSURE 모형과는 다르게 교육과정을 분석

하고 수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재구성된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와 각 단계에 포함

된 구체적인 항목들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을 계획할 때 유아교육과

정의 성격과 유아 발달 과정에 맞는 수업 목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선정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

라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수업을 설계해보는 경험은 결국 그들의

교수기술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184)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ASSURE 모형에 따라 수업을 설계해보는

경험은 교사들의 TPACK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초

보자로서의 교사도 ASSURE 모형이 구비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TPACK을 잘 형성하고 있는 교사처럼 교수학습 자료

를 설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ASSURE 모형은 테

크놀로지․매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업이라면 교과에 관계없이 일반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은 수업 설계의 일반적인 절차와 각 단계별

로 확인해야 할 주요 요소들의 대강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의

183) 임해미 외(2012), 위의 논문, pp189-196.

184) 조희정 외(2013), “ASSURE 이론에 기초한 예비유아교사의 모의수업 모형

개발 및 적용”, 『유아교육연구』제33권 제3호, 한국유아교육학회,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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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는 그 교과에 대한 교사 개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각 교과별 특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수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도덕 수업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고자 한다면, ASSURE

모형을 참고하되 모형의 각 단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도덕과의 성격에 맞게 대체해야 한다.

또한 ASSURE 모형은 기본적으로 선형 구조(linear structure)가 갖는

한계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선형 구조의 가장 큰 단점은 산출물에 대

한 학습자의 반응을 설계 과정의 가장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을 들여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고도 기대하는 효과를 산출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수설계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래피드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

이라는 새로운 설계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은 기존의 교수체제 설계 모형을 토대로 하되, 설

계 목표에 적합한 프로토타입(prototype)185)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설계(실행-평가-개발)의 과정을 반복하여 산출물에 대한 완성

도를 높이고자 한다.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은 설계 과정에 학습자를 참여

시키고 설계자와 상호작용토록 하여 보다 탄력적인 개발을 가능케 한다

는 점, 프로토타입을 실행해본 학습자의 반응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을 빠르게 반복한다는 점, 학습자가 주는 보다 빠른 피드백을 통해

(산출물에 대한) 창의성(creativity)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개발 주기

185)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입이란 최종 산출물(final product)의 핵심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동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계획된 산출

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간단한 외형(simply shell)으로 만

들어진 것을 의미하며, 개발의 전 과정(full product development cycle)을

거치지 않고도 최종 산출물의 개념적 구조(concept structure)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다(Jones, M. K. et al.(1992), “Rapid prototyping in automated

instructional design”,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40(4), pp.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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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차 가속화(accelerate)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186)

<그림Ⅲ-6> 래피드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의 절차187)

래피드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때에는 첫째, 검사에 사용할 프로토타입

의 완성도(fidelity)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프로토타입의 검사가 새로

운 아이디어의 적용가능성을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검증하는

것이 목적임을 고려한다면, 비록 그 완성도는 낮을지라도 보다 빨리 사

용자의 반응을 수집하고 속도감 있게 수행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수설계자와 사용자의 목적 공유 및 상호역할인식이 중요하다. 래

피드 프로토타입 개발에서는 사용자 또한 교수설계자의 역할을 해야 하

며, 사용자와 교수설계자가 함께 상호책무성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셋째, 수집된 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개발물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사항을 기능별로 확인하는 작업은 프로토타입 검사의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상충하는 반응이나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의견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들 사이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목적과 활용의 목표를 반영한 평가기준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토타입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평가해야 할 기준과 검사결과를 분석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188)

186) Tripp, S. D. & Bichelmeyer, B.(1990), “Rapid prototyping: An alternative

instructional design strategy”,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38(1), pp.41-43.
187) 앞의 논문, p.36.

188) 임철일 외(2005), “웹 기반 수업 개발을 위한 인쇄물 기반의 래피드 프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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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계 및 개발되는 교수학습 자료는 보통 오랜

시간을 거쳐 완벽하게 개발되기 보다는, 진행하고자 하는 수업에 즈음하

여 빠르게 개발되어 즉시 활용되는게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번 개

발된 자료는 수업이 종료된 후 폐기되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수업에 반

복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덕 수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되는 교수학습 자료 역시 처음부터 완벽한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수업을 통해 달성하

고자 하는 핵심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발하고 반복적으로 활

용하여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개발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후에는 핵심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반

응을 분석하여 자료를 개선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

해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이 담긴 분석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는 단순히 선형 구조를 따라가기 보다는 래

피드 프로토타이핑의 절차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ASSURE 모형의 특징들을 선별적

으로 활용하면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상세화하면 다음과 같다.

▷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 절차

첫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 절차는 ‘학습자 분석’, ‘표준과 목

표 진술’, ‘전략/공학/매체/자료 선정’, ‘공학/매체/자료의 활용’,

‘학습자 참여요구’, ‘평가와 수정’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하되, 각

단계의 일반적인 내용은 도덕과에 적합하게 대체되어야 한다.

둘째, 최초에 신속하게 개발된 자료를 프로토타입으로 간주하고, 개발

된 자료를 동일한 유형의 수업에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단계를

포함시켜 자료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추가적으로 마련

해야 한다.

타입 개발 방법론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제21권 제1호, 한국교육공

학회,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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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 개발

1.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의 구조

지금부터는 Ⅱ장에서 구축한 ‘모형의 구성요소와 기본구조’를 Ⅲ장에서

검토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보다 상세화시키면서 도덕과에 최적화

된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모형 제시에 앞서,

Ⅱ장에서 도출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일반적인 설계 원리들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수업 내용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히 확인하고, 그것들을

자극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야 한다. (내용 요소)

둘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수업 내용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방식,

즉 (교실 내․외, 수업 전․후의) 교수학습 활동 방식(도덕과 교수

학습 모형과 수업전략)을 반영하여 그 기능이 설계되어야 하되, 학

습자의 학습동기와 학습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방법 요소)

셋째, 내용과 방법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와 매체는 가능하다면 그 개

입 수준을 높이고 다매체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나, 자료의

설계 및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 요소)189)

넷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위의 세 가지 일반적인 설계 원리가 일관

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도출된 일반적인 설계 전략을 Ⅲ장에서 이론적으

로 상세화시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 도덕과의 어떤 학습 유형에 어떤 테크놀로지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지는 도덕 수업에 테크놀로지가 활용된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해봄으로써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작업은 Ⅳ장의 2절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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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목적 규정과 활용의 목표 설정

첫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목적은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행력’을 기준으로 규정(혹은 분

류)될 수 있다.

둘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활용의 목표는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

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행력과 관련된 ‘윤리적 기술’ 혹은

‘도덕적 역량’들과 일치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각각의 윤리적 기술들이 정교화 되어가

는 ‘일련의 절차’(예시와 기회에 전념, 사실과 기술에 집중, 절차

연습, 지식과 절차를 통합)를 고려하면서 설계되어야 한다.

2)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유형 결정

첫째, 도덕과에 맞는 수행과 내용의 형태를 기준으로 학습 유형을 명

확히 결정하고, 그 유형에 가장 적합하도록 도덕과 교수학습 자

료의 기능을 최적화시켜야 한다.

둘째, 기능 설계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대표적인 학

습 과제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해야 한다. 이는 교수학습 자

료의 재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3)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 절차

첫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 절차는 ‘학습자 분석’, ‘표준과 목

표 진술’, ‘전략/공학/매체/자료 선정’, ‘공학/매체/자료의 활용’,

‘학습자 참여요구’, ‘평가와 수정’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하되, 각

단계의 일반적인 내용은 도덕과에 적합하게 대체되어야 한다.

둘째, 최초에 신속하게 개발된 자료를 프로토타입으로 간주하고, 개발

된 자료를 동일한 유형의 수업에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단계를

포함시켜 자료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추가적으로 마련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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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도덕 수업에 최적화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을 아래의 <그림Ⅳ-1>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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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모형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를 위하여 반드시 확

인해야 할 일반적인 절차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교수설계 모형들이 그러

하듯이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 역시 전체적인 모습은 기본적으

로 선형 구조(linear structure, ADDIE 구조)를 띠고 있다. 그 이유는 수

업을 설계할 때 수행해야 할 과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순서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형

구조는 교수학습 자료의 성격과 목표, 학습 유형, 테크놀로지․매체를 빠

짐없이 고려하면서 일관성 있게 연결시키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실제로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할 때는 각 단계가 동시적으로 고려되거나 교차하

면서 진행된다.

‘학습자 분석’ 단계에서부터 ‘적용 및 평가’의 단계까지를 순환 구조

(circulant structure)로 제시한 이유는 각 단계가 체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과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라

는 것이 문제점은 보수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는 유지 및 발전시키는 지

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수학습 자료 플랫

폼의 재사용’ 단계에서 ‘적용 및 평가’의 단계를 거쳐 ‘수업전략 재구성

및 세부기능 설계’로 되돌아오는 모습은 일종의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rapid prototyping)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즉 도덕 수업

에 활용하기 위하여 최초에 신속하게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는 일종의 프

로토타입(prototype)으로서, 동일한 학습 유형의 수업에 재사용되고 재평

가되면서 그 자료에 적용된 수업전략과 테크놀로지 및 매체, 세부기능들

이 계속 발전하게 된다.

모형의 각 단계는 크게 ①준비와 계획 단계, ②자료의 기능설계와 개

발 단계, ③평가와 수정 단계로 구성된다. 준비와 계획 단계는 다시 ‘교

육과정 분석 및 수업 목표 상세화’, ‘학습자 분석’, ‘수업모형 및 전략과

테크놀로지․매체 결정’의 단계로, 자료의 기능설계와 개발 단계는 ‘수업

모형 및 전략 재구성과 세부기능 설계’, ‘교수학습 자료 플랫폼의 재사용’

의 단계로, 평가와 수정 단계는 ‘적용 및 평가’, ‘수정을 위한 환류’의 단

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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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와 계획 단계

1) 교육과정 분석 및 수업목표 상세화

첫 번째 단계는 ‘교육과정 분석 및 수업목표 상세화’의 단계로, 이 단

계는 다시 ①‘중점 구성요소 확인, 윤리적 기술 결정’과 ②‘도덕과 수행-

내용의 유형(학습 유형) 결정’으로 나뉜다. 여기서는 먼저 도덕과 교육과

정을 검토하면서, 교수학습 자료를 투입할 단원 혹은 차시의 목표와 내

용이 레스트가 제시한 네 가지 구성요소(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

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행력)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 후 나바에츠가 제시한 윤리적 기술의 목록을 참고하면서,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각 구성요소 별 하위 기술들을 도출해낸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된 윤리적 기술을 도덕 수업 시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칠

지 도덕과 수행-내용 메트릭스를 활용하여 최종 결정한다.

원래 ASSURE 모형에서는 ‘학습자 분석’을 ‘목표 진술’ 단계보다 우선

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도덕 교과 교육 측면

에서 진행되는 도덕 수업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목표와 내용, 계열화 방

식에 따라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은 배우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학습자들의 도덕적 발달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치 있는 목표라는 점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발달’이 교육의 유일한 목

표는 아니며, 학습자들은 그 사회 혹은 문화가 그들에게 갖기를 기대하

는 ‘관점 및 가치’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190)

이는 가르치고자 하는 단원 혹은 차시의 목표를 상세화한 후 이렇게

설정된 목표에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

하기 위하여 학습자 분석이 이루어져야하지, 학습자 개개인의 독특한 특

성 때문에 수업의 전체적인 목표가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은 수업을 설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두 가

190) 정창우(2001), “파아제와 비고츠키 이론의 도덕 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13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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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변인, 즉 학습자 특성에 관한 변인과 교과의 성격 및 목표에 관한 변

인 중 후자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다.

① 중점 구성요소 확인, 윤리적 기술 결정

다시 논의로 돌아가서, 먼저 교사는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단원 혹은 차시의 목표와 내용을 검토한다. 그 후 확인된 목표와 내용을

토대로, 이 단원 혹은 차시를 어느 구성요소의 어떤 하위 기술에 중점을

두고 가르칠지 아래의 <그림Ⅳ-2> ‘구성요소 확인 및 윤리적 기술 결정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서 결정한다.

<그림Ⅳ-2> 구성요소 확인 및 윤리적 기술 결정 체크리스트

각각의 윤리적 기술은 교수학습 자료가 도덕 수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

는 목표(예컨대 ‘감정표현 이해하기’ 기술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수학

습 자료), 즉 교수학습 자료 활용의 목표로 취급된다. 따라서 결정된 윤

리적 기술의 가짓수가 늘어날수록 교수학습 자료가 다루어야 할 목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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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짓수도 많아진다. 이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의 근본적인 이유

를 학습자가 배워야 할 윤리적 기술이나 (도덕적 과제․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역량의 측면에서 찾으려는 의도이다. 본 연구에서 생

각하는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 이상을 행동

으로 산출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의 목표는 도덕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혹은 어떤 역할을 도덕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역량들에 일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도덕과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기술 혹은 역량은 단지 나바에츠가 제시

한 윤리적 기술의 목록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학습

자료가 다루어야 할 목표 역시 위에서 제시한 윤리적 기술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술이나 역량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도 있고 더 좋은 방식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대체

가능성을 당연히 인정한다.

예컨대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기인식(자신의 강점, 요구, 가치를 인식하는 능력 등), 자기관리

(충동조절, 개인적 훈육 능력 등), 사회적 인식(인간의 다원성에 대한 이

해 능력 등), 관계관리(의사소통, 갈등관리 능력 등), 책임 있는 의사결정

능력(다양한 대안의 평가와 숙고 능력 등)들도 자신의 정서를 인식․관

리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좋은 결정을 내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달시키

는 중요한 역량191)들로 언급되면서, 도덕과 교육에서 폭넓게 다루어야

할 것들로 고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가 나바에츠가 제시한 윤리적 기술들의

목록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갖는 사회

정서학습의 일부 역량들과는 다르게, 레스트의 이론에 토대를 두고 도덕

적인 행동의 산출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도덕과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능력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191) Merrell, K. W. & Gueldner, B. A.(2010),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the Classroom : Promoting Mental Health and Academic Success,

Guilford Publications. 신현숙 역(2011), 『사회정서학습 : 정신건강과 학업

적 성공의 증진』, 경기: 교육과학사,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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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의 목표를 결정할 때 참

고하기 위한 목록으로 나바에츠의 윤리적 기술의 목록을 활용하고자 하

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수학습 자료 설계의 목표는 또 다른 윤리

적 기술이나 역량으로 대체될 수 있다.

레스트와 나바에츠의 이론에 따르면 각각의 구성요소들과 그 하위 기

술들은 명확히 구분되어 작동하기 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에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역시 각 구성요소들과 그 하위 기술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설계될

수도 있다. 예컨대 장기간의 기획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젝트 학습의 경

우 다양한 기술들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효과적

이며 효율적으로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 요소들과 관련 기술들을 구분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는 방

식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다.

② 도덕과 수행-내용의 유형(학습 유형) 결정

중점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어떤 윤리적 기술을 길러주어야 할지 결정

한 후에는 아래의 <그림Ⅳ-3> ‘도덕과 수행-내용 매트릭스’를 참고하면

서, 도덕 수업에서 전개될 수행과 내용의 유형, 즉 ‘학습 유형’을 명확히

한다.

성

찰

③ 학습 유형
  : 실행의 성찰
④ 자료의 기능
  : 자기평가 기능

탐

구

이

해

① 학습 유형
  : 사례의 이해
② 자료의 기능
  : 사례 제시 기능

사례와 경험
(동일시 지식)

개념과 사실
(정교화 지식)

절차와 계획
(절차적 지식)

문제와 실행
(실행 지식)

<그림Ⅳ-3> 도덕과 수행-내용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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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수행-내용 매트릭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교수학습 자료의 세부

기능(예컨대 위의 <그림Ⅳ-3>과 같이 ②‘사례 제시’ 기능 혹은 ④‘자기

평가’ 기능 등)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수행과 내용으로 구분

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명시적으로 제시하려는데 있다. 이는 학습 유

형을 알면 설계해야 할 교수학습 자료의 세부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교실에서 진행되는 도덕 수업의 과정과 활동들은 교사가 수업의 흐름

과 학습자들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수정해나갈 수 있다. 하지

만 수업에 활용되는 교수학습 자료의 세부기능은 일단 수업 전에 설계

및 개발되면 수업 시간 내에는 그 기능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

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이전에

학습 유형을 파악하여 수업의 전개 과정에서 자료가 반드시 투입되어야

만 하는 시점과 그 시점에 필요한 세부 기능을 최대한 상세하게 확인한

후, 꼭 필요한 기능을 선별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최적화시키자는 것이다.

여기서 ‘상세화’(specification)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최대한 자세

하게 준비하고, 예상되는 반응까지 고려하여 그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구

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적화’(optimization)란 적절한 수준의 자원을 투

입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현실적인 의도로서, 너무 많은 시간

과 비용을 투입하여 최고의 결과를 얻기 보다는 비록 차선의 결과일지라

도 적절한 수준의 투입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192) 본 연구자가 생각할 때 도덕과 수행-내용 매트

릭스는 교사들이 교수학습 자료를 ‘상세화’ 및 ‘최적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의 <그림Ⅳ-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덕과 수행-내용 매트릭스

에서 수행은 ‘이해’, ‘탐구’, ‘성찰’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사례와 경험’,

‘개념과 사실’, ‘절차와 계획’, ‘문제와 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수

행의 경우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공식 문서인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

192) 고대혁 외(2014), 『도덕교육의 체계적 이해』, 경기: 양서원, p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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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안하는 모형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규 도덕과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덕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는데 목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도덕 수업에서 전개

될 수 있는 수행의 유형을 도덕과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수․학습 방법’의 내용을 살

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

해 올바른 판단능력과 도덕적 덕성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각

자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다.193)

현대 사회와 일상생활에서의 도덕 문제와 현상을 학생들이 옳고 그름

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성찰하여 유덕한 인격과 건전한 인성을 발달시

키는데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지도한다.194)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도덕적 탐구에 참여하며, 이러한 참

여적 활동을 통해 도덕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반성적 자기성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195)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도덕과 교육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집중적으

로 다루고 학습자들의 덕성과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 ‘도덕적 지식에 대한 학습’과 함께 ‘도덕적 탐구’와 ‘도덕적 성찰’을 제

시하고 있다. 특히 도덕적 탐구와 도덕적 성찰은 도덕과 지식구조의 토

대가 되는 윤리학적 접근을 교수학습에서 구현하는 도덕과만의 독특한

공부방법이다.196) 그렇다면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93) 교육과학기술부, 위의 책, p.4.

194) 앞의 책, p.27.

195) 앞의 책, p.27.

196) 김국현(2012a),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 지식의 재구조화”, 『한국윤리학

회 2012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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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덕적 지식 학습이란 윤리학과 정치철학 등을 배경으로 한 도덕

적 개념과 원리, 도덕성 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가치․덕목,

(그리고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익혀야 할 윤리적 기술)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197) 도덕적 지식 학습은 도덕적 개념이나 원리, 가치․

덕목, 윤리적 기술 등의 전형적인 사례와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현실에서의 적용 방식 등을 기억하고 설명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

문에 (개념 등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듣는 낮은 수준의) ‘도덕적 이해’라

고 불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옳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지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198) 다시 말해서 도덕적 개념이

나 원리, 가치․덕목, 윤리적 기술 등에 대한 이해는 특정 상황을 도덕적

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도덕 외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영

향을 미치며, 도덕적인 문제라고 판단하였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다.199) 실제 수업 과정에서는 가치의 공유 및 (도덕적 주체와) 가치의 통

합이 중시되며, 설명, 개념분석, 내러티브, 감동․감화, 설득 등이 지도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200)

도덕적 탐구란 자신의 판단에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탐구의 절차에 따

라 당면한 도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201) 과학적 탐구

가 자연 현상을 인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의 원인을 찾으려한다

면, 도덕적 탐구는 도덕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덕적 행위나 판단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도덕적 개념이나 원리, 가치․

덕목, 윤리적 기술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방법으로 활용되고 비

판적으로 검토된다.202)

197) 정창우(2013), 위의 책, p.32.

198) 유병렬(2010), “초등 도덕과 교수학습의 일반적 과정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제20권 제2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연구소, p.11.

199) 김혜숙(2011), “도덕적 개념탐구의 확장”, 『초등도덕교육』 제36집, 한국초

등도덕교육학회, p.32.

200) 정창우(2013), 위의 책, p.32.

201) 앞의 책,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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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란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도덕적 문

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수이다. 따라서 도덕적 탐구는

올바른 기준에 의거한 추론 과정을 넘어, 합리적 사고를 통해 가설을 세

우고 결과를 예측하여 합당한 대안을 만들어 적용해보는 작업을 포함한

다.203) 실제 수업 과정에서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정당화, 대안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검사, 해결방안을 채택하기 위한 의사결정 활동들이 중

시되며, 가치분석, 딜레마토론, 가치갈등 해결, 합리적 의사결정 등이 지

도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204) 또한 다양한 도덕적 귀감의 사례를 활

용하여 특정 상황에서 훌륭한 판단 (혹은 의사결정)이란 무엇인지 확인

하면서 자신이 진행하는 탐구의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205)

도덕적 성찰이란 타인과의 관계 혹은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자, 자신의 내면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반성’하고 살피는 것이다. 또한 이미 행한 경험적 사실을 도덕적인 관점

에서 반추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사색’하는 것이기도 하

다.206) 도덕적 성찰이 도덕과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

는 사람들의 판단이나 행동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공동체의 문화나 과

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직관(intuition)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최종 판단이나 행

동은 경쟁하는 직관들 중 가장 강한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

만, 추론(reasoning)을 통하여 직관적 판단을 수정하거나 반성적 사고

(reflection link)를 통해 대안들 중에서 규칙(원리)을 선택함으로서 이루

어질 수도 있다.

추론을 통한 판단이나 반성적 사고는 설교 대상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202) 길병휘(2013), “도덕적 삶과 도덕교육의 탐구논리”, 『초등도덕교육』 제41

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pp.46-67.

203) 김혜숙(2011), “도덕적 사고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윤리교육연구』 제

24집, 한국윤리교육학회, pp.6-7.

204) 정창우(2013), 위의 책, p.33.

205) 손경원(2012), “도덕적 탐구 수업 모형에 기반 한 통합적 인격교육의 가능

성과 쟁점”, 『윤리교육연구』 제27집, 한국윤리교육학회, pp.65-68.

206) 정창우(2013), 위의 책,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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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의 내적 대화를 가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스스로 그 문제를 고심

하여 도덕적 이슈를 변경하거나 초기 직관을 포기하는 경험을 해볼 때,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한번 혹은 여러 번 추론을 (통한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207) 따라서 도덕 수업에서는 자신의 직관이나 신념(혹은

편견),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의도적으로 점검하고 더 나은 방

식으로 수정해 볼 수 있는 기회, 즉 도덕적(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요컨대 도덕적 탐구가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개념이나 원리 등을 근거

로 문제를 분석하고 도덕적 행동 대안을 결정하며 정당화하는 문제 해결

에 중점을 둔다면, 도덕적 성찰은 과거의 도덕적 경험을 떠올려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 판단, 의도, 신념을 조사하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 자신

의 도덕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재와 미래에 실천해야 할 도

덕적 행동 유형과 인격 특성을 발견하는데 중점을 둔다.208) 실제 수업

과정에서는 자신의 내면성에 대한 도덕적 성찰이 중시되며, 동양의 전통

수양법으로 활용해 왔던 것들과 명상이나 일기, 내러티브 등이 지도방법

으로 활용될 수 있다.209)

다음으로 도덕과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즉 도덕적 개념이나 원리, 가

치․덕목, 윤리적 기술 등은 수업 시간에 어떠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는

가? 도덕과에서의 내용 형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나바에츠가 제시한 4가지 수준의 도덕적 지식을 참고하여 내

용의 형태를 설정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바에츠는 학습

자를 도덕적 전문가 수준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초보자에서 전문가로의

교수법’을 제안하면서, 각 단계별로 형성되는 4가지 도덕적 지식을 밝히

207) Haidt, J.(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ement”, Psychological Review, 108.

강인구 역(2003), 『도덕적 판단에 관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경기: 서

현사, pp.44-46.

208) 김국현(2012b), “도덕과 교육에서 도덕적 성찰의 의미와 교수․학습 방안”,

『윤리교육연구』 제27집, 한국윤리교육학회, pp.8-9.

209) 정창우(2013), 위의 책,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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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만약 (교과서를 포함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가 단순히 윤리학

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면, 이러한 목적

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형태로 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녀가 제시한 4가지 도덕적 지식은 도덕

과의 내용 형태를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바에츠는 인지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면서 덜 복잡한 정도에서

더 복잡한 정도에 이르는 도덕적 지식의 4가지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하였다. 첫 번째 수준(Level 1)은 ‘동일시 지식’(identification knowledge)이

다. 학습자는 수많은 ‘예시와 기회에 전념’(immersion in examples and

opportunities)함으로써 그 영역의 원형들(prototypes)을 확인하게 되고 큰

그림(big picture)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며 기초적인 유형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운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동일시 지식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그

들에게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준다. 두 번째 수준(Level 2)은 ‘정교화 지

식’(elaboration knowledge)이다. 동일시 지식을 형성한 학습자들은 ‘핵심

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기술에 주의’(attention to facts and skills)를 기울

임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보다 정교화 시킨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정교화

지식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그 영역의 기본적인 개념들(concepts)에 그들

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세 번째 수준(Level 3)은 ‘절차적 지식’(planning

knowledge)이다. 학습자들은 절차 연습(practice procedure)을 통하여 목표

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를 수립하는 방법을 배우며, 필요한

기술들과 아이디어들을 연습하고 시도해본다. 교사는 학습자들의 절차적

지식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보도록 요구한다. 네 번째 수준(Level

4)은 ‘실행 지식’(execution knowledge)이다.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계

획을 실행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식과 절차를 통합’(integrate

knowledge and procedure)한다. 통합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술을 적용

해봄으로써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210)

210) Narvaez, D. & Lapsley, D. K.(2010), “Teaching Moral Charater: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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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윤리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함에 있어 ‘동일시 지식’의 단계에서

출발하여 ‘실행 지식’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의 내용체계 중 ‘배려와 봉사’ 단원을 예로 설명하자면, 학생들은 먼

저 마더 테레사와 같은 도덕적 귀감의 사례나 자원 봉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발적 봉사에 대한 기초적인 유형과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단체는 무엇이

있고 기여하는 점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떤 일을 하는

지,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등과 같은 구체

적인 사실들에 집중하면서 ‘배려와 봉사’에 대한 보다 정교한 개념을 구

축해나간다. 그 후 가상의 상황에서 배려와 봉사의 개념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고 기술들을 연습한다. 또한 실제로 자원봉사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기술이 필요한지 배우고, 실행 계

획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수립한 계획을 일상생활에서 실행하고, 활동 과

정과 결과를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식과 과정을 통합한다.211)

나바에츠가 제시한 도덕적 지식의 ‘4가지 수준’은 메릴이 제시한 수업

기본원리의 ‘수업의 수준’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메릴에 따르면 수업은

먼저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을 활성화시킨 후 학습자들에게 지

식과 기술을 시연하는 단계,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고 연습해보는

단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단계가 추가될

수록 그 수준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핵심적인 개념들은 단지

경험해보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과 결과를 교사

및 동료 학습자들에게 보고하고 함께 성찰하는 과정(debriefing)을 통하

여 기존의 스키마에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212) 수업에 대한 이러한

Alternatives for Teacher Education", The Teacher Educator, 43,

pp.165-167.

211) Narvaez, D., Endicott, L., Bock, T. & Mitchell, C.(2001c), 위의 책,

pp.60-64.

212) Savery, J. R.(2009), "Problem-Based Approach to Instruction". Reigeluth,

C. M. & Carr, A.(eds), Instructional Design Theories and Models:

Building a Common Knowledge (Vol. Ⅲ), Routledge Publisher.

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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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은 둘 다 기본적으로 각 개인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능동적으

로 자기 발달을 도모한다는 구성주의적 가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에 근거하여, 동일시 지식 형성을 위해 도덕 수업 시간에

제시되어야 하는 내용의 형태로 ‘사례와 경험’, 정교화 지식의 경우 ‘개념

과 사실’, 절차적 지식의 경우 ‘절차와 계획’, 실행 지식의 경우 ‘문제와

실행’을 설정하였다.

성

찰

전형적인 사례에
비추어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기

기술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방식이나
신념에 대하여 평가
하고 수정하기

수립한 계획과 연습한
결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하기

실행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더 좋은
도덕적 행동 유형
(인격 특성) 찾기

탐

구

전형적인 사례와
유사한 혹은 반대되는
사례 탐색하기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
(인물, 행동, 사건 등)
을 탐색하기

가상의 상황(갈등상황,
의사결정상황 등)에서
절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연습하기

일상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당
한 대안을 찾고 계획
을 수립하여 실행하기

이

해

학습내용과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인물,
행동, 사건 등) 보여
주기

윤리적 기술에 
대하여 정의하고
설명하기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술이 적용되는 절차
및 결과 보여주기

기술과 관련된 일상
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들 제시하기

사례와 경험
(동일시 지식)

개념과 사실
(정교화 지식)

절차와 계획
(절차적 지식)

문제와 실행
(실행 지식)

<그림Ⅳ-4> 각 구인별 대표적인 학습과제

이렇게 설정된 수행-내용의 유형(학습 유형)을 토대로, 각각의 유형별

로 전개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학습 과제를 제시하여 보면 위의 <그림Ⅳ

-4>과 같다. 학습 과제는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내용을 어떻

게 재구성하여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시(例示)이다. 따라서 학습 과제의 결정은 TPACK에서 말하는 (도덕

수업 내용 재구성 지식을 발휘한) 주제 특수적 표상 및 (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을 발휘한) 주제 특수적 활동 조직의 기초 작업이라 말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수행과 내용은 나바에츠의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의 교수법’을 좀 더 세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교수법의 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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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심히 살펴보면 단계별로 제시되는 내용의 형태는 위계적으로 분명

히 구분되지만,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은 ‘이해’와 ‘탐구’, ‘성찰’이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민감성 기술 중 ‘감정 표현의

이해’ 활동을 살펴보면, (기쁨이나 슬픔, 노여움과 같은) 감정표현과 관련

된 ‘전형적인 사례’를 본 후 사례 속 주인공의 감정 상태를 예상하여 말

하고(이해), 이와 유사한 사례를 탐색하거나(탐구), 자신의 경험을 돌이

켜 보고 평가하는 활동(성찰)으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같은

내용 형태에도 다양한 유형의 활동(이해, 탐구, 성찰)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수행 유형에 보다 중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자는 수업의 학

습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나바에츠가 제시한 각

단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분류한 것이다.

도덕과 수행-내용 메트릭스에서 내용의 형태는 도덕적(민감성, 판단

동기화, 실행력) 스키마가 풍부해지고 정교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위계적

인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수행의 유형은 도덕적 스키마를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시된 것으로, 위계를 가진다기보다는 상호작

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학습자는 개념과 사실에 대

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성찰할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과

도덕적인 삶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도덕적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기도 한다.

이것은 한 차시 수업에 반드시 하나의 수행과 하나의 내용만이 고려되

어야 한다기보다는, 여러 요소들이 종적 혹은 횡적으로 복합적으로 ‘조

직’(organization)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낱개의 구인만이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인들이 동시에 고려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각 구인별 경계를 점선으로 나타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마더 테레사와 같은 도덕적 귀감에 대

한 사례를 들으면서 봉사에 대한 기초적인 유형(동일시 지식)을 ‘이해’하

고 이와 유사한 사례나 반대되는 사례를 ‘탐구’하며 나의 경험을 ‘성찰’해

볼 수 있다(종적인 조직). 또는 내 주변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탐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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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확인(개념과 사실)하고 필

요한 기술과 절차를 연습한 후(절차와 계획) 직접 계획을 세워 실행(문

제와 실행)해 볼 수도 있다(횡적인 조직).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내용

의 형태는 위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 단계를 뛰어넘거나 역행하는

조직은 수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림Ⅳ-5> 교육과정 분석 및 수업목표 상세화 단계의 체제

결론적으로 교육과정 분석 및 수업목표 상세화 단계에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단원 혹은 차시를 적용 가능한 ‘윤리적 기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지 수행

의 유형과 내용의 형태로 나누어서 상세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된다. 즉

윤리적 기술은 도덕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학습자가 익혀야 할 실

천적인 목표(혹은 교수학습 자료 설계의 목표)로서 추구되며, 수행의 유

형(이해, 탐구, 성찰)과 내용의 형태(사례와 경험, 사실과 개념, 절차와

계획, 문제와 실행)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수업 내용과 학습자

가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서 활용된다. 체제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윤리적 기술을 축으로 수행과 내용이 상호작용하면서 구체적인 학습

과제가 결정되는 3차원적인 분석 체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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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분석

두 번째 단계는 ‘학습자 분석’의 단계로, 이 단계는 다시 ⓛ‘각 구성요

소 별 수준 확인’과 ②‘학습 양식/학습 동기 확인’으로 나뉜다. 이 단계에

서는 학습자들의 도덕적 민간성, 판단, 동기화, 실행력의 현재 수준, 그리

고 학습 동기와 학습 양식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이 단계는 최초 교

수학습 자료 설계 과정에서 고려되면 유익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는 아니다.

이는 도덕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다보

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때로는 이로 인해 문제 해결의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 신속한 수행 분석(performance

analysis)을 통해 중요한 문제점을 먼저 진단한 후 보다 상세한 요구 사정을

나중에 진행하고자 하는 입장을 반영한다.213)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자의

일반적인 지적 수준, 학습 동기, 학습 양식 등은 교수학습 자료의 내용과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부가적 혹은 이차적으로 고려된다.214)

설계 모형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교육과정 분석 및 상세화 작업 후 진

행하게 될 ‘학습자 분석’ 단계와 ‘수업전략 결정 및 재구성’ 단계를 계열

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분기로 나타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

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를 거쳐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최초 설계 과정에서는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두 번째 단계

를 생략하고 세 번째 단계로 곧바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라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으로서의 모습은 교사로 하여금 처음부터

완벽한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 및 개발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주고, 자

료를 개발함에 있어 교과의 목표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자신이 설계 및 개발한 자료를 수업에 적용한 후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213) 이준(2001), “멀티미디어 기반 수업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들의 가능

성과 한계”, 『교육공학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교육공학회, p197.

214) 임철일(2012), 위의 책,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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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반응과 요구를 반영한 보다 완벽한 자료가

되도록 지속적인 개선의 과정을 반복할 것을 요구한다.

① 각 구성요소 별 수준 확인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는 각 구성요소들의 수준을 측정한다는 것은 쉽

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도덕적 판단

력의 경우 레스트가 개발한 ‘DIT’(혹은 린트의 ‘MJT’)를 활용하여, 민감

성, 동기화, 실행력의 경우 최근 국내에서 개발되어 표준화된 ‘청소년 도

덕성 진단 검사도구’ (아래의 <그림Ⅳ-6>을 참고) 등을 활용하여 양적

으로 평가(quantitative evaluation)한 후 그 수준을 추정해볼 수 있다.

번
호

질문
매우             전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1 지원이는 짝의 과제를 베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지원이가 고민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 뿐 아니
라 친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지원이는 공정한 경쟁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지원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생님의 반응을 생각하며 
갈등하고 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그림Ⅳ-6> 청소년 도덕성(민감성) 진단 검사도구의 일부215)

215) 청소년들의 도덕적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이 검사도구는 레스

트의 이론에 입각하여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 요인으로서 ‘상황지각’과 ‘결

과지각’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상황지각은 ①도덕적 이슈에

대한 지각, ②상황과 대안행동과 관련된 도덕적 가치인식, ③상황의 감정적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과지각은 ①가능한 행위 결과에 대한 지각, ②

그 행위로 영향 받는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공감, ③행위결과의 도덕적 가

치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p.38.). 따라서 이 검사도구를 활용하면 학

습자들의 도덕적 민감성의 수준을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민

감성의 하위 요인(혹은 윤리적 기술) 중 특히 어느 요인이 부족한지를 확

인할 수 있어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할 때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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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학습자들의 현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

야, 그들의 수준에 맞게 교수학습 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 단원, 매 차시 수업이 종료될 때 마다 이러한 측정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레

스트의 메타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의 도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처치는 약 4주에서 12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주 이상의 동일한 교육적 처치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도덕 수업을 지겹

게 느끼도록 하였고, 처치의 효과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레스트는 10∼12주 후가 되면 처치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하고, 집중적인 자극과 그에 따른 성장 이후에는

휴식하면서 그것을 강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216)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학습자의 출발점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덕성 구성요소

를 양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대략 1학기에 1～2번 정도 실시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② 학습 동기/학습 양식 확인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는 지필평가나

특정 검사도구(예컨대 켈러의 학습 흥미도 검사: The Course Interest

Survey)를 수업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습 동

기는 도덕 교과 전반에 대한 흥미, 도덕 수업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에 대한 선수지식과 그 숙달 여부, 과제를 해결해 보았던 경험 등과 밀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1)교사가 수집한 누적된 학습 결과물에 대한

분석, 2)상세화된 수업목표를 토대로 구조화시킨 질문들, 3)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같은 질적 평가(qualitative assesment) 방법을 활용하

여 확인할 수도 있다. 질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학습 동기를 확인하고

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은 핵심적인 질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그 후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표Ⅳ-1>과 같은 수업 전략을 처

방할 수 있다.

216) 문용린 외 역(2008), 위의 책,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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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들은 도덕 수업시간에 배울 도덕적 개념이나 원리, 가치․덕

목, 윤리적 기술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2) 학습자들은 위의 내용들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긍정적, 부정적) 경

험을 가지고 있는가?

3) 학습자들은 위의 내용들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내거나 자

신감 있게 수행해낼 수 있는가?

4) 학습자들은 도덕 수업 전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표Ⅳ-1>학습 동기에 따른 수업 전략

요 소 세 부 전 략

주의

집중

①다양한 매체의 활용, 도덕적 갈등상황이나 의사결정상황 제시

②이해, 탐구, 성찰에 적합한 다양한(명제적, 서사적, 명료화) 발문217) 제시

③(수업목표와 일관성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제공

관련성

①학습자의 경험과 친밀한 인물, 도덕적 귀감이나 사건 활용

②(수업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목적지향적인 학습과제 제시

③자신의 필요와 동기에 맞는 학습과제 선택가능

자신감

①학습의 조건(목표, 평가기준 등) 제시

②성공기회(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적절한 난이도) 제공

③난이도, 학습속도, 과제해결방식의 조절 및 선택가능성

만족감

①윤리적 기술의 적용 및 성찰 기회 제공

②의미 있는 강화(보상, 교사에 의한 칭찬, 사회적 지지 등) 제공

③연습과 수행평가의 일관성 유지

217) 명제적 발문은 논리적 인과관계, 선택과 근거를 묻는 질문들이다. 예컨대

“어떤 해결책이 최선일까?”,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하면 어떤 일

이 벌어질까?”, “네가 선택에 사용한 기준이 항상 어디서나 올바른 것이

니?” 등이 명제적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들이다. 서사적 발문은 상황과 맥

락 속의 관계의식, 감정이입과 공감,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격려를

강조한다. 예컨대 “네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어떤 말이 하고 싶을까?”, “주

인공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누구에게 어

떤 말을 해주고 싶니?”, “그렇게 하면 네 마음이 편해질까?”, “어떤 이야기

든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니?” 등이 대표인 서사적 발문들이다. 명료화 발

문은 가치의 의미에 대한 상세화, (도덕적 가치 선택을 위해) 성찰을 통한



- 157 -

학습 양식은 학습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지와 관

련된 안정된 지표이기 때문에 수업의 방법적인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의 학습 양식은 ‘Gregorc

학습 양식 검사도구’나 ‘VARK 학습 양식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확인한

할 수도 있고, 학습자들이 도덕 수업 시간에 임하는 모습과 과제를 해결

해가는 과정을 관찰하거나 인터뷰함으로써 보다 간편하고 시의적절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관찰이나 인터뷰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수업을 진

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들에

교사가 직접 대답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학습자들은 어떠한 지각적 형태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자신의

생각을 결과물로 표현하고 평가받고 있어 하는가?

①시각적 (차트나 그래프 등)

②청각적 (대화나 토의 등)

③읽기와 쓰기(유인물이나 노트필기 등)

④운동감각적(시연이나 역할놀이 등)

2) 학습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기를 원하는가??

①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CS)

②구체적인 내용을 자신이 원하는 순서에 따라 (CR)

③추상적인 내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AC)

④추상적인 내용을 자신이 원하는 순서에 따라 (AR)

가치의 서열화, 그것에 대한 열망을 묻는 질문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예컨대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니?”, “그것을 선택하기 전에 다른

것들도 고려해 보았니?”, “네가 느낀 것을 언젠가 교실에서 말해줄 수 있

겠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부담과 비난을 감수할 수

있니?” 등이 명료화 사고를 촉진하는 발문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각의 발문들은 사고를 정교화 시켜나가는 일련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이

다(임상수(2012), 위의 논문, pp.222-231.).



- 158 -

학습 양식이 확인되면 아래의 <표Ⅳ-2>와 같이 각각의 양식에 적

합한 매체(그래프, 오디오 등), 수업전략(강의, 토의/토론 등), 과제해

결 방식이나 평가 방법(보고서 작성, 직접 시연 등) 등을 처방할 수

있다.

<표Ⅳ-2> 학습 양식에 따른 수업전략

지각적인 형태 (VARK 학습 양식) 정보처리 형태 (Gregorc 학습 양식)

①시각형

다이어그램, 차트, 그래프(흐름도),

디자인 등

②청각형

강의, 대화, 토의/토론, 오디오(드라마) 등

③읽기/쓰기형

독서, 유인물, 피드백 써주기, 보고서

(에세이)작성 등

④운동감각형

사례들, 시연, 신체활동, 역할놀이,

제작 등

①구체 순차적(CS형)

시연(강의), 다이어그램, 차트,

그래프(흐름도) 등

②구체 임의적(CR형)

선택적 독서, 브레인스토밍, 맵핑,

조사(실험/실습)학습 등

③추상 순차적(AS형)

강의, 오디오, 긴 독서, 보고서 작성 등

④추상 임의적(AR형)

토의/토론, 역할놀이, 인터뷰, 에세이

작성, 협동학습 등

학습 동기나 학습 양식을 확인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은 종국적으로는 수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만약 학습할 내용이 학

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술에 대한 이해, 그것들에 대한 경험

들과 친밀하면서도 해결 가능한 범위에서 인지적으로 차이가 난다면 학

습자들은 그 과제에 대하여 호기심을 느끼며 집중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제의 난이도가 적절하고 해결 방식이나 평가 방식이 자신이 선

호하는 학습 방식과 일치한다면 학습자는 과제 해결에 자신감을 갖게 되

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예상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습자들

의 학습 동기와 학습 양식을 확인하여 교수학습 자료가 담게 될 내용과

세부기능을 정교하게 조정하는 작업은 수업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종국적으로 그 효과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 159 -

둘째,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교수학습 자

료는 도덕과에서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학습자의 특성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개발된 자료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에게 재사

용할 수 있어 개별화 교육의 효율성도 높여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자들을 도덕 수업의 활동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

로 참여시키도록 돕는 학습자 분석 단계는 TPACK의 도덕수업 준비지

식의 발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기본적으

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 대한 정

교한 분석이 교수학습 자료 설계의 초기부터 강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단지 자료의 신속한 설계 및 개발만을 강조하여 이 단계를 완전히 배제

해서는 안 되며, 개발 → 실행 → 평가(학습자의 반응과 요구에 대한 분

석) → 수정의 과정을 반복하여 보다 완벽한 자료로 나아가야 한다.

3) 수업모형 및 전략과 테크놀로지․매체 결정

세 번째 단계는 ‘수업모형 및 전략과 테크놀로지․매체 결정’의 단계

로, 이 단계는 다시 ①‘도덕과 교수학습 모형 및 수업전략 선택’과 ②‘구

성요소와 전략에 적합한 테크놀로지․매체 선정’으로 나뉜다. 여기서는

교육과정 분석과 수업목표 상세화 작업을 통하여 도출한 결과들을 도덕

수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수학습 모형과 수업전략을 선정하

고, 선정한 모형과 전략에 어떤 테크놀로지․매체를 투입할지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수업모형’이란 테크놀로지․매체가 적용되어 새롭게 조직

될 (TPACK에서 말하는) ‘교과 특수적 활동’(예컨대 도덕 이야기하기나

가치갈등 모형 등)을, ‘수업전략’이란 ‘주제 특수적 활동’(문제 제시, 시연,

시뮬레이션 등)을 의미한다.

① 도덕과 교수학습 모형 및 수업전략 선택

ASSURE 모형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전략들을 교사 중심의

수업전략(제시/발표, 시연/시범, 반복연습, 개인지도)과 학습자 중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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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전략(토의/토론, 협동학습, 게임, 시뮬레이션, 발견학습, 문제해결)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전략들이 도덕과의 성격 및 목표와

일관성을 갖으면서 수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덕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의 일반적 절차’나 특정 도덕과 ‘교수학습 모형’218)에 통합

되어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도덕과 교수학습 모형에 근거하여 설계된 교수학습 자료는 교사

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교수학습 자료에 비해 이론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쉽다. 교수학습 모형의 각 단계들은 학습자가 수행

해야 할 활동과 직결되는데, 수업전략은 교수학습 모형의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제시/발표의 방법을 활용할지 혹은 토의/토론의 방법

을 활용할지)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모형 속에는 그 모형에 가장 적합한 수업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예

컨대 역할놀이 수업모형은 협동학습의 방법을 기본적으로 따름)도 있는

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업전략을 선정하는 작업이 생략되기도 한다.

교수학습 모형은 수업의 모델(model of instruction)을 번역한 용어인

데, 여기서 ‘모형’이란 실제의 복잡함과 다양함의 차이들을 단순화시켜

‘기본틀’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사실 모델(model)

이라는 용어 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정도로 훌륭하다는 의

미가 담겨져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틀이므로 그것을 따라 하기만 하면

큰 실패는 없으리라는 보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교수학습

모형은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이기는 하지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

해 정확히 따라가고 이용되어야만 하는 융통성 없는 수업의 고정된 형

식’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는 현장은 다양한 조건들이 복

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모형

에서 제시하는 단계를 수정 및 보완하거나 통합하는 등 수업을 최적화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219)

218) ‘도덕과 교수학습의 일반적 절차’나 ‘도덕과 교수학습 모형’의 과정과 내용

에 대한 설명은 교사용 지도서에서 모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는 특별한 설명을 생략한다.

219) 고대혁 외(2014), 위의 책, pp.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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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테크놀로지․매체가 수업에 도입될

경우, 수업의 양상이 상당부분 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교수

학습 자료를 설계하는 교사는 해당 단원 및 차시에 적용 가능한 도덕과

교수학습 모형들을 선정하되, 수업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된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와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활동 혹은 수업전

략들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도덕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모형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총 12가지로 역할놀이 수업모형, 개념분석 수업모형, 가치분석 수업모형,

가치갈등해결 수업모형, 가치명료화 수업모형, 합리적 의사결정 수업모

형, 집단탐구 수업모형, 도덕적 토론 수업모형, 도덕이야기하기 수업모형,

모범감화 수업모형, 실습실연 수업모형, 실천체험 수업모형이 있다.220)

각각의 교수학습 모형들은 그 모형이 겨냥하고 있는 목표들을 분명히 하

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업의 절차들을 갖추고 있다.

예컨대 역할놀이 수업모형의 경우, 학습자들은 실제와 비슷한 도덕적

문제 상황을 부여받은 후 그 속에서 있을 법한 행동과 해결 방안을 직접

연출 및 시연하고 다른 학습자들의 시연을 관람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역할놀이 수업모형은 역할놀이 상황설정 -> 역할놀이

참가자 선정 -> 무대 설치 -> 참여적 관찰자로서의 청중 준비 -> 역할

놀이 시연, 토론 및 평가 -> 재연 -> 경험의 공유 및 일반화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주어진 사태에서 문제되는 것은 무엇

인지, 어떤 행동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선택한 행동이 나와 타

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어떤 가치․규범을 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등에 대해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관련능력과 자세를 기르게 된

다.221) 이와 같이 명확한 목표와 절차를 갖춘 도덕과 교수학습 모형들은

교사들이 교육과정 분석을 토대로 상세화한 목표를 도덕 수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하여 달성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220) 교육부(2014),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6』, pp.43-60.

221) 앞의 책,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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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사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구성요소로 ‘도덕적 민감성’을, 그 하위 기술로 ‘감정 표현의 이해’, ‘의사

소통 잘하기’를 선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가르

치기 위하여 타인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고려하면서 의사소통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절차에 따라 연습해본 후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활

동, 즉 ‘절차적 지식’(절차와 계획)을 ‘이해’, ‘탐구’, ‘성찰’을 통하여 가르

치고자 한다고 생각해보자.

교사는 위와 같은 학습 활동을 도덕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

해 적절한 교수학습 모형을 찾게 된다.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 중 역할놀

이 수업모형은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와 비슷한 도덕적 문제 상황 속에서

있을 법한 행동과 해결 방안을 직접 연출하게 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위에서 교사가 상세화한 수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Ⅳ-7> 교수학습 모형 및 수업전략 선택의 예

또한 역할놀이는 기본적으로 여러 학습자들이 논의와 이견 조정을 통

하여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토론/토의’ 및 ‘협동학습’의 한 종류이

다. 그러므로 역할놀이를 보다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역할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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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선정’과 ‘토론 및 평가’ 단계에 토론/토의 수업전략을, ‘역할놀이

시연’ 및 ‘재연’ 단계에 협동학습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교사는 교수학습 자료가 따라야할 수

업모형으로 ‘역할놀이 수업모형’을, 수업전략으로 ‘토론/토의’ 및 ‘협동학

습’을 최종 결정한다. 위의 <그림Ⅳ-7>은 위와 같은 과정을 도식화한 것

이다.

한편에서는 교수학습 모형이 많아질수록 수업을 설계하는 교사에게 부

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느 도덕 수업에나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차와 단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222) 하지만

TPACK의 도덕수업 방법 재구성 지식(교과 특수적 활동과 주제 특수적

활동의 조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론적․경험적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도덕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교수학습 모형과 수업전

략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수업의 주제에 맞게 교사가 취사선택케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예컨대 도덕적 동기화의 하위 기술인 ‘공동체의 일원되기’와 ‘윤리적

정체성과 자기 통합성 개발하기’를 교수학습 자료 활용의 목표로 설정하

였을 경우, 실천체험 수업모형의 일종인 봉사학습(service-learning) 모형

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봉사학습은 봉사활동을 학습적 측면에서 바라

보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절차나 단계를 구비하여 체계화한 형태의

봉사활동이다.223)

봉사학습과 일반적인 봉사활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변에 산재한 다

양한 문제들을 탐색하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탐구의

시간, 봉사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공개 시연하고 성찰하는 시간, 봉

사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것을 공유하고 공헌이 큰 사람에 대하여 칭찬

및 지지를 보내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

222) 장승희(2014) “초등 도덕과 수업모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초등도덕교

육』 제44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p.391.

223) 박효종 외(2003),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봉사학습의 탐색 -도덕과 교

육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4권 3호, 서울대학교 교육

연구소,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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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봉사학습은 일반적으로 봉사활동 준비 → 봉사활동 → 반성적 성찰

→ 칭찬 및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절차와 각 단계들에서 진행

되는 활동들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 도덕적 책임을 깨닫

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 동료 학습자들로부터 받는 도덕적인 행동

에 대한 지속적인 칭찬과 사회적 지지는 “나는 내가 봉사하고 있다는 것

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도덕적인 사람임에 틀림없다”와 같이 정체성의

재개념화를 이끌 수 있다.224)

하지만 여느 도덕 수업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덕과 교수학습

절차와 단계가 봉사학습의 특징과 세부 활동을 정교하게 담아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수

학습 모형의 개수를 줄이기보다는, 모형의 목표와 절차 등에 대하여 자

세하게 소개하고 어떤 모형이 어떤 구성요소와 어울리는지 교사로 하여

금 판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구성요소와 전략에 적합한 테크놀로지․매체 선정

수업에 적용할 교수학습 모형과 수업전략이 선정되면, 선정된 모형과

전략에 어떤 테크놀로지와 매체를 어떤 식으로 활용(utilize)할지 결정해

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단계에서는 테크놀로지․매체 그 자체

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활동의 개선에 우선 관심을 두

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교수학습 활동을 어떠한 방식

으로 개선할지를 먼저 고민한 후, 이를 가능케 하는 테크놀로지․매체를

폭넓게 검토해나가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다.

만약 교사가 역할놀이 수업모형의 ‘역할놀이 시연’ 단계에 문제를 느끼

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개선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인쇄 대본, 무대 소품, 인형, 가면, 디지털 카메라 등)들을 두루 살펴보

게 될 것이다. 이때 어떤 종류의 테크놀로지․매체를 선택하여 자료로

개발할지는 전적으로 교사의 몫이다. 하지만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224) 정창우(2008), “청소년 봉사학습의 문제점과 도덕교육적 활용 방안”, 『도덕윤

리과교육』 제27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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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교사에게 특정 종류의 테크놀로지․매체가 도덕 수업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면, 보

다 효율적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ASSURE 모형에서 들고 있는 수업전략 별 테크놀로지․매체를 다시 정

리해보면 아래의 <표Ⅳ-3>과 같다.

<표Ⅳ-3> ASSURE 모형에서 수업전략 별 적용 가능한 테크놀로지․매체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테크놀로지․매체는 모든 교과에 일반적으로 적

용 가능한 것들이기에, 도덕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가 참고하기에는 다소

교사중심의 수업전략 학습자중심의 수업전략

전략 적용 가능한 공학․매체 전략 적용 가능한 공학․매체

제시/발표

․파워포인트로 내용제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내용을 비디오로 제시

토론/토의
․파워포인트로 토론 주제 제시

․온라인 토론방에서 토론

시연/시범
․각종 동영상으로 절차나

과정 제시
협동학습

․온라인 협동도구로 협동활동

(Google Docs 등)

․실물을 활용하여 학습결과물

제작 (각종 조작자료)

반복연습

․화이트보드를 활용하여 문제

를 제시하고 반복연습

․소프트웨어를 통한 반복연습

게임

․주제 관련 온라인 게임

․최고 점수 획득자 파악이

가능한 게임

개인지도

․온라인 개인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피드백

․인터넷 강의나 팟캐스트로

부족한 부분 보충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동영상으로 문제 제시하고

학습자가 결과예상

․가상현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발견학습

․디지털 개념지도를 제작하여

관계성 발견

(‘마인드맵’ 프로그램)

․데이터를 수집하여 엑셀로

　정리하고 결과 도출하기

문제해결

․모바일 디바이스로 현장자료

　수집, 학습결과물 제작

․가상의 학습상황 속에서

　문제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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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동

안 현장의 교사들이 도덕 수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우수한 교수학

습 자료를 수집하여, 구성요소(도덕적 민감성, 판단, 동기화, 실행력)와

수업전략 별로 분류하고 적용 가능한 테크놀로지․매체를 기술 수준 별

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연역적인 방

법(도덕성 구성요소와 수업전략에 따른 분류체계 설정)과 함께, 실제로

개발된 자료들의 특징을 검토하는 귀납적 방법(기존 사례에 대한 수집

및 기술 수준 별 분석)을 통하여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범위를

보다 폭넓게 설명하려는 의도이다.

아래의 <표Ⅳ-4>는 현장 교사들이 개발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주

관하는 ‘전국교육자료전’의 도덕 분과에 출품되어 입상한 지난 12년(2004

년～2014년) 간의 자료 41점225)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의 대상을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선정(purpose sampling)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교사들이 개발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중 가장 수준 높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전국교육자료전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서 1970년부터 실시한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전국 단위의 교원연구

대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대회에 출품하여 입상한 자료는 도덕 수업

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기술적으로도 가장 정교하게 개발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수학습 자료에 적용된 테크놀로지와 매체의 ‘최신성’을 반영하

기 위함이다. 교수학습 자료는 기본적으로 개발 당시의 적용 가능한 테

크놀로지․매체를 반영하기 마련이다. 이에 이러닝(e-learning)과 스마트

교육(smart education)이라는 새로운 교수학습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

지난 12년간의 자료들을 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요컨대 TPACK의 개

념(최신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우수 사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교육자료전’의 입상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225)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내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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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4> 도덕과에서의 테크놀로지․매체 활용 사례 분류226)

구성
요소

수업전략
테크놀로지․매체
(기술 수준별)

활동 사례

도덕적
민감성

제시/발표,
시연/시범

사진 자료, 카툰,
(교사가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동영상(UCC 등),
플래쉬 애니메이션

①상대방의 감정, 요구와 필요를 확인해볼 수 있
도록 그들의 말과 표정, 행동이 잘 드러난 상
황 제시

②(북한이나 아프리카 등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에) 누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고, 그들의 삶
이 어떠한지가 잘 드러난 사례 제시

③누가 어떤 일을 하였고 그 결과 타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사례 제시

④감정 조절, 관점채택, 관계맺기 방법 등을 시범

시뮬레이션
(역할놀이형),
협동학습,
게임

인쇄 워크시트
(스토리 보드용,
보드게임용),
각종 조작자료
(가면, 인형 등),
디지털(폰)카메라,
동영상 편집 툴

①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과 감정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제공

②동료 학습자들의 입장과 감정을 경청할 수 있
는 기회 제공

③동료 학습자들의 시연을 보고 자신의 편견과
행동 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발견학습,
문제해결,
토의/토론

인쇄 워크시트
(사례 탐색용,
해결과정 구조화),
포스트 잇(스티커),
디지털(폰)카메라,
(학생이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웹 게시판,

모바일 디바이스,
SNS

①배려나 도움 등이 필요한 문제 상황을 탐색하
여 이슈화할 수 있는 수단 제공

②문제해결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③동료 학습자들에게 문제해결 방법과 적용 결과
에 대하여 공개 시연할 수 있는 방법 제공

④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문제해결 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⑤자신의 문제해결 방법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도덕적
판 단

제시/발표,
시연/시범

사진 자료, 카툰,
프레젠테이션(교),
동영상(UCC 등),
플래쉬 애니메이션,
차트(표, 그래프 등),
(플래쉬를 활용한)
시뮬레이터

①학습자들의 경험과 가까운 도덕적 갈등 상황,
의사결정상황이 실감나게 표현되도록 제시

②추론과 의사결정에 활용될 사실적 근거들, 변화
의 추이 등을 잘 정리하여 제시

③개념분석, 추론, 의사결정방법, 도덕 원리의 적
용 방법 등을 시범

시뮬레이션
(데이터 수집/
결과도출형)

인쇄 워크시트
(결과도출 구조화),
엑셀 프로그램

①사실적 근거들을 정리하여 결과로 도출한 후,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제공

토의/토론 포스트 잇(스티커),
각종 조작자료

(육색모자, 마이크 등),
투표집계 시스템,
웹 게시판,
온라인 대화방

①도덕적 판단과 정당화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
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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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학습,
문제해결,
협동학습

인쇄 워크시트
(사례 탐색용,
추론과정 구조화),
포스트 잇(스티커),
디지털(폰)카메라,
프레젠테이션(학),
웹 게시판,

모바일 디바이스,
SNS

①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도덕적 갈등
상황이나 의사결정상황을 탐색하여 이슈화할
수 있는 수단 제공

②탐색한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근
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제공

③동료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판단과 근거를 공개
시연할 수 있는 방법 제공

④동료 학습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도덕적
동기화

제시/발표,
시연/시범

사진 자료, 카툰,
프레젠테이션(교),
동영상(UCC 등),
플래쉬 애니메이션

①도덕적인 삶을 산 인물,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인물, 책임 있는 공동체 구성원, 당위적 사례가
실감나면서도 감동적으로 표현되도록 제시

②공동체(지역사회)의 전통과 가치에 대한 소개
③시민단체와 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안내

발견학습 인쇄 워크시트
(사례 탐색용.
성찰일지용),

디지털(폰)카메라,
프레젠테이션(학),
웹 게시판,

모바일 디바이스,
SNS

①귀감으로 삼을만한 도덕적 인물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②자신이 따르고자하는 도덕적 가치를 동료 학습
자들에게 공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③공동체(지역사회)의 전통과 가치에 대하여 탐색
하고 공개 시연할 수 있는 방법 제공

④동료 학습자의 공언을 보고 자신의 가치관 등
을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문제해결,
협동학습

인쇄 워크시트
(해결과정 구조화,
성찰일지용)

포스트 잇(스티커),
디지털(폰)카메라,
프레젠테이션(학),
웹 게시판,
SNS

①자신이 공언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행계
획을 세우고, 실행과정과 결과를 성찰할 수 있
는 기회 제공

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제공

③동료 학습자가 공언한 가치나 그들이 실행한
도덕적 행동을 칭찬하고 사회적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기회 제공

도덕적
실행력

제시/발표,
시연/시범

사진 자료, 카툰,
프레젠테이션(교),
동영상(UCC 등),

플래쉬
애니메이션

①수사법과 문제해결기술 등을 직접 연습해 볼
수 있는 가상의 상황 제시

②용기, 인내, 자존감, 효능감 등을 길러줄 수 있
는 명언과 격려, 인물 사례 제시

③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행동과 수사법, 문제해결
기술 등을 시범

시뮬레이션
(역할놀이형),
협동학습,
게임

인쇄 워크시트
(스토리 보드용,
보드게임용),
각종 조작자료
(가면, 인형 등),
디지털(폰)카메라,
동영상 편집 툴

①수사법과 문제해결기술을 직접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②자신의 성공 경험이나 성공한 미래의 모습을
예상하여 동료 학습자들에게 공개 시연할 수
있는 방법 제공

②동료 학습자들의 시연을 보고 자신의 목표와
행동 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반복연습,
개인지도

인쇄 워크시트,
(성찰일지용)

포스트 잇(스티커),
웹 게시판,
SNS

①의미 있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관리
하며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⑤자기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교사가 조언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제공

③동료 학습자의 고민과 문제를 격려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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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정리된 도덕성 구성요소 별 수업전략과 주요 활동들, 그리

고 활용 가능한 기술 수준 별 테크놀로지․매체들은 교사가 교수학습 자

료를 설계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정리한

수준이지, 각각의 구성요소와 수업전략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준을 완벽

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다.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매체는 종이로 된 인쇄

워크시트부터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앱: app)까

지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 영역에 활용 가능한 테크놀로지․매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보한다. 따라서 보다 좋은 도덕 수업을 설계하고

자 하는 교사는 항상 활용 가능한 첨단 테크놀로지와 매체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높은 기술 수준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

발하고자 하는 시도는 앞서 제시한 세 번째 일반적인 설계 원리에 비추

어봤을 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셋째, 내용과 방법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와 매체는 가능하다면 그 개

입 수준을 높이고 다매체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나, 자료의

설계 및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 요소)

테크놀로지․매체를 수업에 통합․운영하려는 시도는 그것들을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일치시키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가용한 자원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개발과 적용의 효율성까지 높이고자 하는 교사의 주의 깊은

노력을 요구한다. 요컨대 어떤 수업에 어떤 테크놀로지․매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할지는 교사의 관심과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교사

는 테크놀로지․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것들

을 도덕과 교육에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

226) 이 사례 분류 목록은 본 연구자의 “초등학교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선정

과 적용을 위한 분류 기준 연구”(『초등도덕교육』 제44집, 한국초등도덕

교육학회)라는 논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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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기능 설계와 개발 단계

1) 수업모형 및 전략 재구성과 세부기능 설계

네 번째 단계는 ‘수업모형 및 전략 재구성과 세부기능 설계’ 단계로,

이 단계는 다시 ①‘자료의 투입에 따른 수업 전개과정 재구성’, ②‘매트릭

스를 토대로 세부기능 설계(교수학습 자료로 개발)’, ③‘메타 데이터 작

성’으로 나뉜다. 여기에서는 테크놀로지․매체가 적용됨에 따라 변하게

될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와 수업전략을 재구성하고, 선정된 테크놀로

지․매체가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해가면서 수업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확정하거나 교수학습 자료의 세부기능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진

행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도덕과 TPACK을 발휘하여 교과 특수적 활

동, 주제 특수적 활동, 주제 특수적 표상의 조직을 완성하게 된다.

① 자료의 투입에 따른 수업 전개과정 재구성

전통적으로 수업에서 활용되어오던 교수학습 모형에 새롭게 등장한 테

크놀로지․매체가 도입되면 그 양상이 변화되기 마련이다. 이때 교사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교수학습 모형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활동이 소폭 변하게 될 수도 있고, 모형의 절차나 단계가 재조정되거나

통합되기도 한다. 이는 테크놀로지와 매체의 역할로 인해 기존의 교수학

습 모형이 수업에 최적화되어가는 모습일수 있다. 하지만 테크놀로지와

매체의 활용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경우 모형이 의도하고 있는 고유의 목

적을 훼손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고자 할 때, 항상 상세화된 수

업목표와 자료가 투입될 교수학습 모형이 가진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신

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업의 목표를 기준으로 교수학습

모형의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원래의 활동들과 테크놀로지․매체가 투입

되어 변하게 될 활동들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점검해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역할놀이 수업모형의 ‘역할놀이 시연’ 단계에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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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카메라 혹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학습

자들이 무대에 나와서 직접 연기하는 전통적인 활동 양상은 스틸컷 포토

툰(photo-toon) 제작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때 교사는 과연 스틸컷

포토툰 제작 방식의 활동이 역할놀이 수업모형이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

히 담아낼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테크놀로

지․매체에만 집중하여 열광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수업에 적용함으

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의도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①전통적인 역할놀이 ②조작자료(가면)를 이용한 역할놀이

③스틸컷 포토툰을 활용한 역할놀이-1 ④스틸컷 포토툰을 활용한 역할놀이-2

<그림Ⅳ-8> 자료 적용에 따른 역할놀이 수업의 차이

예컨대 스틸컷 촬영 방식의 활동은 역할놀이가 진행되는 상황과 맥락

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점, 학습자 상호간의 생각과 감정 등이

실시간으로 생동감 넘치게 표출되기 어렵다는 점, 따라서 개인을 넘어

간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점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예



- 172 -

상된다. 반면에 무언극처럼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학

습자의 행동과 표정을 보다 세밀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점, 무대 위에서

직접 시연해야하는 부담을 줄여주어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활동에 대한 성찰과 재시연이 용이하다는 점 등과 같은 긍정

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위와 같이 테크놀로지․매체를 도입했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추가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역할놀이 활동 방식은 스틸컷 포토툰 제작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때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각 단계 별 활동도 새롭게 재구성된

다. 예컨대 ‘역할놀이 상황설정’ 단계는 포토툰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

작성’ 단계로, ‘무대 설치’ 단계는 ‘상황 연출’ 단계로, ‘역할놀이 시연’ 단

계는 ‘촬영 및 포토툰 보기’ 단계로 재구성된다.

1.수업모형/전략 :

역할놀이 수업모형, 협동학습, 토론/토의

2.적용될 매체 및 테크놀로지 :

스마트 디바이스 카메라 기능 등

2.기존의 활동 방식 2.변화된 활동 방식

① 학습자들이 직접 시연

② 성찰활동을 위한 재시연

① 스틸컷 촬영 방식

② 제작된 포토툰 상영

3.예상되는 결과

① 학습자의 행동과 표정을 보다 세밀하게 잡아낼 수 있음

②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③ 활동에 대한 성찰과 재시연이 용이 ...

4.수업의 전개 과정

<그림Ⅳ-9> 수업의 전개과정 최적화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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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업 흐름과 활동 방식에 대한 재구성이 끝나면, 위의 <그림Ⅳ

-9>와 같이 재구성된 수업의 전개 과정을 도식화하면서 교수학습 자료

가 통합된 수업의 최적화된 모습을 확정한다.

② 매트릭스를 토대로 세부기능 설계(교수학습 자료로 개발)

수업모형 및 전략 재구성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교수학습 자료가

갖추어야 할 기능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보고 그중 반드시 필요한 핵

심 기능만을 선정하여 세부기능을 ‘최적화’시켜야 한다. 이때 ‘교육과정

분석 및 수업목표 상세화’ 단계에서 활용하였던 수행-내용 매트릭스를

다시 활용한다.

교사는 교수학습 자료의 세부기능을 설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다음

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교육과정 분석 및 수업목표 상세화’

단계에서 결정한 자료의 학습 유형을 확인한다. 둘째, 테크놀로지·매체

(예컨대 스마트 디바이스 등)가 구현할 수 있는 기능(폰카메라 기능, 노

트 기능, 파일전송 기능, 데이터 저장 기능, 큐레이션/덧글 달기 기능 등)

과 그 특징227)을 확인한다. 셋째, 테크놀로지․매체의 기능과 특징을 토

대로, 수행-내용 매트릭스에 수업의 전개 과정에서 교수학습 자료가 갖

추어야 할 세부기능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적어간다. 넷째, 나열된 기능

227) 일례로 웹에서는 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생성된 콘텐츠의 질

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위 인정, 권리, 명예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적 보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랭킹(ranking)이나 큐레이션

(curation - facebook의 ‘좋아요’ 기능 등) 기능을 들 수 있다(이시영(2012),

“리눅스와 위키피디아를 중심으로 분석한 소셜 저작 시스템의 성공요소에 대

한 연구”, 『한국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한국인터넷정보학회,

pp.74-77.).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기능들은 학습 결과물의 질을 자발

적으로 관리하거나 더 좋은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유인가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행동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통해 문제 행동을 수

정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재편토록 하는 긍정적 ‘또래 압력’(peer pressure)

(임상수(2014), “인터넷 통신언어 예절의 교육방향 모색: 국어교육과 도덕교육

의 관점 비교를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99호, 한국윤리학회, pp.196-199.)

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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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꼭 필요한 기능들을 선별한다.

예컨대 ‘도덕적 민감성’의 ‘감정 표현의 이해’, ‘의사소통 잘하기’ 기술

을 가르치기 위하여,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스틸컷 포토툰) 역할놀

이 수업용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교사는 위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수학습 자료의 세부기능을 아래의 <그림Ⅳ-10>과

같이 최적화시킬 수 있다.

성
찰

‘교육과정 분석 및 수업목표 
상세화’ 단계에서 결정한
교수학습 자료의 유형→

수립한 계획과 연습한
결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하기

탐
구

가상의 상황(갈등상황,
의사결정상황 등)에서
절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연습하기

이
해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술이 적용되는 절차
및 결과 보여주기

사례와 경험
(동일시 지식)

개념과 사실
(정교화 지식)

절차와 계획
(절차적 지식)

문제와 실행
(실행 지식)

성
찰

*자료의 세부기능→
(*테크놀로지․매체→
 의 고유기능 확인)

1)결과물 전송 및 시연하기
  (파일전송 기능)
2)결과물 공유 및 동료평가 
  (덧글/큐레이션 기능)

← (데이터 저장
    기능)

탐
구

1)스토리보드 작성 
  (노트작성 기능)
2)스틸컷 사진 촬영 및 대사 입력
  (폰카메라, 사진편집 기능)

이
해

1)스토리보드 작성을 위한
  각 단계별 설명 튜토리얼

사례와 경험
(동일시 지식)

사실과 개념
(정교화 지식)

절차와 계획
(절차적 지식)

문제와 실행
(실행 지식)

<그림Ⅳ-10> 세부기능 최적화의 예

이렇게 구현해야 할 세부기능까지 최적화되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

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

용하거나 혹은 교수학습 자료 제작 기술이 뛰어난 동료 교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개발하는 작업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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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판단력(윤리적 문제의 이해) 향상을 위해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의 두 가지 사례

낮은 기술 수준의 자료
(4절지, 포스트 잇)

높은 기술 수준의 자료
(웹 게시판, SNS)

*도덕적 실행력(참을성 기르기) 향상을 위해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의 두 가지 사례228)

낮은 기술 수준의 자료
(포토샵, PDF 파일, 종이 워크시트)

높은 기술 수준의 자료
(모바일 디바이스)

<그림Ⅳ-11> 기술 수준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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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수학습 자료를 하나의 코스웨어(courseware)로 제작하고자 한

다면, 아래의 <그림Ⅳ-12>와 같은 ‘시스템 흐름도’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다. 시스템의 흐름은 수업의 전개과정과 전략을 담고 있는 일

련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재구성된 교수학습 모형의 절차와 동일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Ⅳ-12> 시스템 흐름도 설계의 예

나이가 어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스웨어 개발의 경우 UI(User

Interface) 개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하

는 UI는 사용자와 기계가 서로 소통을 할 때에 마주보게 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마치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잘 설계된 인터페이스는 기계와 사용

228) 이인태(201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초등학교 도덕수업용 자

기평가도구 개발”, 『초등도덕교육』 제39집,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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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한다.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때 친숙한 캐릭터와 세련된 색상, 편리하게 배치

된 직관적 버튼 등의 디자인적 요소들을 잘 구현하면 사용자가 다른 사

람들에게 교육을 받거나 도움을 청할 필요 없이 곧바로 그 자료를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교육용 콘텐츠의 사용에 있어 조작의 어려움을

느끼고 사용에 지루함을 느낀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콘텐츠라 할지라

도 그 교육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교육

용 코스웨어 사용에 흥미를 보이도록 유인하고, 특별한 교육 없이 직관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자링크로만 이루어진 UI보다

는 시각적 요소를 극대화한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229) 학습자의 사용성(usa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GUI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할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Ⅳ-5>와

같다.

<표Ⅳ-5> GUI 설계 전략230)

229) 이인태(2012), 위의 논문, p.312.

230) 장선주 외(2009)의 연구(“상황학습 환경에서의 모바일 학습을 위한 교수학

습 시나리오 및 교육콘텐츠 개발”, 『교육공학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교

육공학회, p.101.)를 참고 및 수정하여 정리

학습자에게 친근한

캐릭터를 등장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캐릭터를 등장시켜 활동을 안내

(튜토리얼 제공)

학습자를 고려한

과제와 정보 제공

•흥미롭고 맥락이 고려된 상황을 설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과제와 활동 정보 제공

교사 및 동료와 연결

및 피드백

•학습 결과물에 대한 공유와 확인이 편리하게 구성

•교사가 조언하고 동료 학습자가 평가하기 편리하게 구성

직관적인 아이콘 설계

및 배치의 일관성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직관적인 아이콘 제작

•‘처음으로’, ‘다음으로’, ‘저장하기’ 등의 일관된 위치 지정

키눌림 최소화하기 •적절한 스크롤 및 클릭 일원화

페이지 연속 제공시

현 위치정보 제공

•각 화면 하단에 현재 학습 루트(route)에 맞는 그림(mark)

표시

학습자의 기억부담

최소화하기

•학습에 필요한 핵심 질문만 제공하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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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민감성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GUI231)

1) 기억부담 최소화 2) 현 위치 정보 제공(하단) 3) 동료․교사와 연결, 피드백

*도덕적 동기화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GUI232)

4) 친근한 캐릭터 등장 5) 직관적인 아이콘 6) 활동정보 제공

<그림Ⅳ-13> GUI 구현의 예

자료 개발이 끝난 후에는 그 자료의 성격과 목표, 활용 방법 등에 대

하여 설명하는 ‘메타 데이터’를 작성해야 한다. 메타 데이터는 특히 기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의 재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절에

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31) 이인태(2012), 위의 논문, p.196.

232) 정창우 외(2014),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 요소를 활용한 도덕과 봉사학습

용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적용”, 『윤리연구』 제97호, 한국윤리학회,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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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 자료 플랫폼의 재사용

다섯 번째 단계는 ‘교수학습 자료 플랫폼의 재사용’으로 이 단계는 ①

‘메타 데이터 확인’, ②‘수업 내용에 맞게 자료의 내용 및 기능 변경’, ③

‘사전점검’으로 나뉜다. 이 단계는 최초 교수학습 자료 개발 과정에는 포

함되지 않으며, 자료 개발 이후 동일한 수업목표의 또 다른 도덕 수업에

기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의 내용과 일부 세부기능을 수정하여 재사용하

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핵심 아이디어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업의 효

과는 유지하면서도 수업에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과 비용은 단축하자는 생각, 즉 교수학습 자료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이다. 또 다른 하나는 최초에 신속하게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를 일종의

프로토타입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학습 유형의 도덕 수업에 재사용한 후

재평가 및 수정하여 자료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① 메타 데이터 작성 / 확인

‘수업의 효율성’이란 적절한 수준의 투입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현실적인 의도를 의미한다.233)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학습 자료의 효율성’이란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 및 개발하고 그 자

료를 활용하는데 투여한 노력(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수학습 자료의 효율성은 ‘설계 및 개발의 측면’과 ‘적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교수학습 자료의 ‘필요성’에 비

해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거나, 활용이 어렵고

번거로워 오히려 수업에 부담을 준다면 그 자료는 효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234) 이 단계는 효율성의 두 가지 측면 중 전자, 즉 ‘설계 및 개

발’의 측면과 관련된다.

도덕 수업에 활용할 교수학습 자료 설계 및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보한 자원들을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학습 자

233) 임용경 외(2009), 위의 책, p.248.

234) 정창우 외(2014), 위의 논문, p.271.



- 180 -

료의 설계 및 개발이라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는 대단

히 노동집약적인 작업이기에 매번 처음부터 수업 전략을 고안하고 교수

학습 자료로 만들어서는 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235)

교수학습 자료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수학습 자료의 기본 골격,

즉 플랫폼(platform)을 표준화(standardization)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공학 영역에서

플랫폼은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환경으로서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236) 하지만 플랫폼 개념

은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의 의미가 확대되어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장(場) 혹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그룹이 연결되고 교류가 이루어

지는 공간을 지칭하기도 한다.237)

차량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엔진과 변속기, 조향장치, 구동ㆍ제동장치

등 자동차의 각종 주요 장비들이 장착되는 기본 골격을 플랫폼이라 일컫

는다. 해당 자동차가 앞바퀴 또는 뒷바퀴 굴림식인지, 엔진이 앞 또는 뒤

에 어떤 모양으로 배치되는지 등에 따라 플랫폼이 바뀐다. 차를 만들 때

플랫폼부터 모두 새로 개발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플랫폼을 그대로

두고 껍데기만 변형하거나, 플랫폼 구조를 소폭 변형하고 엔진 등을 바

꿔 달면 적은 비용으로도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다.238)

확장된 의미의 플랫폼 개념에서 볼 때, 교수학습 자료의 플랫폼이란

컴퓨터공학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한된 의미의 개념보다는 ‘특정 수

업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서 교수학습 자료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메릴의 수업교류이론은

수업의 수행수준과 내용형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점, 이를 모듈화

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 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수

235) 이준(2001), 위의 논문, p.211.

236) 정광훈 외(2008), “디지털교과서 개발전략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

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35권 제1호, 한국정보과학회, p.233.

237) 안종욱 외(2013), “중․고등학교 사회과 디지털교과서의 콘텐츠 개발 방

향”, 『사회과교육』 제52권 3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p.126.

238) http://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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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전략을 알고리즘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업전략이 일단

개발되면 동일한 학습 유형의 경우 데이터에 해당하는 수업 내용만 바꾸

어 같은 전략을 재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유형

의 학업수행과 내용형태를 지원하는 교수학습 자료는 그 내용만을 바꾸

어 가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업교류이론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특정 도덕 수업에 적용하기 위하

여 최초에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는 동일한 학습 유형의 또 다른 수업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

때 기존에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그 안에 담길

수업 내용과 추가되어야 할 세부기능만 수정하거나, 플랫폼의 기술적인

토대가 되는 테크놀로지․매체를 소폭 수정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자료로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은 도덕과 교수학

습 자료의 플랫폼을 표준화시키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의 표준화란 기술적 측면의 플랫폼(예컨대 만약 컴퓨터 기

반 교수학습 자료라면 동일한 운영체제(OS) 기반의 자료인가 아닌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활동의 핵심이 되는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의 플랫폼, 즉 학습 유형의 표준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제안된

모형에 따라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는 도덕성 구성요소와 그 하위 기술,

수행과 내용이라는 동일한 설계 기준을 토대로 개발되기 때문에 학습 유

형이 표준화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만약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수업

목표를 상세화했을 때 기존에 개발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와 동일한 학

습 유형(동일한 구성요소와 하위 기술, 수행과 내용)으로 분석되었다면,

그 자료는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

야 할 작업은 기존에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

하기 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수업의 목표를 상세화하는 것이다.

교수학습 자료 플랫폼의 표준화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은 표준화된 플

랫폼을 공유하는 작업이다. 아무리 교수학습 자료 제작 기술이 뛰어난

교사라 할지라도, 매 단원 혹은 매 차시 마다 적용할 교수학습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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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히 디지털화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경우 그것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data 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교수학습 자료들을 저장

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교사들

이 기존에 개발된 자료를 쉽게 찾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실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에듀넷(edunet)

이나 인디스쿨239) 등 기존에 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된다.

특히 머지않아 교육 현장에 보편화될 디지털 교과서는 교수학습 자료의

기술적 플랫폼의 역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교수학습 자료를 효과

적으로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덕과의 성격에 맞는 분류기준, 즉

표준화된 메타데이터(metadata)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메타데이터라는 개념은 문헌정보학이나 컴퓨터공학 등 여러 연구영역

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메타데이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혹은 ‘특정 데이터의 항목에 링크(linked)

되어 있는 데이터’로, 원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을 체계적으

로 기술하여 주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특히 원본 데이터에 ‘링크’되어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냐를 규정하는 방식은 연구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

이고 있다.240)

239) 인디스쿨(www.indischool.com)은 교수학습 자료의 공유는 물론, 온․오프

라인 연수, 문제 협의, 정서적 지지 등과 같은 교사 상호 간의 협력적 활

동을 통해 전문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교사공동체이다. 협력적

전문성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교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생각 등을 교수학습 자료, 이야기나 조언 등의 다양한 형태로

‘공유’하게 하는 인터넷 기반 테크놀로지가 큰 몫을 하였다(서경혜(2011),

“온라인 교사공동체의 협력적 전문성 개발 : 인디스쿨 사례연구”, 『한국교

원교육연구』 제28권 제1호, pp.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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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데이터 그 자체가 자신을 기술하는 하나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

고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원본 자료에 대한 식별과 접근을 용이

하게 하기 때문이다. 메타데이터 개념은 최근 네트워크 기술과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로 각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과 크기가 방대해

지고 복잡해지면서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메타데이터를 얼

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학습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 핵심이 되고 있다.241)

메타데이터가 그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자료를

생산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동의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류체계여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주체들이 이 메타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확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242) 국내에서 개발 및 보급된 교육용 메타데이터인 KEM(Korea

Educational Metadata) 3.0을 살펴보면, 메타데이터의 ‘기본 요소’로 제

목, 설명, 주제어, 난이도, 학교급, 학년, 과목, 학기, 단원, 주제가 제시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43) 이중 교사들이 가장 손쉽고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는 과목, 학교급과 학년, 단원과 주제일 것

이다. 예컨대 도덕과의 경우, 초등학교 → 5학년 → 2단원 → ‘내 안의

소중한 친구, 감정’의 순으로 자료를 찾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

류방식에 의하여 검색된 자료는 그 자료가 겨냥하고 있는 세부목표나 학

습 유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에서 강

240) Kogalovsky, M. R.(2013), “Metadata in computer systems”, P rogramming

and Computer Software, 39(3), p.184.
241) 김훈희 외(2004), “효율적인 ICT 활용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메타

데이터”, 『한국정보교육학회 발표자료』, p.697.

242) 이준(2001), 위의 논문, p.209.

243) KEM 3.0은 위에서 제시한 ‘기본 요소’뿐만 아니라, 9개의 ‘전체 요소’(일반

정보, 생명주기 정보, 메타데이터 정보, 기술정보, 교육정보, 분류정보)와

각 요소별 하위 요소(예컨대 ‘생명주기 정보’의 경우 교수명, 교수소속, 교

수이메일, 개발기관명, 개발년도 등)를 제공하고 있다. 한태명 외(2007),

『2007년도 원격대학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보고서』,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pp.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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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여 재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료의 불필요한 기능을 하나하나 확인해야하거나 선택의 여지없

이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자가 생각할 때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

한 메타데이터는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던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

하는 방식과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기

위한 ‘구성요소’와 ‘하위 기술’ 그리고 이를 가르치기 위한 ‘수행’의 유형

과 ‘내용’의 형태에 기초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였다면, 메타데이터

역시 위에서 제시한 각각의 설계 기준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 방식과 자료의 분류 및 검색 방식이 일치

해야만 교사의 수업 의도와 가장 유사한 교수학습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

로 찾아 재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아래의 <그림Ⅳ-14>와 같이 자료의 유형과 운영방법 등

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KEM 3.0 기본 요소의 제목, 설

명, 주제어 등의 항목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의 기준을 토대로 보다 세분화하여 기술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

다.

<그림Ⅳ-14> 공유 및 재사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활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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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업의 내용에 맞게 자료의 내용 및 기능 변경 / 사전점검

학습 유형이 동일하다고 해서 기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를 곧바로 재사

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단원 혹은 차시가 바뀌면 수업의

내용도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 유형을 확인한 후 기 개발된 교

수학습 자료를 재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수업의 내용에 맞게 자료에

담길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세부기능을 추가하거나 테크놀로지․매체를 소폭 변경하는 작업도 병행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정한 내용과 추가된 세부기능들이 수업의 목표에 기여하

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사전

점검이 부실하여 수업 과정에서 잘 작동하지 못하거나 여타의 문제로 수

업의 흐름이 끊기거나 하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수업의 성과도 올리

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교수학습 자료의 작동 상태

와 이상 발생 시를 대비한 대안 활동의 마련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교사가 사전에 준비하여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우

고 필요한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244)

동일한 학습 유형의 수업에 기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를 반복적으로 적

용해볼 때마다, 그 자료의 장점과 단점, 문제 요인과 개선 사항들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계속 발견될 것이다. 발견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수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은 그 자료의 완성도를 높인다.

244) 은정희 외(2001), 위의 논문,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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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와 수정 단계

1) 적용 및 평가

여섯 번째 단계는 ‘적용 및 평가’로 이 단계에서는 개발한 교수학습 자

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implement)한 후, 그 결과를 ①효과성, ②효

율성, ③매력성 측면에서 측정하여, 불필요한 기능들은 과감히 폐기하고

보완이 필요한 기능들은 수정하며 다음 수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

능들은 추가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즉 이 단계에서의 평가란 문제 요인

을 확인하여 최초 프로토타입 형태로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의 성능을 개

선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평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의 핵심 아이디어는 학습의 성공과 실패를 학

습자의 능력 여부보다는 학습자에게 주어진 환경의 특성에서 찾고자 하

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교수학습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를 학습자의 능력 부족으로 보기보다는,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교수학습

자료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본다.245)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자료 그

자체의 품질이나 기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들의 반응과 요구를 확인해가면서, 자료의 토대가 되는 교수체제를 평

가하고자 한다. 이것은 교수체제의 설계, 개발, 그리고 개선의 모든 노력

들이 학습자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다.246) 요컨

대 평가는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의

견을 분석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에서 ‘적용 및 평가’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교수학습 자료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이 교사들의 TPACK 형

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의 도덕성 향상을 위하여 교수학습

자료의 성능을 개선해가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교사가 자신이 계획한 교

245) 임철일(2012), 위의 책, pp.376-377.

246) 임철일 외(2009),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사용성 평가도구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교육공학회,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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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습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스로 진행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의 과정과 동일하다. 실행연구는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질문보다는 경험적인 실천을 더욱 강조하며, 일단 계획한 교수학

습 활동이 교실에서 실천되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찰’과 ‘반성’의 과

정, 즉 평가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목적에 따라 질적․양적인

연구방법이 적용된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했을 경우 활용 가능한

다양한 연구방법(관찰, 인터뷰, 학습결과물 분석 등)을 사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학급만이 아닌 협력교사들의 학급에서도 자신의 개선 대안을 적

용해 보며, 연구의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그 보고서를 읽는 다른 교사

나 연구자들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 등을 통해서 타당도와 신뢰

도를 높인다.247)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와 관련된 지식인 TPACK이 종국적으로는 교사

스스로 형성해 나아가야 하는 지식이라면, 교사 자신이 연구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실행연구야 말로 가장 능동적으로 TPACK을 형성할 수 있

는 작업이 된다. 특히 실행연구의 과정 중 최초 계획한 교수학습 활동을

분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평가’ 활동은 TPACK 형성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① 효과성 평가

교수학습 자료의 효과성은 기본적으로 그 자료가 적용된 교육적 처치

를 받은 학습자들의 도덕성 구성요소 별 향상 정도를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덕성 측정도구의 제한성

및 연습효과(practice effects)의 문제로 인해 도덕성 자체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고, 수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도덕성 평가를 적용하는 것

에는 명확히 한계가 있다.248)

따라서 한 단원 혹은 한 차시 수업에 적용된 교수학습 자료의 효과성

247) 이용숙 외(2004),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통한 연구와 교실실천의 연

계방안 - 교육대학원 논문을 중심으로 - ”, 『열린교육연구』 제12권 제1

호, 한국열린교육학회, pp.365-366.

248) 정창우(2007), 『도덕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경기: 울력, p.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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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

다. 만약 학습자들의 도덕성 구성요소 향상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교수학

습 자료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 자료는 장기적인 적용 계획

을 토대로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여야 하며, 측정의 대상은 그 자료에 의

해 최소한 4주에서 12주 정도의 교육적 처치를 받은 학습자들이어야 한

다. 예컨대 봉사학습 등과 같이 장기적인 프로젝트 학습을 지원하기 위

하여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249)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

펴보았듯이 도덕성 구성요소는 DIT나 MJT,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

구 등을 사용하여 양적으로 평가하여 그 수준을 추정해볼 수 있다. 교사

는 자료 적용 후 측정된 결과와 ‘학습자 분석’ 단계에서 측정된 결과를

비교해봄으로써 자신이 설계한 교수학습 자료가 초기의 의도대로 잘 작

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인 적용보다 특정 단원이나 차시의 수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

발된 교수학습 자료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경우, 도덕성 구성요소의 전반

적인 향상 정도를 확인하는 것 보다는 수업에서 겨냥하고 있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때 교수학습 자료

효과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당연히 ‘교육과정 분석 및 수업목표 상세

화’ 단계에서 설정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즉 교수학습 자료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그 자료가 상세화된 수업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

도록 지원했는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습자들이 도덕 수업에서 배운 개념이

나 원리, 윤리적 기술을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지 관찰

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도덕 수업의 특성상 직접 관찰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 보다 실제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행평가의 여러 기법들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249) 본 연구자는 초등학생들의 봉사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SNG 요소를 활용

한 봉사학습용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및 적용한 바 있으며, 이 자료의 효

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도덕적 동기화)를 사

용하였다. 정창우 외(2014), 위의 논문, pp.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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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는 학습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한 것을 표현하고 지식, 기술들,

그리고 마음의 습관(habits of mind)을 다양한 맥락에서 사려 깊게 적용

할 기회를 주는 다양한 과제들(tasks) 및 상황들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들은 흔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유형(有形)의 ‘결과물’들이

나 관찰 가능한 ‘수행’으로 귀착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수행평가가 시험

인 동시에 활동이 된다는 것이다.250) 요컨대 학습자들의 교수학습 활동

과정은 그 자체가 수행평가의 과정이며, 활동 속에서 산출된 결과물들은

평가를 위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교수학습 자료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평가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자들이 만들어낸 (1)학습 결과물이나 (2)학습 과정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평가 결과, 동일한 유형의 도덕 수업에 교수학습 자

료를 활용했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향상된 학습 결과물을

산출해내거나 학습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원하였다며 그 자료는 효

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덕적 민감성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도덕적 동기화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그림Ⅳ-15>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해낸 학습 결과물의 예

250) 정창우(2007), 위의 책, pp.73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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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교

수학습 자료 설계기준을 토대로 구조화한 채점 기준표(rubric)를 활용하

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래의 <그림Ⅳ-16>과 같이 평가를 위해

사전에 마련한 채점 기준표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산출한 학습 결과물과

학습 과정을 교사, 학습자 자신, 동료 학습자가 각 항목들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확인해나가는 것이다.

구성요소 / 하위기술 : 도덕적 민감성 / 감정표현의 이해, 의사소통 잘하기 ...

수행수준

/ 내용형태
평가 기준

점 수

5 4 3 2 1

이해/절차
상황 해석→나의 감정 확인→타인의 감
정 확인→바르게 표현하기의 단계를 충
실히 이행하였는가?

√

탐구/절차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감정이 잘 드러
나도록 표현하고 있는가?

√

성찰/절차
자신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
분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가? ... 등

√

<그림Ⅳ-16> 효과성 측정을 위한 채점기준표의 예

만약 교수학습 자료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학습 결과물의 발전과

정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수행 평가의 또 다른 유형인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교사로 하여금 교수학습 자료를 보다 효율

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결과물을 지속적으

로 유지․보수․공개하게끔 하여 수업의 효과성까지 높이고자 한다면,

웹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e-포트폴리오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② 효율성 평가

‘교수학습 자료 플랫폼의 재사용’ 단계에서 이미 논의했듯이 교수학습

자료의 효율성은 ‘설계 및 개발의 측면’과 ‘적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적용 및 평가’의 단계에서 ‘효율성’이란 후자, 즉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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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활용하여 도덕 수업을 진행했을 때 교사와 학습자가 자료를 사용

하면서 체감하는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교사에게 있

어 교수학습 자료를 투입하기 전보다 투입한 후에 도덕 수업을 진행하기

가 보다 수월해졌다면 그 교수학습 자료 적용의 효율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교수학습 자료의 투입이 투입 전에 비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조작이 어렵고 작동이 잘 안 되는

등 오히려 사용이 번거로워 수업에 방해가 된다면 그 자료의 효율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에게 있어서 교수학습 자료의 효율성이란 학습 용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습 용이성이란 ‘시스템의 운영 원리를 신속하게 배워서

작업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251) 따라서 학습자가 따로

교육을 받거나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곧바로 교수학습 자료를 조작

하여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자료의 효율성은 매우 높다

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교수학습 자료의 조작에 어려움을 느끼고 수업에

활용하는데 번거로움을 느낀다면 그 교수학습 자료의 효율성은 낮다. 요

컨대 자료의 (1)오류 없는 작동과 속도, (2)수업의 진행과 일치하는 간결

한 알고리즘, (3)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인터페이스 등은 교

수학습 자료의 효율성에 있어 핵심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을 순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평가해야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도덕 수업에 테크놀로지․매

체를 활용하는 이유는 결국 도덕과의 성격에 맞는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율성은 교수학습 자료의 일반적인 학

습 용이성은 물론, 각각의 세부기능들이 교수학습 활동을 얼마나 수월하

게 진행하도록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아래의 <그림Ⅳ-17>과 같이 효과성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1)이를 구현한 자료의 기능들을 확인하고 (2)적용의 효율성을

하나하나 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251) 임철일 외(2009), 위의 책,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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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력성 평가

‘매력성’은 학습자가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수업에 얼마

나 더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가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된 개념이다. 학습에 대한 지속여부와 적극적인 참

여의사는 학습 동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

듯이 학습 동기는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측면에서 설명된

다. 따라서 교수학습 자료가 가진 매력성의 측정은 학습자가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면서 느끼는 (1)주의집중, (2)관련성, (3)자신감, (4)만족감

의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을 단지 숫자로 양화하기

보다는 교수학습 자료가 각각의 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측면(수업 전략적

인 측면인지 테크놀로지․매체의 측면인지 등)에서 어떻게 좋았는지 혹

은 만족스럽지 못했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수집해야 한다.

구성요소 / 하위기술 : 도덕적 민감성 / 감정표현의 이해, 의사소통 잘하기 ...

수행수준

/ 내용형태
평가 기준

점 수

5 4 3 2 1

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능들

이해/
절차

스토리보드 작성 기능은 역할놀이 각 단
계를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어 있고, 사용
하기 편리한가?

√

탐구/
절차

연출하는 배우의 동작을 촬영하고 대
사를 입력하는 기능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가?

√

성찰/
절차

제작한 스틸컷 포토툰을 시연하는 기
능의 동작이 원활하며,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가? ... 등

√

일반적인

기능들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전체적으로 오류 없이 잘 작동하는가? √

교수학습 자료를 처음 사용해도 이해

하기 쉽고 수업에 활용하기 편리한가?
√

화면과 버튼 배치가 처음 사용해도 이

해하기 쉽고 조작이 편리한가?
√

학습 결과물을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

하기 편리한가? ... 등
√

<그림Ⅳ-17> 효율성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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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아래의 <그림Ⅳ-18>과 같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각

요소별로 점수를 측정하고, 낮은 점수를 획득한 문항에 대하여 그 이유

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교수학습 자료 적용

초기에는 테크놀로지․매체의 신기성(novelty)에 의해 매력성이 높게 측

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고려해가면서 자료

적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유사한 수업에 수차례 적용해본 후에 측

정해야 보다 타당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구성요소 / 하위기술 : 도덕적 민감성 / 감정표현의 이해, 의사소통 잘하기 ...

요소 평가 기준
점 수

5 4 3 2 1

1. 집중

( ‘포토툰’을 활용한 역할놀이 )는 내가

도덕 수업의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활동

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2. 관련성

( ‘포토툰’을 활용한 역할놀이 )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문제에 대하여 반

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

니다.

√

3. 자신감

( ‘포토툰’을 활용한 역할놀이 )는 내가

도덕 수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4. 만족감

나는 ( ‘포토툰’을 활용한 역할놀이 )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고, 활동이 끝난 후에

도 더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

☺ ‘아니다’(3점 이하)라고 생각한 문항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번: 역할놀이 후 모둠별 평가를 할 때, 열심히 활동한 모둠원들과 무임승차한
모둠원들이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되어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림Ⅳ-18> 매력성 측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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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을 위한 환류

마지막 단계는 ‘수정을 위한 환류’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평가 단계를

통해 도출한 ①문제 요인을 확인하고, ‘학습자 분석’ 단계에서부터 ‘수업

모형 및 전략 재구성과 세부기능 설계’ 단계까지의 과정을 재검토하면서

②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탐색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최초에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학습자 분석’의 단계

를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하면서, 자료가 담게 될 내용과 구현할 기능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해야 한다.

사실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한 문제 요인은 결국 수정을 위한 대안이

되기 때문에, ‘평가’와 ‘수정을 위한 환류’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봐야한

다. 하지만 논리적인 측면에서 선후 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평가가 수정

에 앞서고 교수학습 자료의 수정이라는 작업이 결국 기술적인 측면의 수

정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설명과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두 단

계를 구분하였다.

‘수정을 위한 환류’ 단계에서는 먼저 평가 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

한 문항들을 문제 요인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

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그 문제의 원인이 1)

학습자 특성에 의한 것인지(학습자 분석 단계), 2)잘못된 수업전략이나

테크놀로지․매체의 선택 때문인지(수업모형 및 전략과 테크놀로지․매

체 결정 단계), 아니면 3)수업모형이나 전략의 무리한 재구성과 이에 따

른 교수학습 자료의 세부기능의 문제(수업모형 및 전략 재구성과 세부기

능 설계 단계)인지 각각의 단계로 돌아가서 다각도로 확인한다.

문제 요인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작업은 복잡하면서

도 다면적인 측면을 갖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제가 여러 단계에 걸쳐

원인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하나의 단계에서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Ⅳ-19>와 같이 확인된 문제가

각각의 단계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적어가면서 그 원인

을 분석하고 대안을 탐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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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 하위기술 : 도덕적 민감성 / 감정표현의 이해, 의사소통 잘하기...

① 확인된 문제점 ② 원인 분석 및 대안탐색

효과성

3번: 자신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가?

(3점)

1) 학습자 특성 측면 : 매력성 점수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하지만 만족감 점

수(3점)가 다른 문항에 비해 낮게 나타났

으며, 그 주된 이유가 모둠별 평가 방식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무임승차자

에 대한 불만이 만족도를 떨어뜨림. 즉

학습자들은 ‘과제해결 방식’ 자체는 선호

하지만, ‘평가방법’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

2) 수업모형 및 전략과 테크놀로지․매

체 결정 측면 : 효과성 3번 문항을 제외

하고, 모든 문항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점

수를 획득함. 따라서 교수학습 자료 설계

의 토대가 된 수업전략과 테크놀로지․

매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효과성 3번과 효율성 7번 문항으

로 미루어 볼 때, 역할놀이의 중요한 단

계인 토론 및 평가활동을 제대로 지원하

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3) 재구성 및 세부기능 설계 측면 :

효과성 3번 문항과 함께, 효율성 3번

문항(‘스틸컷 포토툰 시연’ 기능)에 대한

평가 결과가 2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획득함. 현 자료는 학습자가 학습결과물

을 교사의 이메일이나 학급홈페이지 웹

게시판으로 전송한 후, 그것을 내려 받아

시연하게 되어있음. 이 과정이 매우 번거

롭고 수업의 흐름을 중단시킴.

1) 동료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개개인

의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협동학습 방법은 유지하되, 자료에

역할분담을 명시하는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미러링(mirroring)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효율성

3번: 제작한 스틸컷 포토툰을 시

연하는 기능의 동작이 원활하며,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가?

(2점)

7번: 학습 결과물을 다른 학습자

들과 공유하기 편리한가?

(3점)

매력성

4번: 나는 ( ‘포토툰’을 활용한 역

할놀이 )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고,

활동이 끝난 후에도 더 공부해보

고 싶습니다.

(3점)

<그림Ⅳ-19> 문제 요인 분석을 통한 대안 탐색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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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작업이 끝나면 문제 요인을 개선하여 동일한 학습 유형에

재사용한다. 이렇게 평가와 수정, 적용이 반복되면서 초기에 프로토타입

으로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는 점점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지금까지 도덕 수업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는 과정과 그

운용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진 어떤 모형일

지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적용하기 불편하다

면 그 의미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일종의 설

계 워크시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설계 워크시트는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면서도, 교수학습 자료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워크시트의 제공은 교수 설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워크시트의 토대가 되는 모형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다.252)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운영방법을 설명하면서 다양

하게 제시한 체크리스트들과 참고목록들을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정리하여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매뉴얼’이라고 이름을 붙여보

았다.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매뉴얼’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252) 임철일 외(2010), “초등학교 초임 교사를 위한 교수 체제 모형의 개발 연

구”, 『교육공학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교육공학회,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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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도덕과 교육의 목적을 의미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실 현장에서 이

루어지는 도덕 수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도덕과 교육의 거시

적인 측면인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가 아무리 잘 구비되어있

다 할지라도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교실 수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

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교육공학적인 측면

에서 볼 때, 좋은 도덕 수업이란 수업의 내용적인 측면과 방법적인 측면

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변인들이 도덕과 교육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설계된 수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덕

교사는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정교하게 고려하면서 도덕 수업

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내지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수학습 자료는 수업의 체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이다. 뿐만 아

니라 교수학습 자료를 선정하고 설계하는 것은 교사의 수업 능력이나 창

의력이 가장 많이 발휘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도덕과의 성격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선정하거나 설계하는 교사의 능력은 도덕 수업의 질에

현격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 수업의 첨단에 위치한 교

사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의 선정 기준이나 설계를 위

한 절차를 마련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를 위한 모형을 개발해보고

자 시도하였다.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

고, 자료 설계의 일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먼저 교수학습 자료의 정의와

도덕과에서 교수학습 자료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후 도

덕성 발달을 도덕적 행동의 산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통합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도덕 수업과 학습자, 학습자와 도덕적 행동의 매개 과정에

초점을 두어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재개념화하였

다. 본 연구에서 재개념화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란 ‘학습자들이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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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그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지속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과 방법 그리고 평가 등의 요소를 고

려하면서 설계된 도덕 수업 내․외의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 인적 자원,

공학적(technology & media) 자원, 시설 자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할 때 따라야 할 일반 원리를

탐색하기 위해, 도덕 교과에서 교수학습 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들과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내용 지식(TPACK)에 관한 연구들을 살

펴보았다. 교수학습 자료의 분류 기준은 수업에 기여하는 역할과 산출하

는 효과를 각각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TAPCK의 구성요소들은 교사

가 테크놀로지․매체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지식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학적 자료를 활용 및 설계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리

로 취급될 수 있다. 양자를 비교한 결과, 도덕과 TPACK의 구성요소들

은 도덕과에서 교수학습 자료를 분류할 때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

고 있었다. 이러한 포함관계 속에서 TPACK에 기반하여 도덕과 교수학

습 자료 활용 및 설계의 일반 원리를 도출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TPACK을 기반으로 도출한 도덕과 교수학습 자

료 설계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도덕 심리학과 교육공학의 이론을 근거로

보다 상세화시켰다.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이 갖추어야 할 구

체적인 모습, 즉 도덕과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리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학습자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수업 내용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히 확인하고, 그것들을 자극할

수 있게끔 설계(혹은 활용)되어야 한다. 도덕적 행동의 산출과 관련된 최

근 도덕 심리학 분야의 동향과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발달시켜야할 도덕성 요소 혹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목

적은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행력’을

기준으로 규정(혹은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교수학습 자료가 갖추어야할 하위 목표는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실행력과 관련된 ‘윤리적 기술’ 혹은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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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량’들과 일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각의 기술들은 그것들이 정교

화 되어가는 ‘일련의 절차’(예시와 기회에 전념, 사실과 기술에 집중, 절

차 연습, 지식과 절차를 통합)를 고려하면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수업 내용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방

식, 즉 (교실 내․외, 수업 전․후의) 교수학습 활동 방식(도덕과 교수학

습 모형과 수업전략)을 반영하여 그 기능이 설계되어야 하되,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학습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따라 가

르치고자 하는 목표와 성취해야할 결과를 명확히 하는 교과 교육의 특징

으로 미루어볼 때,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가 구현해야할 기능은 도덕과의

성격을 반영한 수행(이해, 탐구, 성찰)과 내용(사례와 경험, 개념과 사실,

절차와 계획, 문제와 실행)의 형태를 기준으로 학습 유형을 명확히 결정

하고, 그 유형에 가장 적합하도록 최적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학습 양식을 반영하여 교수학습 자료가 담게 될 내용과 세

부기능을 정교하게 조정해나가야 한다.

셋째, 내용과 방법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와 매체는 가능하다면 그 개

입 수준을 높이고 다매체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나, 자료의 설계 및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높은 기술 수준의 교수학습 자료는 수

업의 매력성을 크게 끌어올리며 효과성까지 상승시킬 개연성을 높여준

다. 하지만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라는 것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노동집약적인 작업이라, 매 차시 마다 높은 기술 수준의 자료를 개발하

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가용한 자원을 고려해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자료를 개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는 위의 세 가지 일반적인 설계 원리가 일

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①‘준비와 계획 단계’, ②‘자료의 기능설계와 개발 단계’, ③‘평가와 수정

단계’와 같은 교수설계의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되, 처음부터 완벽한 자료

를 개발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수업을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발하고 반복적으로



- 200 -

재사용하여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자료의 개발

과 실행, 공유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완성된 자료의 특징과 운영방법 등

을 설명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면 더욱 좋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

을 제안하고 그 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안한 모형은 도덕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윤리적 기술들 혹은 역량들을 교수학습

자료 활용의 목표로 취급한다. 이것은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활용의

근본적인 이유를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윤리적 기

술이나 도덕적 역량의 측면에서 찾으려는 의도이다. 또한 제한된 도덕

수업 시간에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

면에서, 각 기술들을 수행과 내용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자료가 갖추어

야 할 기능들을 최대한 상세화한 후 꼭 필요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최적

화시키는 과정을 제공한다.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은 크게 ①준비와 계획 단계, ②자료

의 기능설계와 개발 단계, ③평가와 수정 단계로 구성된다. 준비와 계획

단계는 다시 ‘교육과정 분석 및 수업 목표 상세화’, ‘학습자 분석’, ‘수업

모형 및 전략과 테크놀로지․매체 결정’의 단계로, 자료의 기능설계와 개

발 단계는 ‘수업모형 및 전략 재구성과 세부기능 설계’, ‘교수학습 자료

플랫폼의 재사용’의 단계로, 평가와 수정 단계는 ‘적용 및 평가’, ‘수정을

위한 환류’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모형의 전체적인 모습은 기본적으로 선형 구조(ADDIE 구조)를 띠

고 있어,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과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면서 교수

학습 자료의 목적과 목표, 학습유형, 테크놀로지․매체를 일관성 있게 연

결시키도록 유도한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순환적인 구조를 갖추어, 교수

학습 자료를 설계하는 작업이 문제점은 보수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는 유

지 및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초에 프로토타입의 형태로 신속하게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가 동일한

학습 유형의 수업에 재사용되고 재평가되면서 점차 완벽한 자료로 발전

해나가는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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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개발한 모형의 현장 활용도와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

하여 일종의 설계 워크시트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매뉴얼’을 제

작하여 <부록>에 첨부하였다. 이 매뉴얼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점검하게 함

으로써, 교사로 하여금 도덕과의 성격(예컨대 ‘도덕적 판단’ 능력의 발달)

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교수학습 자료의 목표(‘윤리적 문제 이해하기’ 기

술의 함양)와 학습 유형(‘개념과 사실’에 대한 ‘탐구’), 테크놀로지․매체

(탐구의 과정에 학습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쇄워크시트와

포스트 잇’ 혹은 ‘웹 게시판’을 활용)를 다루도록 유도한다.

교사는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모형의 각 단계(혹은 매뉴얼의 각

단계)를 밟아감으로써 테크놀로지․매체를 활용하여 도덕과의 내용에 적

합한 주제 특수적 표상과 도덕과의 방법에 적합한 교과 특수적 활동, 주

제 특수적 활동들을 조직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특징(도덕성 수준,

학습 동기와 양식)을 토대로 교수학습 자료에 담길 내용과 기능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여, 그들을 도덕 수업의 활동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에 따라 설계된

교수학습 자료는 도덕 수업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형에 따라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해본

경험의 누적은 종국적으로 교사의 도덕과 TPACK을 형성시켜, 보다 나

은 도덕 수업 혹은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

다.

도덕 수업을 교육공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단지 좋

은 도덕 수업을 탐색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다만 이러한 관점

이 도덕과 교육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담론을 풍부하게 한다면, 우리

는 교육공학적인 측면의 연구를 지속할 이유를 갖게 된다. 교수체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좋은 도덕 수업은 ‘교사가 알아야 하는 것과 해야 하

는 것’을 중심으로, 즉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들을 중

심으로 수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의

설계가 순수과학에서의 논리처럼 수업과 관련된 모든 투입 변인을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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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어떤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

다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확인 가능한 핵심 변인들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수업의 설계는 교수학습에 개입 가능

한 모든 변인을 고려하여 최고의 교수처방을 찾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

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한다.253) 실제로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모든 변인들을 고려하는 작업,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제하는 수업 설계는 불가능하다.

요컨대 수업을 구성하는 핵심 변인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작업과 각각

의 변인들을 일관성 있게 연결하는 작업은 좋은 도덕 수업을 가름하는

관건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교수체제의 중요한 한 축인 교

수학습 자료를 도덕 교과에 최적화시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

로써, ‘좋은 도덕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에는 무

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겨진 과제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이 과연 교육 현장에서 타

당하게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모형을 수

정․보완하는 작업, 그리고 이 모형을 통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해본

경험이 과연 교사들의 TPACK를 형성시키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끝으로 앞으로의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방향에 대한 본 연구자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최근 도덕 심리학

에서는 도덕적 행동에 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특히 도덕 교육적 측면에서 최근의 도덕 심리학은 학습자들을 능동

적이고 자율적인 도덕인으로 기르고자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도덕과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은

학습자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되, 도덕성 발달의 성격에 적합한 처

방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능동적으로 도덕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덕 수업 시간에 배운 다양한 내용(도덕적 개념, 원리, 가치․덕

253) 박성익 외(1992), 위의 논문,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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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윤리적 기술 등)을 일상생활 속에 직접 적용해보도록 안내하고, 활동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도덕 심리학 연구영역의 전망으로 미루어 볼 때, 도덕과에

서의 교수학습 자료는 ‘도덕성 발달의 성격에 맞는 자극’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는 도덕적인 행동의 산출과 관련된 변인들, 혹은 도덕적인

행동을 가능케 하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자료의 기능이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배운 도덕적 지식과 기술을 일생

생활에 능동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개방적이고 발견

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컴퓨터 플랫폼 기반

의 저작 시스템과 같은 진보된 테크놀로지와 매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는 도덕 수업과 테크놀

로지․매체의 연결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주목하면서 교실 수업과 학습

자, 학습자와 일상생활 속 도덕적 행동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단지

정해진 알고리즘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도덕적인 문제를 탐

구하고 자신의 내면과 세계를 성찰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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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 설계 매뉴얼

□ 지금부터 보다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인 ‘도덕과 교수학습 자료’를 설

계하기 위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은 작업을 진행합니다. 설계의 과정

은 기본적으로 각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새로운 아이디

어가 떠오르면 언제든지 이전 단계로 돌아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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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분석 및 수업목표 상세화 작업

□ 먼저 교수학습 자료가 적용될 단원의 ‘주요 가치․덕목’과 ‘내용 요소’

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차시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하세요. 확인이

끝났으면 이 차시를 어느 구성요소의 어떤 하위 기술에 중점을 두고

가르칠지, 아래의 체크리스트에 √ 표시하세요.

<각 구성요소의 의미>

1. 도덕적 민감성 : 특정한 상황에 어떤 행동들이 가능한지, 그러한 행동에 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영향을 받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어떠할지 해석할 수 있다.

2. 도덕적 판단 : 자신의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정의 혹은 도덕적 선에 비추어)

판단하고, 그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3. 도덕적 동기화 : 다른 개인적 가치들보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결정하도록 도덕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4. 도덕적 실행력 : 피로와 나약함을 견디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지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행기술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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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와 윤리적 기술을 선택하였으면 아래의 수행-내용 매트릭스

를 참고하면서, 교수학습 자료의 유형을 결정하세요.

성

찰

전형적인 사례에
비추어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기

기술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방식이나
신념에 대하여 평가
하고 수정하기

수립한 계획과 연습한
결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하기

실행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더 좋은
도덕적 행동 유형
(인격 특성) 찾기

탐

구

전형적인 사례와
유사한 혹은 반대되는
사례 탐색하기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
(인물, 행동, 사건 등)
을 탐색하기

가상의 상황(갈등상황,
의사결정상황 등)에서
절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연습하기

일상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당
한 대안을 찾고 계획
을 수립하여 실행하기

이

해

학습내용과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인물,
행동, 사건 등) 보여
주기

윤리적 기술에 
대하여 정의하고
설명하기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절차 및
적용 결과 보여주기

기술과 관련된 일상
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들 제시하기

사례와 경험 개념과 사실 절차와 계획 문제와 실행

□ 이제 단원 및 차시의 ‘목표와 내용’, ‘구성요소와 윤리적 기술’, ‘학습

유형’을 확인하면서, 교수학습 자료가 투입될 수업의 목표를 상세하

게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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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분석 단계

□ 학습자 분석은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활용하거나, ‘관찰이나 인터뷰,

학습 결과물 분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담당 학급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전체 집단의 평균값)을

분석할 수도 있고, 학습자 ‘개인별 특징’(개인별 측정값)을 분석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단계는 교수학습 자료 설계 시 고려하면 좋지만, 신속한 설계를

위하여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 평가’ 단계 후에는 반드시

이 단계로 돌아와 교수학습 자료의 기능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표준화된 측정도구 활용>

ⓛ 도덕성 수준 : 도덕적 판단 - ‘DIT’(Defining Issues Test)

도덕적 민감성, 동기화, 실행력 -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② 학습 동기 : ‘학습 흥미도 검사’(The Course Interest Survey: Keller)

를 도덕 수업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③ 학습 양식 : ‘Gregorc 학습 유형 검사도구’ 혹은 ‘VARK 학습 유형

검사도구’

<관찰, 인터뷰, 학습 결과물 분석 시 점검해야 할 점>

중점 점검 요소 점검 내용

학습자들은 도덕 수업시간에 배울 도

덕적 개념이나 원리, 가치․덕목, 윤

리적 기술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학습자들은 위의 내용들과 관련된 특

별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학습자들은 위의 내용들에 대하여 얼

마나 정확히 설명해내거나 자신감 있

게 수행해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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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소별 세부 설계 전략>

요 소 학습 동기 세부 전략

주의

집중

①다양한 매체의 활용, 도덕적 갈등상황이나 의사결정상황 제시

②이해, 탐구, 성찰에 적합한 다양한(명제적, 서사적, 명료화) 발문 제시

③(수업목표와 일관성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제공

관련성

①학습자의 경험과 친밀한 인물, 도덕적 귀감이나 사건 활용

②(수업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목적지향적인 학습과제 제시

③자신의 필요와 동기에 맞는 학습과제 선택가능

자신감

①학습의 조건(목표, 평가기준 등) 제시

②성공기회(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적절한 난이도) 제공

③난이도, 학습속도, 과제해결방식의 조절 및 선택가능성

만족감

①윤리적 기술의 적용 및 성찰 기회 제공

②의미 있는 강화(보상, 교사에 의한 칭찬, 사회적 지지 등) 제공

③연습과 수행평가의 일관성 유지

학습자들은 도덕 수업 전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학습자들은 어떠한 지각적 형태로 정

보를 제공받거나, 자신의 생각을 결과

물로 표현하고 평가받고 싶어 하는

가?

①시각적 (차트나 그래프 등)

②청각적 (대화나 토의 등)

③읽기와 쓰기(유인물이나 노트필기 등)

④운동감각적(시연이나 역할놀이 등)

⑤그 외 :

학습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기를 원하는가?

①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CS)

(명료하게 정리된 내용, 분명한 지시 등)

②구체적인 내용을 자신이 원하는 순서로(CR)

(구체적으로 제시된 문제를 탐색하고 실험 등)

③추상적인 내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AS)

(개념과 상징을 통한 학습, 분석과 평가 등)

④추상적인 내용을 자신이 원하는 순서로(AR)

(대화나 토의, 경험에 대한 숙고 등)

⑤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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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지각적인 형태 (VARK 학습 양식) 세부전략

시각형 다이어그램, 차트, 그래프, 흐름도, 디자인

청각형 강의, 대화, 토의/토론, 오디오 드라마 등

읽기/
쓰기형

독서, 워크시트, 피드백 써주기, 보고서, 에세이 작성

운동
감각형

사례들, 시연, 신체활동, 역할놀이, 제작 등

요 소 정보처리 형태 (Gregorc 학습 양식) 세부전략

구체-
순차적

강의, 시연, 다이어그램, 차트, 그래프, 흐름도 등

구체-
임의적

선택적 독서, 브레인스토밍, 맵핑, 조사, 실험, 실습 등

추상-
순차적

강의, 오디오, 긴 독서, 보고서 작성 등

추상-
임의적

토의/토론, 역할놀이, 인터뷰, 에세이 작성, 협동학습 등

□ 위에서 점검한 내용과 각 요소별로 활용 가능한 수업전략을 참고하면

서, 교수학습 자료가 갖추어야 할 모습(혹은 수정해야 할 세부기능)을

기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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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모형 및 전략과 테크놀로지․매체 결정

□ ‘1) 교육과정 확인 및 수업목표 상세화’ 단계에서 기술한 내용을 토

대로, 수업목표 달성에 가장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교수학습 모

형과 수업전략에 √ 표시하세요.

(그 외: / )

□ ‘교수학습 모형’의 어느 단계에 어떤 ‘수업 전략’을 어떻게 적용할

지 아이디어를 대략적으로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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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서, 수업전략에 적용할 테크놀로지․매체를 결

정하세요.

(테크놀로지․매체 : )

구성
요소

수업전략
테크놀로지․매체
(기술 수준별)

활동 사례

도덕적
민감성

제시/발표,
시연/시범

사진 자료, 카툰,
(교사가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동영상(UCC 등),
플래쉬 애니메이션

①상대방의 감정, 요구와 필요를 확인해볼 수 있
도록 그들의 말과 표정, 행동이 잘 드러난 상
황 제시

②(북한이나 아프리카 등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에) 누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고, 그들의 삶
이 어떠한지가 잘 드러난 사례 제시

③누가 어떤 일을 하였고 그 결과 타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사례 제시

④감정 조절, 관점채택, 관계맺기 방법 등을 시범

시뮬레이션
(역할놀이형),
협동학습,
게임

인쇄 워크시트
(스토리 보드용,
보드게임용),
각종 조작자료
(가면, 인형 등),
디지털(폰)카메라,
동영상 편집 툴

①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과 감정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제공

②동료 학습자들의 입장과 감정을 경청할 수 있
는 기회 제공

③동료 학습자들의 시연을 보고 자신의 편견과
행동 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발견학습,
문제해결,
토의/토론

인쇄 워크시트
(사례 탐색용,
해결과정 구조화),
포스트 잇(스티커),
디지털(폰)카메라,
(학생이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웹 게시판,

모바일 디바이스,
SNS

①배려나 도움 등이 필요한 문제 상황을 탐색하
여 이슈화할 수 있는 수단 제공

②문제해결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③동료 학습자들에게 문제해결 방법과 적용 결과
에 대하여 공개 시연할 수 있는 방법 제공

④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문제해결 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⑤자신의 문제해결 방법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도덕적
판 단

제시/발표,
시연/시범

사진 자료, 카툰,
프레젠테이션(교),
동영상(UCC 등),
플래쉬 애니메이션,
차트(표, 그래프 등),
(플래쉬를 활용한)
시뮬레이터

①학습자들의 경험과 가까운 도덕적 갈등 상황,
의사결정상황이 실감나게 표현되도록 제시

②추론과 의사결정에 활용될 사실적 근거들, 변화
의 추이 등을 잘 정리하여 제시

③개념분석, 추론, 의사결정방법, 도덕 원리의 적
용 방법 등을 시범

시뮬레이션
(데이터 수집/
결과도출형)

인쇄 워크시트
(결과도출 구조화),
엑셀 프로그램

①사실적 근거들을 정리하여 결과로 도출한 후,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제공

토의/토론 포스트 잇(스티커),
각종 조작자료

(육색모자, 마이크 등),
투표집계 시스템,
웹 게시판,
온라인 대화방

①도덕적 판단과 정당화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
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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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학습,
문제해결,
협동학습

인쇄 워크시트
(사례 탐색용,
추론과정 구조화),
포스트 잇(스티커),
디지털(폰)카메라,
프레젠테이션(학),
웹 게시판,

모바일 디바이스,
SNS

①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도덕적 갈등
상황이나 의사결정상황을 탐색하여 이슈화할
수 있는 수단 제공

②탐색한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근
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제공

③동료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판단과 근거를 공개
시연할 수 있는 방법 제공

④동료 학습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도덕적
동기화

제시/발표,
시연/시범

사진 자료, 카툰,
프레젠테이션(교),
동영상(UCC 등),
플래쉬 애니메이션

①도덕적인 삶을 산 인물,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인물, 책임 있는 공동체 구성원, 당위적 사례가
실감나면서도 감동적으로 표현되도록 제시

②공동체(지역사회)의 전통과 가치에 대한 소개
③시민단체와 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안내

발견학습 인쇄 워크시트
(사례 탐색용.
성찰일지용),

디지털(폰)카메라,
프레젠테이션(학),
웹 게시판,

모바일 디바이스,
SNS

①귀감으로 삼을만한 도덕적 인물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②자신이 따르고자하는 도덕적 가치를 동료 학습
자들에게 공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③공동체(지역사회)의 전통과 가치에 대하여 탐색
하고 공개 시연할 수 있는 방법 제공

④동료 학습자의 공언을 보고 자신의 가치관 등
을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문제해결,
협동학습

인쇄 워크시트
(해결과정 구조화,
성찰일지용)

포스트 잇(스티커),
디지털(폰)카메라,
프레젠테이션(학),
웹 게시판,
SNS

①자신이 공언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행계
획을 세우고, 실행과정과 결과를 성찰할 수 있
는 기회 제공

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제공

③동료 학습자가 공언한 가치나 그들이 실행한
도덕적 행동을 칭찬하고 사회적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기회 제공

도덕적
실행력

제시/발표,
시연/시범

사진 자료, 카툰,
프레젠테이션(교),
동영상(UCC 등),

플래쉬
애니메이션

①수사법과 문제해결기술 등을 직접 연습해 볼
수 있는 가상의 상황 제시

②용기, 인내, 자존감, 효능감 등을 길러줄 수 있
는 명언과 격려, 인물 사례 제시

③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행동과 수사법, 문제해결
기술 등을 시범

시뮬레이션
(역할놀이형),
협동학습,
게임

인쇄 워크시트
(스토리 보드용,
보드게임용),
각종 조작자료
(가면, 인형 등),
디지털(폰)카메라,
동영상 편집 툴

①수사법과 문제해결기술을 직접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②자신의 성공 경험이나 성공한 미래의 모습을
예상하여 동료 학습자들에게 공개 시연할 수
있는 방법 제공

②동료 학습자들의 시연을 보고 자신의 목표와
행동 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반복연습,
개인지도

인쇄 워크시트,
(성찰일지용)

포스트 잇(스티커),
웹 게시판,
SNS

①의미 있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관리
하며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⑤자기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교사가 조언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제공

③동료 학습자의 고민과 문제를 격려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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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모형 및 전략 재구성과 세부기능 설계

□ 아래의 표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자료가 적용될 수업의 전개과정을 재

구성하여 최적화시키세요.

▷기존의 교수학습 활동 방식 ▷변화될 교수학습 활동 방식

①

②

③

①

②

③

▷자료 적용에 따른 예상되는 결과

①

②

③

▷수업의 전개과정(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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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수행-내용 매트릭스에 교수학습 자료의 세부기능을 최대한 ‘상

세히 기술’한 후, 꼭 필요한 기능을 ‘선별’하세요.

성

찰

(예)
1)실천결과 자기평가
2)동료학습자 칭찬
->스마트폰 SNS 기능

탐

구

이

해

사례와 경험 사실과 개념 절차와 계획 문제와 실행

4-1) 교수학습 자료 플랫폼의 재사용

□ 설계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동일한 학습 유형의 수업에 재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의 그림을 활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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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교수학습 자료를 ‘컴퓨터 기반 소프트웨어(코스웨어)’로 설계하

고자 한다면, 아래에 시스템 흐름도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시스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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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코스웨어의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설계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설계전략을 참고하여 핵심적인 교수학습 활동 장면의 대략적

인 GUI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GUI 설계

<GUI 설계 전략>

학습자에게 친근한
캐릭터를 등장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캐릭터를 등장시켜 활동을 안내
(튜토리얼 제공)

학습자를 고려한
과제나 정보 제공

•흥미롭고 맥락이 고려된 상황을 설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과제 및 활동 정보 제공

교사 및 동료와 연결
및 피드백

•학습 결과물에 대한 공유와 확인이 편리하게 구성
•교사가 조언하고 동료 학습자가 평가하기 편리하게 구성

직관적인 아이콘 설계
및 배치의 일관성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직관적인 아이콘 제작
•‘처음으로’, ‘다음으로’, ‘저장하기’ 등의 일관된 위치 지정

키눌림 최소화하기 •적절한 스크롤 및 클릭 일원화

페이지 연속 제공시
현 위치정보 제공

•각 화면 하단에 현재 학습 루트(route) 에 맞는
그림(mark) 표시

학습자의 기억부담
최소화하기

•학습에 필요한 핵심 질문만 제공하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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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 최종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를 도덕 수업에 적용한 후 그 결과를 효

과성, 효율성, 매력성 측면에서 확인합니다. 평가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DIT’나 ‘MJT’, ‘학습 흥미도 검사’ 등)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래의 기준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성>

: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활용하거나 아래의 기준표를 활용하세요.

구성요소 / 하위기술 : /

수행수준

/ 내용형태
평가 기준

점 수

5 4 3 2 1

(예)
탐구/절차

(예)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고 있는가?

<효율성>

구성요소 / 하위기술 : /

수행수준

/ 내용형태
평가 기준

점 수

5 4 3 2 1

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능들

(예)
탐구/
절차

(예) 연출하는 배우의 동작을 촬영하
고 대사를 입력하는 기능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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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성>

: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활용하거나 아래의 기준표를 활용하세요.

일반적인

기능들

전체적으로 오류 없이 잘 작동하는가?

교수학습 자료를 처음 사용해도 이해
하기 쉽고 수업에 활용하기 편리한가?

화면과 버튼 배치가 처음 사용해도 이
해하기 쉽고 조작이 편리한가?

☺ ‘아니다’(3점 이하)라고 생각한 문항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성요소 / 하위기술 : /

요소 평가 기준
점 수

5 4 3 2 1

1. 집중

( )는 내가 도덕 수업의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2. 관련성

( )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문제에 대하여 반성하고, 그 문제

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3. 자신감

( )는 내가 도덕 수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4. 만족감

나는 ( )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고, 활동이 끝난 후에도 더 공부해보

고 싶습니다.

☺ ‘아니다’(3점 이하)라고 생각한 문항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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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정을 위한 환류

□ 이 단계에서는 아래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문제 요인을 확인하고 대안

을 검토합니다. 먼저 5) 평가 단계를 통하여 확인된 문제점을 기술한

후, 2) 학습자 분석, 3) 수업모형 및 전략과 테크놀로지․매체 결

정, 4) 수업모형 및 전략 재구성과 세부기능 설계 단계로 돌아가

전술한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합니다.

구성요소 / 하위기술 : /

확인된 문제점 원인 분석 및 대안

효과성

<평균값 이하 혹은 3점 이하의

문항을 중심으로>

<원인 분석>
1) 학습자 특성 측면 :

2) 수업모형/전략 및 테크놀로지/매체
결정 측면 :

3) 재구성 및 세부기능 설계 측면 :

<대안 마련>
1)

2)

3)

효율성

매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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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odel of

Learning-Instructional Material

Design in Moral Education

based on TPACK

Lee, In-Tae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began at an attempt to suggest an alternative for

questions as follows: ‘what is good moral education instruction?’ and

‘what should be considered and prepared for good moral education

instruction?’, which are the most fundamental but hard to answer. To

this end, this study firstly assumes the integrated viewpoint held in

moral education for an answer to the former question. Secondly, it

focuses on the way to utilize technology and media for exploring an

answer to the latter. To be more specific,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direction and procedure for following questions in terms of

educational technology: how should technology and media be

integrated in order to make the moral education instructio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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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more efficient, and more engaging, and furthermore how

should learning-instructional material in moral education be designed.

The definition of the learning-instructional material, which can be

slightly different in each subject, is all resources of human,

technology, and facility consisting of learner-centered learning

environment around moral education. They are designed to help a

learner behave as a moral person and preserve the moral behavior in

daily life, considering the nature, purpose, contents, methods, and

assessments of the moral education.

This definition implies that the design process of the learning-

instructional materials is the ‘instructional system’ design process for

moral education instruction in a narrow sense. Such a concept is

supported by the idea of TPACK(Technological,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which is attracting an attention in many studies

for teaching in conjunction with technology. TPACK is ‘teacher’s

professional competence to make flexible explorations for the

optimizing teaching with technology and media’. A lot of researchers

studying TPACK insist that technology and media can be much more

effective when they are utilized in consistency with the nature and

purpose, contents, and methods of each subject.

This study suggest the general design principles, which are base

on TPACK concept, moral psychology theory and educational

technology theory, for the optimizing learning-instructional material in

moral education as follows.

First, the learning-instructional material in moral education should

be designed -or implement- to stimulate components of morality

which are needed learner’s moral development. According to recent

moral psychology and our national moral education curriculum

associated with moral behavior, the development purp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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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instructional material in moral education can be determined

-or classified- by ‘moral sensibility’, ‘moral judgement’, ‘moral

motivation’, and ‘moral implement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e material should be correspond with ‘ethical skills’ or

‘moral competence’ related to moral sensibility, moral judgement,

moral motivation, and moral implementation. Furthermore, each skills

should be accurate in a series of processes: ‘immersion examples and

opportunities’, ‘attention facts and skills’, ‘practice procedure’, and

‘integrate knowledge and procedure’.

Second, the function of the learning-instructional material in moral

education should include an interaction between learning contents and

learners activity. In other words, material design should be considered

learning-instructional model and strategy around classroom. Besides,

the learning motivation and the learning style of learner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nature of subject-matter education is to clarify the

purpose and outcome of learning, the function of the material is to

clearly determine learning types and to optimize the types according

to performance and content, which are considered the nature of the

moral education. Also, the contents and the detailed functions should

be adjusted in order to reflect the learning motivation and the

learning style of learners.

Third, technology and media to support contents and methods could

be better utilized to design material at a high level of technical

intervention and multimedia as much as possible, but the efficiency in

design and development of material should be considered. Material

with a high level technology and multimedia is likely to improve

instruction’s engagement and effectiveness. However, development of

the material is labour-intensive, so that to develop the material with

high level technology each time is impossible and not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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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material should be in the appropriate level with teacher’s

own competence and resources.

Fourth, the learning-instructional material in moral education should

be designed in a series of process in order to consistently reflect

above three general principles. Design process involve ‘preparation

and planning step’, ‘function design and development step’, ‘evaluation

and modification step’, but to develop material rapidly, to implement it

repeatedly, and to find out improvement of it is more desirable rather

than spending too much time for perfect materials from the

beginning. In addition, The description of meta-data which is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operation methods for the final

material is helpful for the efficiency of their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sharing.

Base on above general principles, this study suggest ‘the model of

the learning instructional-material design in moral education’, and

explain its operating methods. The suggested model regards ethical

skills or moral competence for moral behavior as the purpose of the

material development. This is intended to find out the fundamental

reason of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 of the material from ethical

skills or moral competence to produce and maintain moral behavior.

For the strategy to achieve the purpose more effectively and more

efficiently in limited environment of classroom, the model provides a

process that specify and optimize material’s function by segmenting

ethical skills on the basis of performance and content type.

The overall shape of the model is basically a linear structure –

ADDIE structure-, so that it can link the purpose, goal, learning type,

technology and media of the material, showing explicitly tasks in

each process. Also, it has circulation structures in some parts, and

thus the design of the material can fix problems and can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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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mprove better ideas continually. Moreover, as the rapid prototype

of material can be re-used and re-evaluated in the similar learning

type, eventually it enables them perfect.

Finally, the design manual of learning-instructional material in

moral education is attached in an appendix for the model’s availability

and usability. In this manual, checking critical components in design

process allows teachers to deal with the purpose, goal, learning type,

utilization of technology and media in consistency with the nature of

moral education.

Along with each process of the design model, teachers can

coordinate ‘topic-specific representation’ for contents of moral

education, ‘subject-specific activities’ and ‘topic-specific activities’ for

methods of it utilizing technology and media. Moreover, as adjusting

the materials’ contents and functions based on learners’ level of

morality,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type, teachers can

encourage learners to participate in moral education instruction stably

and continuously.

In conclusion, the learning-instructional material in moral education,

which is designed by the model suggested in this study, will make

moral education instruction more effective, more efficient, and more

engaging. Furthermore, the designing experience of the materials will

help teachers have TPACK in moral education and design the better

moral education instruction or learning-instructional material.

keywords : learning-instructional material in moral education,

TPACK, the Four Component Model, Integrative

Ethical Education Model, micro instructional design,

Assure Model

Student Number : 2012-3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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