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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직업윤리교육의 내실화 방안 연구

:도덕과 교육을 심으로

장 유 정

날로 한계치를 경신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과 침체된 경제 상황은 사

회 각계로부터의 다양한 돌 구를 모색하게 하고 있다.직업윤리의 강화

는 이러한 방안 하나이다.그동안 직업윤리는 개인 차원에서 고용

의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주고,사회․국가 차원에서 생산의 효율성

을 증 시키며,새로운 기술개발을 진하여 국가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

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최근 들어서는 청렴,부패방지

등이 사회 화두로 떠오르며 그 요성이 가일층 부각되고 있다.이에

따라 직업윤리의 교육의 필요성 역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직업윤리교육을 요구하는 사회 체의 합의된 인식에 비해 이에 한 연

구는 거의 무한 실정이다.고용사정의 악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

쇄 문제 들이 하나 둘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윤리교육의 실시

는 시 한 국가․사회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과제에 한 한 방안으로 실제 효과와 교육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실시를 제

안하고자 한다.

직업윤리는 일반 으로 ‘특정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

는 행동 규범’으로 정의되고 있다.그러나 이는 직업윤리의 일방 이고

수동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어 주체의 자발성에 기반을 두는 교육에

서의 논의를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실천 직업윤리교육

의 방안을 마련하기 해 가장 먼 직업윤리의 정의를 구명하 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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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직업윤리(vocationalethics)는 ‘일에 한 정 가치 과 직

장 내 갈등 상황을 도덕 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그리고 일

에 한 정 가치 은 ‘직업생활에서 자신의 일 역할을 수행해내며,

이 과정을 비 으로 바라보고 도덕 ․기능 으로 이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자세 태도’로 정의된다.이는 행 자의 자발성과 실천성을

강조하며,교육의 극 인 개입 가능성을 열어 다.이와 같은 정의에

기반을 두는 직업윤리교육은 일에 한 정 가치 의 함양과 직장 내

문제의 도덕 해결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이와 같은 목표는 직업윤

리교육의 실천 지향성을 잘 드러내 다.본 연구는 직업윤리교육의 최종

목표인 수행의 가능성을 높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해 역량의

개념을 용하여 직업윤리교육의 내용을 구성하 다.참고로 역량은 수

행의 직 인 원인으로 성과를 보다 더 정확하게 견해주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이에 따라 구성된 직업윤리교육의 구체 내용은 ‘일과 직업

의 의미와 가치’,‘직장 내 문제에 한 도덕 인식’,‘직장 내 갈등 문제

에 한 윤리 사고와 단’,‘직장 내 갈등 문제 해결을 한 조정기술

과 수행능력’의 4가지이다.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이후 교육과정과 교과

서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내용을 분석하는 틀로 활용된다.

일과 직업은 우리 삶의 빼놓을 수 없는 역으로 모든 교육은 이와

연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제까지 학교교육에서 직업윤리교육이 실

시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윤리교육에

한 요구가 그치지 않고 제기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문제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윤리교육에 한 요구를 확하게 충족시키기 해서는 지

까지 직업윤리교육의 공과(功過)를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그에 기반을 둔

교육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이를 해 본 연구는 교육과정 변천과정

에 나타난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내용을 통시 으로 분석하여 이를 평

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해보았다.분석 결과,교육과정 개정 당시부

터 지 까지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은 자체의 정당화의 논리를 발

시켜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기보다는,사회 분 기의 향을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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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받으며 이의 요구들에 부응하는 처방 ․수단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해 왔다.물론 최근의 교육과정은 과거에 비해 직업윤리교육의 내용

에 있어서 진 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윤리교

육과 련되는 내용은 여 히 수동 ․성과 지향 성격이 강하고,개인

차원의 노력과 능력 개발에 을 두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더구

나 직업윤리교육의 방향과 주된 지침을 제공할 주 교과가 없는 상태에

서 선택과목이나 문교과 과목,혹은 창의 체험활동을 통해 산발 으

로 교육되고 있는 방식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우선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주체의 능동 의지를 강조할 것,둘째 결과 수행과 더불어 과정

사유를 시할 것,셋째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것이다.다음으로 방식에 있어서는,모든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보통교과의 일반과목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이는 한

마디로 교과교육을 통한 내실 있는 직업윤리교육의 실시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교과교육에서의 직업윤리교육 방안 마련을 해 이에 합

한 교과를 모색하고자 직업윤리교육과 한 련성을 보여주는 실과

(기술․가정),진로와 직업,도덕과를 선정하여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

다.분석 결과,실과는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 내용에서 직업의 의

미와 요성에 한 자각을 강조하고 있었다.하지만 학습자의 능동 ․

고차원 사유를 진하고 직업의 사회 차원에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진로와 직업의 경우에는 직업을

얻기 한 주체의 강한 성취 의욕과 실제 직업생활의 성공을 한 동기

를 자극하는 내용 등 주체의 능동성을 북돋아주고 있었다.그 지만 실

과와 마찬가지로 고차원 사유를 진하고 직업의 사회 차원을 일깨

우는 내용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여주었다.더군다나 진로와 직업의 경우

에는 입시와 무 한 과목의 성격 상 제 로 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어서 과목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의심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직업윤리교육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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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로 도덕과를 선정하고 그 타당성을 다양한 방향에서 논증해보았다.

먼 도덕과 교과서( ․ 학교 도덕,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

상)의 내용을 분석하 다.분석 결과,도덕과 교육은 직업윤리교육의 모

든 내용 역과 한 연 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 직업윤리교육의 개

선 방향과 부합되는 교육 내용을 갖추고 있었다.이뿐만 아니라 두 교육

은 연계를 통해 서로의 교육의 효과를 더욱 증 시키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구 방안을 제시하 다.우선 두 교육의 성격과 목표에 기반을 두고 교

육목표를 두 가지로 설정하 다.하나는 ‘순환 계성에 기반을 둔 일

의 의미 자각’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 갈등 해결 능력 강화’이다.이

자는 도덕과 교육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계 속성을 일의 역에

용한 것이다.구체 으로 동서양의 ‘덕’의 개념과 계성을 연결하여 사

회 존재로서 자신의 향력을 넓히고자 하는 인간의 특성을 부각시켜

일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 다.후자는 직업윤리교육의 실천 성격을 강

조한 것이다.세부 으로 윤리 인식,사고․ 단,조정기술의 함양을

통해 실제 수행능력의 강화를 도모하 다.그리고 2015개정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이의 두 가지 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요소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실제 교육에의 용 방법을 안내하 다.이와 함께 다양한 커뮤니 이션

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안내하고 이를 용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 다.

추가 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의 실제 효과를 밝힐 수 있는 경험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본 연구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기 한

다.
\

주요어:직업윤리,직업윤리교육,도덕과 교육

학 번:2013-3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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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

최근 들어 청년실업,괜찮은 일자리(decentjobs)의 부족,특정 직업들

에 한 과도한 선호와 기피, 학 진학 시 특정 학과로의 편 등의 문

제가 심화되면서 경제를 비롯한 사회 각 부분의 원활한 인력 수 에 문

제가 생기고 있다.이는 국민경제의 균형 발 을 가로막으며 국가 경

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이와 같은 상의 원인으로 세계

화, 출산 고령화,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사회 양극화 등 사회․경

제․문화 측면에서의 다양한 변화들이 언 되고 있다.하지만 보다 근

본 인 이유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직업의식 약화와 직

업윤리의 해이이다(장홍근 외,2007:1-2;박천수,2013).일반 으로 일

에 한 바람직한 태도를 의미하는 직업윤리는 개인의 직업생활 응에

도움을 주고,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발 에 기여하며,사회의 안정된

운 1)에 근간을 마련하게 하여 사회 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박순성 외,2004:8;박천수,2013).따라서 한 개인이 가

지는 직업윤리의식은 고용과 국가경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문제에

1)Durkheim(1998)은 국가 내에서 도덕 생활은 서로 연 되어 있기는 하지만 뚜렷이 구별되

는 여러 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 으로 분화되는 일종의 도덕 다형(多形)성을 가진

다고 설명한다.그는 국가와 개인이 어떤 간 존재 없이 직 으로 계하게 되면 국가

가 개인들을 마음 로 변화시키거나,규칙을 통해 개인들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다.이는 곧 민주주의의 왜곡을 의미한다.따라서 국가와 개인들 사이에는 이를 재하는

‘이차 골간’들이 필수 으로 요청된다.그는 이러한 이차 집단으로 지역집단과 직업집

단을 꼽고 있다.이 지역집단은 구성원인 주민이 유동 이며 외 이고 인 인 이라

는 에서 지속 이지 못하고 결속력이 약하다.이에 따라 구 인 집단,개인이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집단이며 강한 애착을 갖는 직업집단의 요성이 부각된다.그는 직업

집단이 정치 표의 기능을 하여,정치 아노미를 피하게 해 다고 보았다.이는 곧 직

업집단이 사회 구조의 기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Durkheim,권기돈 역,1998:

167-169).따라서 직업집단 내에서 직업윤리를 수하는 것은 궁극 으로 개인과 국가의

유기 인 결속력을 강화시켜주고,국가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주어,도덕 사회

재건의 기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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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본 해결책이 된다.사회․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직업윤리

에 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심

은 실효성 있는 직업윤리교육에 한 요구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일의

요성에 한 규범 태도의 약화,직업윤리의식의 쇠퇴,특히 다른 선

진국의 국민들에 비해 ‘퇴행 근면성’2)에 고착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직업윤리 수 을 향상시키기 해서 일의 가치,직업가치 ,직업의식 등

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기홍,2002:97;장홍근 외,2007:228-231;정윤경 외,2014:229-232).

사실 직업윤리를 교육하여 일에 한 정 태도를 가지게 하고,이

를 경제 성과를 연결시키려는 생각은 이미 오래 에도 있었다.

Weber(2006)는 특정한 종교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을 의무로 여기는

태도와 높은 작업능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 다.그리고 그 원인을

일을 자기 삶의 목 과 소명(vocation:직업)으로 인식하는 종교교육에서

찾았다.이를 바탕으로 그는 일에 한 태도로 나타나는 정신은 자연

으로 주어지거나 혹은 성과 과 같은 보상 체계의 조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고도 지속 인 교육의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하 다

(Weber,박성수 역,2006:45-46).그의 주장의 요지는 일에 한 정

인 태도가 경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그리고 이것이 일 되고 장

기 인,일을 주제로 하는 교육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오

랫동안 일에 한 지속 교육,일에 한 정 인 태도,경제 효율성

의 세 가지 요소는 상호 긴 한 인과 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이에 따라 오늘날까지 일에 한 교육은 경제 성장을 한 요한

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에 들어서 시간 으로나 의미에 있어서,우리 삶

의 커다란 역을 차지하는 직업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요구들이

2)내재 동기,즉 일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기보다 경제 보상을 하여

일하고,창의 이며 즐겁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것을 상 으로 후순 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태도는 산업화 시 의 규모의 직장에서 보편 이었던 노동행태를

연상시킨다는 에서 ‘퇴행 근면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장홍근 외,20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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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다.3)이와 같은 요구는 다음과 같이

공교육의 직업윤리교육에 한 극 책임을 일깨운다.

일은 사람들의 삶에서 매우 요한 부분이다.일은 물질 보상을 제

공해 뿐 아니라 시간과 선택,그리고 활동을 구성한다.일은 일하는

사람들의 기술,감성,지식과 태도,그리고 자아개념 등 모든 종류의 방

식을 변화시킨다.일은 인간에게 사회 자격을 수여한다.이와 같은

요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은 심각

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Dearden,1984:65)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우리의 학교교육이 직업윤리교육을 실시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다양한 교과목,그리고 학교활동 반에서

일의 의미와 요성,직업에 한 정 태도,근로정신의 함양 등은 지

속 으로 강조되어 왔고 교육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

로 직업윤리교육의 필요성에 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면,이에 한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지 까지의 직업윤리교육에 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 ․고의 학교 이나 학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천편

일률 교육 내용,학생들의 요구와의 온도차,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을

강조하는 일방 시각,수동 인 달로 정형화되는 직업윤리교육에

한 이미지는 교조주의마 의심하게 만든다.

본 연구는 직업윤리교육에 한 다양한 개인 ․사회 요구를 수용

하면서 실효성 있는 직업윤리교육이 가능한 방법으로 도덕과 교육을 통

한 직업윤리교육을 제안한다.

3)McMahon,Watson(2005)이 호주와 남아 리카의 남녀 학생들을 상으로 직업에 해서

알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에 해 조사하 다.그 결과,응답자의 과반수이상(55.66%)이

‘삶과 진로의 함축 의미,약 5분의 1(20.43%)이 ‘삶과 진로 리’라고 답했다.이에 비해

그동안 진로나 직업교육의 주된 주제 던 ‘개인의 흥미와 특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체

의 8.16%에 불과했으며 ‘일의 성격’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7.93%에 불과했다(McMahon,

Watson,2005:2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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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에 한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

다.기존에도 이러한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정홍기(1992)는 윤리교육에서 직업윤리교육이 요성을 주장하고 윤

리 교과서에 직업과 윤리를 독립된 단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다. 단원의 주된 내용은 직업의 특성과 직업의 윤리 문제,동․서양

한국 직업윤리의 특징과 직업 ,노동윤리,조직윤리,직업의 문성

과 윤리이다.이와 함께 인문계와 실업계로 윤리 교과서를 구분 편찬하

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그는 윤리 교과서의 Ⅲ.사회와 윤리 단원에서

직업,노동,근로,직업윤리와 련되는 내용을 분석하여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정혜(2000)는 도덕자본4)으로서 직업윤리의 요성을 밝힌다.그는

평생학습기 을 포함한 모든 교육훈련기 의 제도 통합을 통한 직업윤

리교육의 체계 실시의 다양한 방안을 주장한다.그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방안으로 도덕․윤리 교과에서 직업일반 이론을 교

육시킨 후 심화 단계로 직업윤리 교과를 개설하여 가르치는 방법을 제안

하고 있다.이 밖에도 직업윤리교육과 련해서 경제학 입장을 보강한

교육목표의 재구성,직업 일반 윤리와 직업별 윤리로 구분하고 기 ․심

화․재교육 단계로 재구조화하는 내용의 재구조화, 장감 있는 수업을

한 지도방법 다양화를 간략하게 제언하고 있다.

윤 진(2002)은 도덕과 교육에서 직업윤리교육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바람직한 직업윤리 함양을 한 교과서 구성 방안을 제안한다.구체 으

로는 도덕과 교과서에서 직업에 한 내용을 다룰 때 직업의 종류를 다

양화하고 편견을 지양하도록 서술하는 등 정 인 직업의식을 심어주기

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도덕과 교과서에서 직

업과 련된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에 을 두고,제7차 교육과정에 따

4)도덕자본은 한 사회의 발 을 해서는 자본축 ,기술진보,시장 확 등의 물 요인도

요하지만 그보다는 정직․인내․창의력․신뢰․ 동심과 같은 인간의 도덕 특성이 핵

심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하정혜,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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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등학교 3-6학년, 학교 1,2학년,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분석하

여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참고로 도덕과 교육에서 직업윤리교육

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진술된다.사회과,실과,기

술과 등이 직업과 련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직업 세계에 한

소개나 이해가 주가 되어 직업윤리교육에 합하지 않다.반면 도덕과의

경우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실,정직, 제, ,타인 배려,공동체 의식

등의 주요 가치 덕목이 직업윤리와 히 련되므로 다른 어떤 교과보

다 직업의식과 직업윤리의 형성에 향을 다는 것이다.

박경미(2005)는 학교교육을 통한 올바른 직업윤리교육의 방안을 제시

한다.구체 으로 직업윤리교육 내용으로 소명의식,책임의식,사명감,연

의식을 포함하고,직업윤리교육을 학교교육의 분명한 방침으로 정립시

키며,교육계와 사회단체,개인 국가 차원에서 다각 으로 력과 지

원을 하고,신뢰성을 갖춘 자료를 활용하고, 문 교육을 통한 실천 교

육을 하며,도덕․윤리교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이다.그는 제6차

와 제7차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실과, 학교의 도덕 1․2,고등학교 도

덕,진로와 직업의 내용체계를 분석하여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덕과 교육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내용을 다양화하

고 이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이들은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와 생활과 윤리 교과서를 분석하고 이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

하고 있다(강원일,1996;정 교,2013).

이들의 연구는 직업윤리교육의 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도덕과 교육에서 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그 안을 제시

해주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하지만 이들의 연구를 도덕과 교육

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직업윤리교육을 직업의 의미나 직업 을 가르치는 것으로 편

하게 이해하고 있다.이들은 직업의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데 주력할 뿐

정작 학생들이 이러한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한 연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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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실천 방안을 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직

업윤리교육의 방향에 해서는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 있지만,이 역시

실제 교수․학습방안으로까지는 발 시키고 있지 못하다.

둘째,도덕과 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의 계에 한 타당한 설명을 생

략한 채,도덕과 교육에서의 직업윤리교육 실시를 당연한 것으로 제하

고 있다.이와 같은 제는 직업윤리교육의 독자성에 한 추가 인 고

민과 연구의 과정을 생략하게 하고 있다.그 결과,교육 내용의 빈곤을

래하여 단조롭고 식상한 교육 내용만이 복되어 제안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근본 으로 직업윤리의 의미에 한 제한된 해석에

서 비롯된다.이들 연구에서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라는 개인 ․규범 차원으로만 이해되고 있다.이와 같은 이해는 실제

수업을 한 교육 내용 방법에 한 생산 논의를 제한한다. 한

이는 직업윤리교육에 한 이해와 추가 인 연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

다.가치교육으로서의 직업윤리교육의 특성에 한 빈약한 이해는 학습

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교수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달하는 것

에만 을 두게 하고 있다. 부분의 연구가 구체 교수·학습방안에

한 별다른 제안이 없이 직업의 의미를 밝히고 직업윤리교육의 방향성

만을 언 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나아

가 직업윤리에 한 편 한 이해는 이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이러한 의심은 연구의 주장에까지 이

어진다.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는 것은 타당

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도덕과 교육에서 직업윤리교육을 담당하

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이다.두 교육 사이의 계가 명확하게 증

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덕과 교육에서 일과 직업의 문제를 다룬다면 직

업윤리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직업윤리교육을

해 도덕과 교육의 시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시각을 반

하며 이 때문에 보편 인 지지를 얻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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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

리교육의 방안이 실효성과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연구를

계획한다.

가장 먼 교육 으로 풍부한 논의가 가능한 직업윤리의 정의를 제시

하고 직업윤리교육에 한 이해를 도모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도록 다음의 두 가지에

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하나,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은

지 까지의 직업윤리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게 해 다.둘,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은 다른 교과교육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내실

있는 직업윤리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와 같은 타당성을 바탕으로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

리교육의 실제 수업에서의 구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첫째,직업윤리와 직업윤리교육의 의미를 구명한다.

둘째,교육과정 변천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 내용을 분

석․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셋째,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이 다른 교과교육에서보다 더

합하다는 을 구명한다.

넷째,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목표,내용,교수․학습방

법을 구안한다.

2.연구 방법과 범

본 연구는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

는 것으로 목 으로 문헌연구의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연구목 의 달성

을 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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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직업윤리와 직업윤리교육의 의미를 구명하기 해 국내외 직업

윤리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주제에 한 단행본, 련 기 의 연

구보고서,학회지 논문 자료 등을 고찰한다.고찰 내용은 직업윤리의

정의와 특성,직업윤리교육의 개념과 내용이다.

다음으로 직업윤리교육 실태를 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직업윤리교

육의 방향을 논하기 해 교수요목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한다.

이후,교과교육에서의 직업윤리교육 련 내용을 악하기 해 교과서

의 내용을 심층 으로 분석한다.이 때 분석 상이 되는 교과서는 직업

윤리교육과 련성이 높다고 단되는 교과로 한정하여 연구의 효율을

높인다.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분석은 앞선 단계에서 구명해낸 직업윤리

교육의 내용 역을 활용한 분석틀을 사용한다.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합성과 타당성을 밝히도

록 한다.

마지막으로 도덕과 교육과정과 직업윤리교육,실천 교수․학습방법

에 한 국내외 연구보고서,학회지를 분석하고 도덕철학,교육학,사회

철학에 한 문헌을 분석하여 교육의 목표와 구체 교육 내용을 구안한

다.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실천 교수․학습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 달성을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직업윤리와 직업윤리교육의 의미를 구명한다.먼 다양

한 선행연구의 직업윤리 정의를 개 하여 분석한 후,본 연구의 정의를

분명하게 제시한다.다음으로 직업윤리의 특성을 명확하게 밝힌다.그리

고 이와 같은 직업윤리의 정의와 특성을 온 하게 반 하여 직업윤리교

육의 개념을 정립하도록 한다.정립된 개념은 직업윤리교육의 목표와 교

육 내용을 계획하는 기 이 된다.직업윤리교육의 궁극 목표는 수행이

다.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해 역량의 개

념을 용하여 직업윤리교육의 구체 내용요소를 밝히고,교수․학습방

법의 윤곽을 그린다.이는 이후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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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는 데에 극 으로 활용된다.이와 함께 직업윤리교육의 내용

요소를 범주화하여 이후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연구에 활용할 분석틀

을 마련하도록 한다.

Ⅲ장에서는 교육과정 변천 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한다.이를 해 Ⅱ장의 직업윤리교육의 내용 역을 활용

한 분석틀을 사용한다.분석 결과는 향후 교과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

의 목표를 계획하는 데에 극 으로 반 한다.이와 함께 직업윤리교육

과 련된 교육 내용이 자주 언 되는 교과나 과목을 선정하여 이후 연

구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Ⅳ장에서는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논증해본다.이를 해 Ⅲ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 로 직업윤리교육과

의 련성이 높은 교과나 과목의 교과서를 분석할 것이다.분석틀은 Ⅲ

장과 동일하게 Ⅱ장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의 내용 역을 활용한 틀을 사용

한다.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다.먼 교과서를 분석하기에 앞서 교과의

성격과 목표를 살펴본다.이는 각 교과의 특성을 악하고 이것이 직업

윤리교육과 련된 교육 내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연계교육

으로 얻을 수 있는 시 지 효과,혹은 잠재 한계를 가늠해보기 해서

이다.다음으로 선정된 교과의 내용체계를 분석하여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부분을 선정하고 교과서에서 이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여 진술 방

식과 내용 상 특징을 분석한다.마지막으로,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교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합성과 가능성을 타진한다.본 연구는 가

장 합한 교과로 도덕과를 선정하고 교과서 분석과 련 연구 결과를

근거로 그 이유를 타당하게 증명할 것이다.

Ⅴ장에서는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구 방안을 제시한

다.우선 가장 먼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목표를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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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용 방법

직업윤리와 

직업윤리교육의 의미

구명

직업윤리의 정의와 

특성 고찰
⇒

직업윤리교육의 개념 

및 

분석틀 마련 

관련문헌 

및 자료 분석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 관련 내용 

분석  

⇒
직업윤리교육 

개선방향 모색
교육과정 분석

 

교과서 내용 분석

실과, 진로와 직업 교과서의 

직업윤리교육관련  

내용 분석 

⇒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타당성 논증

교과서 및 교육과정 

분석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

방안 마련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목표 정립

⇒
실천적 교수․학습방법 

제안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관련문헌 및 자료분석

게 설정한다.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한 목표별 세부 인 교육 내용을

밝힌다.다음으로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도덕과 교

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목표와 련되는 내용요소를 선정하여 제시하

고 실제 수업을 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안내한다.이후에는 교육의 목

표와 내용에 합한 교수․학습방법을 안내하고 이를 용한 실제 수업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차 순으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

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연구 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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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직업윤리와 직업윤리교육의 의미

직업윤리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해서는 우선 직업윤리교육

의 의미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그리고 이를 해서는 직업

윤리의 정의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먼

직업윤리의 의미를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윤리교육의 의미를

밝힐 것이다.구체 으로 1 에서는 직업윤리의 정의와 특성을 밝힌다.

그리고 2 에서는 1 의 분석 내용을 토 로 하여 직업윤리교육의 개념

을 정립한다.이와 함께 직업윤리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합한

내용요소를 밝힐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

인 특성을 의미하는 역량 개념을 용하여 직업윤리교육의 최종 목

표 달성을 한 하 목표 간의 계를 밝히고 이에 합한 내용요소를

구성하여 이를 체계화할 것이다.이와 함께 직업윤리교육의 내용요소를

범주화하여 이후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1.직업윤리의 개념

1)직업윤리의 정의

직업윤리(職業倫理)의 사 정의는 ‘특정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사 정의만으로는

직업윤리의 구체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교육 논의

를 개하기가 쉽지 않다.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는 직업윤리의 정의를 고찰하여 직업윤리에 한 실천 논의를 가

능하게 하는 정의를 구명해보고자 한다.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직업윤리

는 구분이 힘들 정도로 유사하게 제시되고 있다.그러나 연구의 체 내

용을 살펴보면 직업윤리에 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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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이들 정의는 일견 유사한 듯 보이지만,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이들 사이의 차이를 면 하게 살피고 분명하게 구분해내는

일이 매우 요해진다.본 연구에서는 구분의 편의를 해 일정한 분류

의 기 을 정하고 이들 정의를 분류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장 우선 인 분류의 기 은 국내와 국외 연구의 구분이다.

다음으로 국내 연구는 단행본,연구보고서,학술지 논문으로 나

고 이를 연도순으로 정리하 다.이의 구분은 연구물별 직업윤리의 정의

에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용이한 분석을 해서일뿐이다.

분석 상 문헌은 ‘직업윤리’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되는 단행본과 연

구보고서,논문이다.이들에 제시되어 있는 직업윤리의 정의 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되도록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자 하 다.아울러 1980년

부터 최근까지의 문헌을 되도록 고르게 선정하여 연 별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 다.연구보고서는 직업과 직업의식 직업교육 분야의

연구기 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출간된 것

으로 한정하여 연도순으로 제시하 다.

국외 연구는 검색 사이트를 사용하여 직업윤리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여러 표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는 연구물에서의 표 을 선

택하여 제시하 다.선택된 표 은 ‘workethic(s)’,‘vocationalethic(s)’,

‘occupationalworkethic’5)이다.국외 문헌 역시 연도순으로 제시하 다.

먼 국내 연구에서 제시되는 직업윤리의 정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직업윤리의 외국어 표 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표기하 다.

5)‘occupationalwork ethic’의 경우,이와 비슷한 ‘occupationalethics’가 있다.하지만

‘occupationalethics’의 경우,이에 한 분명한 정의를 찾기가 힘들었다. 부분의 경우

‘thecodeofoccupationalethics’나 ‘occupationalethicsregulation’등과 같이 직업을 한

행동 지침이나 강령을 나타내는 표 과 함께 쓰이고 있었다.이에 본 연구는 연구 목

과 부합하는 ‘occupationalworkethic’을 선택하고 그 정의를 제시하도록 한다.참고로

‘occupationalworkethic’은 Tennessee 학의 Dr.GregoryC.Petty가 1993년 처음으로

개발한 직업윤리 측정도구인 직업근로윤리목록(OccupationalWork Ethic Inventory:

OWEI)에서 유래한다.이 도구는 타당성과 실행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어 개발 이후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연구․활용되고 있다(Kim,2007:31-32). 재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있으며,Kim(2007)에 의해 한국 버 (KOWEI)으로 번안되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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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업윤리의 정의 핵심요소

단행본

§ 일에 한 습 ,가치 ,태도를 지칭하는 능력 (이무근,

1993:204).

§ 모든 사람들이 그 직업 활동에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사회 으로 기 되고 있는 마음가짐 (노상윤,1995:29)

§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신 안정과 물질 이익을

주려는 윤리의식을 지니고 일터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도 검소하고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직업윤리 교재

간행 원회,1998:머리말)

§ 자기의 능력에 따라 특수한 직능을 분담하고,이를 충분하

게 발휘하고,훌륭하게 수행하는 것 (직업윤리 교재간행

원회,1998:252)

§ 직업생활에서의 윤리,사회에서 직업인에게 요구하는 직업

양심,사회 규범과 련된 것(이상철,김 군,2001:11,

professionalethics)

§ 자기의 능력에 따라 합한 직무를 분담하고 이것을 사명감

을 가지고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행 규범과 마음가짐

(김충기,2004:92)

§ 직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직업에 한 올바른 자세

와 마음가짐 (장 오 외,2005:25)

§ 직업인이라면 구나 따르고 지켜야 할 규범 (백충용,2007:

179-192)

§ 직업 선택의 기 뿐만 아니라 직장인이 지녀야할 바람직한

가치규범 (최훈 외,2013:77)

§ 일에 한

습 ,가치 ,

태도

§ 일터에서의

덕성

§ 직능의

분담과 수행

§ 직업인으로서

의 윤리·규범

수

§ 직업 양심

§ 직무의 수행을

한 행 규범

과마음가짐

§ 직장인으로서

의 바람직한

가치규범

<표 1>국내 연구의 직업윤리 정의



- 14 -

구분 직업윤리의 정의 핵심요소

연구

보고서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 사회 안에서 인간이 삶의 유지를 해 지속 인 행 과정에

서 지켜야 할 상호 계의 도리나 사회 으로 기 되는

내․외 인 행 규 (김기홍 외,1999:15,workethics)

§ 생활에 필요한 경제력을 얻기 해 인간이 행하는 직업 활

동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행 규범(박순성 외,2004:137)

§ 직업생활에 한 윤리 거 혹은 도덕 거(장홍

근 외,2007:159,occupationalethics).

§ 료를 받고 생활을 유지하기 하여 자기의 성과 능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지속 인 사회활동 속에서 마땅

히 행하여야 할 도덕 의리(이 외,2008:15,vocational

ethics).

§ 일을 추진하면서 사회 윤리기 을 수하고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과 도리 (주인 외,2010:154)

§ 직업과 일에 한 태도뿐만 아니라, 련행 상호 계에 용될

수있는바람직한규범 기 (정윤경외,2014:33,workethics)

§ 사회의

내․외

행 규

§ 직업

활동에서의

행 규범

§ 직업생활의

윤리·도덕

거

§ 일을통해

행해야할도덕

의리

§ 일·직업

련행 에서의

바람직한규범

기

학술지

논문

§ 직업사회에서 공인된 행동 규 과 수해야 될 사회 규범

(심재갑,1987:100,occupationalethics)

§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모두가 지켜야 하는 개인 ․사회

행 규범 (김기홍,2002:98,berufsethischen)

§ 일에 직면하여 사회 규 과 노동에 한 가치가 개인

는 사회 실성 체계에 연 을 제공하는 구조 (김병숙

외,2007:58,workethic)

§ 좁은 의미로 일과 련된 도덕성을 뜻하고,넓은 의미로 직

업이나 노동,일,여가 등에 한 다양한 가치 이나 태도

등을 뜻함 (안 ,이용경,2008:110,workethic)

§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면서,맡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어떻

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한 답 (정귀 ,2011:454)

§ 직업인에게 평균 으로 요구되는 정신 자세나 행

규범(정훈,강진형,2013:11,professionalethic)

§ 직업사회의

행동규 과

사회규범

§ 일에 한

규 과 가치

§ 일과 련된

도덕성,가치 ,

태도

§ 일을 수행하는

올바른 태도나

정신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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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에서 제시되는 직업윤리의 정의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일과 직업에서 기 되는 정 자세,규칙의 수,의무의 이

행 등 규범 이고 수동 인 의미가 부각된다.이는 직업윤리를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제 조항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시각을 보여 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하에서 개인의 주체 의지는 작동하기 힘들며 일방

수와 순종만이 강조될 수 있다.이와 같은 측면에서만 직업윤리를

논의하게 될 경우,자신의 일 역할을 창조 으로 구 해 내기 한 주체

의 자발 의지와 노력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이는 주체의 능동성에

기반을 두는 교육의 개입 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이기도 하다.일부 연구

에서는 직업윤리를 사명감이나 의리 등 개인 덕성으로 표 한다(김충

기,2004;이 외,2008).그러나 이 역시 따지고 보면 직업윤리의 수

동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과 같다.직업윤리를 개인의 덕성으로 이해하

는 것은 추가 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우선 의를 해

개인 일방의 희생을 요구하고 이를 미화시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다.다음으로 자신의 업무에서의 기능의 개발보다 직업생활에서의

인간 계 측면을 부각시켜 오늘날 사회의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이다.이와 같이 주체의 능동성을 제약하고 순종을 강요하는 의미가 강

조되는 지침에 윤리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힘들다.

둘째,직업윤리와 일반 인 윤리의 구분이 모호하다.연구에 따라서는

직업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반에서의 규범 모두가 직업윤리로

정의되고 있었다(김기홍 외,1999).이는 직업윤리가 용되는 공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일반윤리와 다를 바 없다거나,혹은 본래부터 직업윤리

와 일반윤리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견해에 기반을 둔다.이 두 시각의

차이는 작업장이라는 공간을 삶에서 구분되는 역으로 인정하느냐 그

지 않느냐의 여부이다.만일 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직업윤리를 주제

로 한 생산 논의를 만들어내기 힘들고,후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직업

윤리에 한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린다.

셋째,직업윤리의 외연이 상당히 넓다.직업윤리는 행 규범6),가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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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7),덕성8),직무의 수행9)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연구에 따라서

는 직업윤리가 행 규범과 마음가짐의 둘 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되

고 있다(김충기,2004:92).그 지만 엄 하게 말해서 이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구분되어 인식되어야 한다.만일 이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직업윤리를 주제로 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의심받게 되

며,연구 성과의 활용에도 제약이 따를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국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직업윤리는 주로 일방

의 시각만이 반 되어 주체의 자발 의지를 소외시키고 있었고,직업윤

리의 명확한 특성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있었으며,서로 차원이 다른 의

미를 망라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었다.직업윤리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특징은 교육 측면에서 직업윤리가 생산 으로 논의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한한다.

한편,국내 연구에서 직업윤리를 외국어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work ethic(s)’,‘vocationalethics’,‘occupationalethics’,‘professional

ethic’등의 표 이 사용되었다.‘workethic(s)’는 주로 일이나 인간의 삶

의 유지를 한 지속 인 행 과정에서의 규범으로 정의되는 경우에,

‘vocationalethics’,‘occupationalethics’,‘professionalethic’은 직업,직

업사회,직업인 등 일이 아닌 한정된 직업생활에서의 자세나 규범으로

정의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이에 한 자세한 의미 차이는 다음의 국

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국외 연구에서 제시되는 직업윤리의 정의는 다음의 <표 2>

와 같이 정리된다.

6)심재갑(1987),김기홍 외(1999),이상철,김 군(2001),김기홍(2002),김충기(2004),박순성

외(2004),백충용(2007),장홍근 외(2007),정훈,강진형(2013),최훈 외(2013),정윤경 외

(2014)등.

7)이무근(1993),노상윤(1995),김충기(2004),안 ,이용경(2008)등.

8)직업윤리 교재간행 원회(1998),이 외(2008)등.

9)직업윤리 교재간행 원회(1998),장 오 외(200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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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업윤리의 정의 핵심요소

work

ethic(s)

§ 일 심성,훌륭한 기량,기량에 한 직 ,일을 통한

만족,규율을 지킴(시간엄수,의리,성실,근면)의 특징을

가지는 것(Barbash,1983:233)

§ 일과 열심히 일하는(goodwork)것에 해 가지는 정

인 도덕 가치와 이에 수반되는 문화 규

(Yankelovich,Immerwahr,1984:64)

§ 작업 환경 내에서 자신의 직무(job)에 한 권리와 책임

을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이를 행사하는 방식에서

작용하는 신념,가치,원칙들 (Miller,Coady,1986:5)

§ 일에 한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지지하는 문화 규 ,

일이 가지는 내재 가치에 한 신념 (Hill,1997:3).

§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며 이를 지지하는 문화

규범,근로자들에게 기 되는 바람직한 작업 태도,가치 ,

습 들 (Brauchle,Azam,2004:37)

§ 일 자체와 이를 잘 해내는 것이 요하다고 믿는 것

(Palmer,2004:1)

§ 일에 한 정

자세

§ 일에 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문화 규

§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작업태도,가치 ,

습

vocational

ethic(s)

§ 경 자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그리고 근로자 상호

간 요구하는 것 (Miller,Coady1984:67)

§ 직업생활에서 윤리 행 문제들에 을 둔 탐구 역

(Miller,Coady,1986:5)

§ 고차원 사고(thehigher-orderthinking)와 상기술

들(negotiatingskills)(Naylor,1988:2)

§ 일 역할(workroles)의 수행과 련된 도덕 비 과 갈

등 리에 한 것 (Brinkmann,Henriksen,2008.:623)

§ 근로자에게요구되는것

§ 직업생활에서의

윤리 행

문제를 탐구

§ 고차원 사고·

상기술

§ 일 역할과 련된 도

덕 비 과갈등 리

occupational

workethic

§ 근로자들의 개인 가치와 도덕에 기반을 둔 작업 행동

(Petty,1995;Petty,Hill,2005:6)

§ 문화,가족,종교 배경,윤리 신념과 가치가 결합하여 작

업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정 행 (Petty,Hill,2005:6)

§가치,도덕,

문화에 기반을 둔

작업 행동

<표 2>국외 연구의 직업윤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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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에서 직업윤리는 용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10)

첫째,‘workethics’는 근로자로서 개인의 신념,태도,가치 ,그리고

일에 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문화 규범의 의미로 정의된다.이

는 개인의 가치 과 신념의 측면을 강조하고 규범 이고 수동 인 면이

부각된다.

둘째,‘vocationalethics’는 고차원 사고 상 기술,비 사고,

도덕 갈등 리 능력의 의미로 정의된다.이는 사고와 타 과 같은 주

체의 극 이고 능동 인 활동과 능력을 강조한다.

셋째,‘occupationalworkethic’는 가치와 도덕,문화에 기반을 둔 작

업 행동의 의미로 정의된다.이는 외부 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을

두고 이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work’,‘vocation’,‘occupation’의 의미 차이에서 비

롯되는 것으로 보인다.‘work’는 ‘일’의 의미로 생산(production),작업

(effort),노동(labor),고용(employment)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상 개념

이다(Kazanas,1973:3-6).‘vocation’은 직업을 의미하는 독일어 ‘beruf’

로 부터 유래하는데 이는 ‘하느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행하는 일’,즉

‘천직’을 의미하여 도덕 의미를 강하게 함축한다.‘occupation’은 주로

국에서 사용하는 말로 ‘보수를 받기 해 정해놓고 종사하는 일’,‘계

속 으로 수행하는 경제 사회활동의 종류’,‘유사한 직무들(jobs)의 집

합’,‘수행을 해 특별하게 요구되는 훈련이나 기술을 가지는 직업’의 의

미를 가진다(최훈 외,2013:22;통계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256

10)직업윤리의 의미를 가지는 표 은 이 외에도 ’vocationalvirtueethic’와 ‘vocationalmoral

values’,‘vocationalworkethics’등이 있었다.먼 ‘vocationalvirtueethic’는 직업 활동을

통해 이익과 성과를 기 하기 보다는 직업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공동체 가치를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McPherson,2013:289).그리고 ‘vocationalmoral

values’는 직장 문화 안에 내재된 문화 책무(culturalobligation)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공동선을 산출하는 데에 심을 두는 것(James,2010:396),혹은 직업생활에서 유용한

한 행동을 산출하는 도덕 노하우(James,2012:134)로 정의된다.‘vocationalwork

ethics’는 직업생활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가치(Wells,1998:48)로 정의된다.이들 단
어는 개별 연구에 한정 사용되거나 한 연구자의 연구에서만 제한 으로 사용되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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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인용).이에 따라 ‘workethics’는 일반 으로 일 체에서 요구

되는 자세나 태도를,‘vocationalethics’는 천직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직

업에 헌신하는 사명감과 사하는 태도를,‘occupationalethics’는 성실한

업무 수행을 한 기술 노력과 훈련을 강조하는 표 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이는 외국어 표 과 병행 표기된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난다.

이와 같은 표 ‘occupationalethics’는 작업 행동에 을 둔 표

으로 비교 쉽게 구분된다.하지만 ‘workethics’와 ‘vocationalethics’

의 의미를 구분하여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이에 해 김기홍 외(1999:

16-17)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근로윤리(workethics)는 일을 존 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려는 의

무와 도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직업윤리(vocationalethics)는 사회에

서 직업인에게 요구하는 직업 양심이나 사회 규범의 하나로 윤리

이해와 심을 직업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이처럼 직업과 련한 인간의 사회 역할수행의 과정에서 지켜

야 할 내․외 행 규범이라 볼 수 있는 직업윤리는 직업과 직능에

따라 엄연히 특수성과 상이성이 존재한다.더불어 직업인 각자가 가지

고 있는 보편 ․잠재 직업의식이나 직업 11)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

윤리에 한 인식과 수용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화할 수 있

는 것도 아니다.12)

11)직업 은 “직업세계의 체 이해를 주체 ,주 으로 자각하여 자기 자신이 직업의

성을 실천 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가치 ”을 의미한다.따라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특유의 의식,태도,도덕 ,가치 등에 따라 직업 이 달라진다.이에 반해 직업의식은

“직업 상에 한 실 체험과 일체의 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이 깨어 있을 때 직

업을 통해 경험하는 주 이며 직 인 감각,지각,감정,표상,정서 등 감각기 에 기

하는 의식”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직업의식은 인간이 직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일정

한 구조와 법칙에 따라 합목 으로 변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배 기,김기홍 외,1999:

16에서 재인용).

12)본 연구는 김기홍 외(1999)을 참고하여 ‘workethics’를 근로윤리로 ‘vocationalethics;를

직업윤리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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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r,Coady(1986:5)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직업윤리(vocationalethics)는 작업장에서의 윤리 행 문제들에

을 둔 탐구의 역이다.근로윤리(workethics)는 개인이 어떤 주

어진 시간에 그들의 작업 환경 안에서 직무 상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

고 행사하는 방식을 안내하는 신념,가치,원리들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르면 근로윤리는 일을 당 인 도리로서 자신의

일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생산 인 방식으로 일 역할을 행사하도록 하는

지속 인 신념,가치,원리를 의미한다.그리고 직업윤리는 구체 이고

특수한 상황이나 문제에 한 탐구 활동을 의미한다.

근로윤리와 직업윤리의 병렬 설명은 추가 으로 이 둘 사이의 계

에 한 궁 증을 낳는다.이에 해 Miller,Coady(1986: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근로윤리를 가능하게 하는 발달은 기억되거나 습득된 정보의 항목들

의 묶음이 아니라 개인이 응하거나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해 변화하

도록 힘을 주는 태도,가치,그리고 신념의 통합된 상호작용 체계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윤리는 외부의 학습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생활에서 여러 상황과 문제들에 해 심을 가지고 이를 극 으

로 문제화하는 능동 과정을 통한 발달의 산물이 된다.이와 같은 설명

을 통해 구성해낸 근로윤리와 직업윤리는 목표와 수단,결과와 원인의

계로 이해할 수 있다.즉,직업윤리는 직업생활의 다양한 상황과 문제

에 극 으로 주목하고 이를 문제화하는,이른바 ‘능동 문제화’의 과

정이고,근로윤리는 이를 통해 비로소 획득되는 최종 인 상태이다.

그 다면 교육활동의 개입 가능성은 근로윤리가 아닌 직업윤리의

역으로 한정된다.왜냐하면 근로윤리는 직업윤리의 능동 문제화를 통

해 개별 으로 구성되는 온 하게 개인 인 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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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윤리가 아닌 직업윤리의 교육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에서 나타나는 직업윤리의 정의를 종합하

여 직업윤리(vocationalethics)를 ‘일에 한 정 가치 과 직장 내

갈등 상황을 도덕 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그리고 일에 한

정 가치 을 ‘직업생활에서 자신의 일 역할을 수행해내며,이 과정을

비 으로 바라보고 도덕 ․기능 으로 이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자세 태도’로 정의한다.13)이는 주체의 자발 실천성을 강조하고 동

시에 교육의 극 인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다.

2)직업윤리의 특성

직업윤리는 자신의 일에 해 정 태도를 가지고 이를 책임 있게

완수해내는 것을 의미한다.사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려는 태

13)‘vocation(calling)’을 사용하는 직업윤리는 소명으로써의 일에 한 사명감과 책임감,공

동체의 선에 기여하는 노력의 의미를 내포한다.부가 으로 직업윤리,‘vocationalethics’

의 의미는 ‘일 도덕’혹은 ‘근로도덕’으로 표 할 수 있는 ‘workmoral’과 다음과 같은 차

이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한다.우선 ‘workmoral’은 고용자나 고객 혹은 일을 의뢰한 의

뢰인과 같이 직 이해 계 당사자와의 계에서 규율이나 의리와 계한다. 를 들어

지각이 잦거나 작업 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심하게 아 지 않아도 아 서 결근을 하겠다

고 연락을 빈번하게 하는 행 는 ‘workmoral’의 역에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work

moral’의 문제는 이들이 경제 보수를 받고도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자나 이들에게 일을 의뢰한 의뢰인에게 경제 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 와 연결된다.

이에 반해 ‘vocationalethics’는 좋은 목사나 좋은 요리사와 같이 어떤 역할을 가장 잘 달

성하여 그 역할의 이상 (ideals)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마치 Plato의 『국

가』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각 계 이 각자 역할의 덕(aret,기능)을 극 화시키려고 노력

하는 것처럼 ‘vocationalethics’는 각자의 일과 련된 문화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추기

한 단련의 노력을 강조한다.만일 어떤 직업인이 일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

수 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솜씨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vocationalethics’

의 역과 련된다.정리하면 ‘workmoral’은 일을 둘러싼 이해 계 당사자들 간 계에

서의 규범과 이의 수에 방 을 두며,‘vocationalethics’는 개인이 그 역할과 어떻게

계하는지에 방 을 둔다.하지만 ‘vocationalethics’와 ‘workmoral’의 두 개념은 많은 부

분에서 그 의미가 겹치고 상호의존 이다.그리고 두 개념 모두 개인의 도덕 성숙과

련되어 있다(Brinkmann,Henriksen,2008.:624).이와 같은 구분에 따르면 ‘일 도덕’,혹은

‘역할도덕’을 강조할 경우는 근로자의 수행을 이해 계 당사자 간의 인간 계 차원에 머무

르게 할 수 있다.따라서 자발 이고 지속 으로 자신의 일 수행과정을 비 으로 검토

하는 자기 반성 ․자기 성찰 능력을 갖춘 근로자의 모습,더 큰 공동체의 선을 해

고민하는 근로자의 모습을 기 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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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직업윤리만이 아닌 일반 인 모든 윤리가 가지는 특성이다.따라서

직업윤리에 을 두고 생산 인 논의를 진행하기 해서는 직업윤리만

의 성격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먼 직업윤리가 여타의 윤리와 구분

되는 가장 큰 차이 은 바로 ‘직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명확하게 규

정된 일 역할인 ‘업무’를 심으로 논의된다는 이다.그런데 직장은 이

윤의 최 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체계 으로 조직화된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진다.개인들에게 부여된 업무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체계화된 것이다.이윤의 추구,체계화된 조직은 직업윤리의 특성을 결정

하는 핵심 요인이다.이에 따라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해 자신의 업무

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돕는 것은 정 인 직업윤리의 요소로,그 지

못한 것은 부정 인 직업윤리의 요소로 평가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57-58).결국 직업윤리는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에서 명확하

게 규정된 ‘업무’의 이행과,이를 달성하는 데 정 으로 작용하는 태도

자세와 사고와 단 능력이라는 특성에 의해 논의될 수 있다.그리고

직업윤리의 올바른 이해를 해서는 직장이라는 조직의 특성에 한 이

해가 제되어야 한다.이를 종합하여 직업윤리의 특성을 구체 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직업 의무를 우선시하는 태도

일반 으로 직업윤리는 업무 혹은 일 역할의 달성,즉 ‘역할도덕’으로

이해된다.일 역할은 ‘근로자로서 개인이 직업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요

구되는 권리와 의무,규 과 기 의 집합’을 의미한다(Brinkmann,

Henriksen.2008.:624).역할도덕을 심으로 직업윤리를 이해할 경우,

직업윤리는 자신의 일 역할과 이와 련되는 규칙을 정확하게 인지․수

행․ 수하는 것과 련된다.많은 연구들은 직업이나 직장에 계없이

근로자들이 자신의 일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고자 하고,이러한 수행과정

에서 요구되거나 정 으로 작용하는 자세와 태도를 일 으로 규정하

여 직업윤리로 제시하고 있다(Kazanas,1978;Miller,Coady,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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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kard,1987;DepartmentofLabor,1991;Barbash,1983;Flynn,1994;

Davis,Miller,1996;Boatwright,Slate,2002;Miller etal.,2002;

Tydings,2003; Predmore,2005;임언 외,2010;정윤경 외,2014).이

몇 가지를 시하면 다른 사람과 력하기, 정 인 자세를 가지기,지

시사항을 잘 따르기,정직하고 신뢰감을 주는 행동하기,자기 직무에서의

책임을 수용하고 성실하고 열정 으로 일하기,주어진 직무를 훌륭하게

수용하고 이에 해 자부심을 가지기,직무와 련된 기 지키기 등이

있다.이는 일반의 상식과 일치한다.

하지만 Petty(1995:45)는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한 직업윤리를 가지

고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가정은 모든 직업이 같은 방식으로 가르쳐져야

한다는 말처럼 순진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모든 직업과 직장에서 동일

한 태도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은 아님을 지 한다.많은 연구들이 직종

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직장 내 지 와 역할에 따라서도 요구되는 직업윤

리가 다름을 밝히며 앞선 주장을 지지한다(Buchholz,1978;Petty,2005;

김병숙 외,2007;최 ,2008; 한의사 회,2006;日本医師会,2008;

정귀 ,2011;김 환 외,2011;정훈,강진형,2013).14)이뿐만 아니라 직

14)이들 연구 표 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Buchholz(1978)는 문헌 분석

을 통해 일에 한 신념체계를 ① 인본주의 (일을 인간의 자기표 수단으로 보는 것)

② 막스주의 (노동자 계 의 참여를 강조)③ 조직 지향 (조직에 한 기여를 시)④

여가지향 ⑤ 근로윤리의(독립심과 근면을 강조)5가지로 분류하고 리자와 일반 근로

자 사이의 차이에 해 조사하 다.조사 결과 리자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막스주의

신념과 조직 지향 신념,여가지향 신념에서 낮은 수를 나타냈다. 리자들은 근

로자들이 정 근로윤리를 가지기를 원하지만 정작 본인들 스스로에 해서는 그 지

않았다.Petty(2005)는 리자와 그들이 리하는 근로자들의 직업윤리 요소를 측정하고

두 그룹 사이의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리자들은 일반 직원들에 비

해 진취성에서는 높은 수를 보여주었지만 규칙을 지키거나 정직함,시간을 수하는 것

과 같은 신뢰성에서는 낮은 수를 보여주었다.김병숙 외(2007)는 우리나라의 44개 직업,

구체 으로 입법 공무원 리자 4개 직종, 문직 35개 직종,생산직 1개 직종,건설직

1개 직종,서비스직 2개,군인 1개 직종을 심으로 직업윤리 강령이나 선언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으로 가장 많은 직업윤리 요인을 지 한 4가지 직업의 직업윤리 요

인을 제시하면 공무원은 청렴성,공익성,책임성, 문성, 사성,소명의식,기 보장,직

업군인은 청렴성,정의성,참여도,책임성,소명의식,진취성,기 보장,법 은 공정성,신

뢰성,청렴성,정의성, 문성,소명의식,기 보장,교사는 인간존엄성,성실성,공정성,책

임성, 문성,소명의식,자부심,기 보장 등이었다.이러한 결과는 직업과 직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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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윤리는 시 에 따라서도 다르다.미국의 경우 이미 수십 년 부터 직

장의 운 방식이 과거에 비해 수평 으로 변화하 고 그에 따라 작업 과

정에서 근로자들의 자유 재량권과 의사 결정권이 강조되고 있다

(DepartmentofLabor,1991:3;Yankelovich,Immerwahr,1984:58).15)

이는 직업윤리를 일 으로 규정하는 연구들과 정반 의 주장이다.

나름의 윤리 기 이 있으며,기 되는 직업윤리 덕목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의

사 회(2006)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 ,의료의 정하고 공정한 시행, 문 의학

지식과 양심에 따른 진료,상호 간 우애,존경,신의,품 와 명 ,최신의 문 의학지

식의 습득,공 보건의 개선과 발 에 이바지,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 존 등을 담고

있는 8개의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있다.이와 비슷하게 日本医師会(2008)에서 역시 의사의

기본 책무로 의학지식·기술의 습득과 평생에 걸친 학습,연구심,연구에 극 여,

품성의 도야와 품 의 보존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15)이로 인해 통 으로 강조되어온 직업윤리의 덕목에 한 의구심을 날로 커지고 있다.

표 덕목으로 근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사실 근면에 한 의심은 이미 오래 에 표

면화되었다.Goldstein,Eichhorn(1961)은 근면에 한 가치가 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그들은 근면의 정도를 측정하는 4개의 측

정도구를 만들어 상이 되는 농부들을 높은 일 지향, 간 일 지향,낮은 일 지향의 그룹

을 구분하고 이들 그룹의 작업 방식과 생활양식을 비교하 다.비교 결과 높은 일지향의

농부들은 낮은 일지향의 농부들에 비해 합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근면했지만 하게 농기계를 사용하여 경작을 하거나 출을 받고 투자하여 기

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경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다.이들은 욕주의 성향이 강하여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했으며 자녀들에게 높은 수 의 교육을 제공할 확률이 낮았다.덧

붙여 이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공동체 활동에 덜 참여했고 의사의 조언과 같은

문가의 의견에 덜 순종하고 자기 주도 경향이 강했다.이처럼 높은 일지향의 농부들

이 가지고 있는 근면성은 이들의 생산성을 제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한 생

산방식에서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에서도 비합리 결정을 내리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이

와 같이 과거에 경제활동에서 요한 직업윤리의 덕목으로 생각되는 것이 시간의 변화와

무 하게 계속 으로 가치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Hammond,Williams(1976)

에서도 볼 수 있다.이들은 “Weber의 근로윤리에서 핵심 인 것으로 여겨졌던 내 욕

의 효과와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 측면에서의 생산성이 이성 자본주의를 수용하

고 있는 재의 문화에서는 Weber의 시 만큼의 생산성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다”(Hammond,Williams,1976:588)는 단 인 표 으로 직업윤리 덕목에 한 의심을 나

타내고 있다.최근에 들어 근면에 한 비 은 좀 더 노골 이 되고 있다. 를 들어

Dean(1996)은 근면이 덕스러운 것이며 행복이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비정상 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한다.근면에 한 믿음은 인간을 구 으로 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더구나 오늘날처럼 정보가 근면을 압도하는 요한 부의 창출 요인이

되는 시기에 근면의 가치는 회의해 보아야 한다.CLAWS(2004)은 기업이 그동안 근로자

들의 근면을 착취하며 성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창조 선택과 방식을 생각

해내지 못하고 마치 임 노 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해 왔을 뿐이라며

근로의 가치를 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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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합리 으로 해석하고자 일부의 연

구는 직업윤리를 직업별 윤리와 직업일반의 윤리,혹은 특수 직업윤리와

보편 직업윤리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노상윤,1995:26-34;한국정신

문화연구원,1985:56-58;심재갑,1987:97;김충기,2004:25;백충용,

2007:179).

그러나 직업윤리에 한 상반되는 주장은 자세히 들여다보면,두 주

장 모두 규정되고 획일화된 역할도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처

럼 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두 주장의 차이는 다만 이들 역할도덕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일 뿐이다.따라서 직업윤리의 특성을 이해

하기 해서는 보다 근본 으로 직업윤리를 획일화된 역할도덕이라는 형

태로 논의할 수 있는가에 해 검토해보아야 한다.

만일 직업윤리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는 역할도덕의 형식을 가

진다면,직업윤리는 이해하고 실천하기가 쉽다.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화

과정에서 편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침과 강령 식의 나열이 도덕

립화로 이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도덕 립화는 도덕

단 자체의 포기이며 이는 자칫 책임감의 회피라는 윤리 문제와

연결된다(Brinkmann,Henriksen.2008.:624).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직

업윤리를 규정된 역할도덕으로만 한정하여 이해할 경우,“기업윤리는 있

되 기업인에 의해 지켜지는 요구윤리이기보다는 근로자에 의해서 지켜지

는 강요윤리로의 구실만이 강조”(배 기,1998:51)될 수 있다.직업생활

에서 요구되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는 역할도덕은 부분 리

자 일방의 논리만이 반 된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직업윤

리를 강조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에 한 거부감을 강화시키고 자발 인

자기 연찬과 연마의 노력을 제한할 수 있다.

사실 실제 직업생활에서 기 되는 부분의 일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

된 것들이기 보다는 맥락에 의해 자연스럽게 기 되는 행동들인 경우가

많다. 를 들어 작업장을 깨끗하게 사용하거나 솔선수범하여 정리정돈

을 하는 등의 행동들은 학습이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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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몸으로 익 지는 것들이다.그 다면 직업윤리에서 정작 강조되어

야 할 것은 규정된 역할도덕이 아니라 직장 내 문화와 맥락을 유심히

찰하고 악하는 능력,기본 인 생활습 ,인간 계의 기술 등이다.

본래 직업윤리의 개념은 Weber의 로테스탄트 근로윤리에서 유래하

지만 그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Weber(2006)는 근로윤리를 근면,반(反)

여가,겉치 와 불필요한 소비의 기피,만족의 지연,자립심,독립성,삶

에서의 일 심성,시간의 효율 인 사용,높은 도의심 등 경제 성공을

거둔 로테스탄트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 인 특성들로 설명했기 때문

이다.그는 직업윤리를 확고하고 명문화된 덕목을 규정한 것이 아닌 실

제 생활에서 근로행동에 여하는 신념과 자세를 총합하여 기술했을 뿐

이다.16)결국 Weber가 근로윤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의 직업

의무에 우월성을 부여하고,이를 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

세 욕(innerworldlyascetic)’이라는 일에 한 태도나 자세일 뿐이다

(Hammond,Williams,1976:581).다시 말해,자신의 직업 의무를 최

우선 으로 여기는 자발 이고 의식 인 태도이다.

직업윤리가 근면,성실,책임 있는 자세 등 명확한 내용요소를 가진다

는 은 분명하다.그 다고 해서 직업윤리를 명문화된 규정,기계 인

조항들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한 특정 직업군이나 직장에서만 제한

으로 용되는 부분 이고 상 인 규정이라고도 할 수도 없다.

인 것으로든 상 인 것으로든 직업윤리를 규정된 가치나 태도들로 강

령화하려는 시각들은 모두 인간이 주체 으로 환경에 응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시하는 것이다.이는 직업윤리라는 이름으로 일

부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 목록들을 근로자들에게 그 로 명령

하고 주입하려는 시도와 진배없다.개인에게 경제 이고 사회 인 부

16)Milleretal.(2002)은 근로윤리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근로윤리는 ① 다차원 이

고 ② 학교,취미,등의 일 이외의 역에는 일반화 가능하지만 어떤 특정한 직업에 특정

된 것이 아니라 일 그 자체와 일반 으로 일과 련되는 행동에 여하며 ③ 학습되며 ④

반드시 행동일 필요는 없는 태도와 신념과 계하고 ⑤ 반드시 종교 인 믿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세속 일 수 있는 행동에 반 되는 동기 인 요인이다(Milleretal.,20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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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해 다는 이유로 그의 능동성을 철 히 배재한 채,외부 필요

에 의해 일방 으로 규정된 지침을 수동 으로 따를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비록 이러한 지침이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이들

에 직업윤리라는 단어를 붙이고 이를 미화시킬 수는 없다.

직업윤리는 획일화되고 규정된 역할도덕이 아닌 ‘자신의 직업 의무

를 최우선 으로 여기는 태도’만을 의미할 뿐이며,오로지 자발 의지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만 한다.다만 이러한 자발 의지가 온 하고

하게 실 되기 해서는 직장 내 문화와 상황을 악하고 이에 응하는

능력,올바른 사고․ 단력,기본 인 생활습 ,인간 계기술 등의 부차

인 능력이 요구된다.

(2)다차원 요소를 고려한 사고와 단

직업생활에 입문하는 부분의 근로자들은 성인이며 이들은 이미 각

자의 가치기 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있다.이들이 비록 이 의 생활공간

과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역할도덕을 요구받는다고 하더라도,기존의 가

치기 을 완 하게 버리고 새로운 공간에서 요구하는 가치기 만으로 사

고하고 단하지는 않는다.직장은 조직 자체의 가치기 과 함께 조직

내 구성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해 계 당사자들17)의 가치기 이 공존

하는 그야말로 잠재 갈등의 공간이다.

따라서 자신의 일 역할의 수행에 정 으로 작용하는 자세나 태도로

규정되는 직업윤리는 역할도덕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기 과 역할기

간의 갈등 발생 시,이를 도덕 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이

와 같이 합리 사고와 도덕 단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인지 도

덕성의 발달과 연 된다.

갈등상태,특히 상반되는 기 의 갈등 상황에서 개인이 어떠한 도덕

기 을 용하여 단하는지에 해서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18)

17)일반 으로 고용인,고용주나 경 자,상사,부하,동료,고객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18)Kohlberg는 10,13,16세의 백인 산층 소년들을 상으로 일군의 도덕 딜 마들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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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고할 수 있다.Kohlberg의 도덕 단 3수 6단계에 한 일차원

인 설명19)은 도덕 갈등 상황에서 이해 계 당사자들의 반응을 인식하

고 이를 분류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그러나 이와 같은 이 에도 불구하

고 도덕 단 6단계를 직업생활에서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해 활용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왜냐하면 Kohlberg의 도덕 단의 단계는 인

지 능력 발달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인지 측면 이외의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어 발생하는 실제 직업생활의 복잡한 갈등의 원인을 온 히 반

하여 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직업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해

결하기 해서는 인지 ․일차원인 단 기 을 넘어서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고․ 단할 수 있는 도덕 단 능력이 요구된다.이에 한

구체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직업생활에서 이해 계 당사자들은 모두 좋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단을 내리기 때문이다(Rest,Narvaez,문용린 외 역,2006:13).

인지 능력에 배타 으로 의존하는 일차원 기 에 의해서는 이들의

단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를 단하기는 쉽지 않다.이와 같은 상

황에서 단의 도덕성 여부는 ‘옳은 그른(rightversuswrong)’이라는

일반 인 도덕 단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기 이 필요하다.이를 구분하

기 하여 ‘옳은 옳은(rightversusright)’의 사고방식을 제안된다

을 요구하는 질문을 제시하고,이에 해 피험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기 에 있는 이론

근거와 사고 구조에 주목하 다.그리고 도덕 성숙이 3수 6단계라는 불변의 계열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는 도덕 성숙이 인지 능력의 발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구체 단계는 개인주의 인 인습 이 수 과 사회 구성원 인 인

습수 ,사회에 선행하는 으로 구성된 인습 이후 수 의 3수 으로 이루어진다.이는

사회 의 단계에 따라 6단계로 나뉘게 된다(정창우,2004:41-45).

19)Kohlberg의 도덕 단의 단계를 일차원 이라 규정하는 이유는 Kohlberg의 각 수 과

단계가 불변의 계열성을 이루고 있는 개인의 인지 능력의 발달에만 의존한다는 때문

이다(정창우,2004:42).이러한 이유로 그의 도덕 단의 단계는 비 을 받는데, 를 들

어,Guilligan은 1982년 Kohlberg의 단계들이 사회 차원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의 도

덕발달에만 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비 한다.Rest,Narvaez(2006)역시 한 개인의

도덕단계를 1단계,2단계 식으로 평정하는 것은 도덕 이슈에 해 사고하는 개인의 내

세계를 부분 으로만 악하는 것이며 특정 도덕 딜 마 상황에서 도덕 으로 가장 바

람직한 행동을 선택하기 해 울질하며 고민하는 모든 측면을 반 하지 못하는 지표라

고 비 한다(Rest,Narvaez,문용린 외 역,200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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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der,1995:18).20)‘옳은 옳은’의 사고방식은 ‘옳은 그른’과는

엄연하게 다르다.어느 옳음을 선택하든 각각의 선택과 단은 모두 기

본 이고 핵심 인 가치기 에 확고하게 기반을 둔다. 를 들어 학습장

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좀 더 많은 심을 주어야 하는지,아니면

모든 학생들에게 같이 시간을 배분해야 하는지에 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교사의 입장을 가정할 수 있다(Rest,Narvaez,2006:13).이와 같

은 상황에서 교사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라도,그것에 기반이 되는 가치

에 해 우열을 따지는 일은 상당히 힘들다.이처럼 ‘옳은 옳은’의 사

고방식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한 이유와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에 한

이유를 따져가는 과정에서 상호 타 할 수 없는 핵심 인 가치에 도달하

게 된다.이러한 이유로 ‘옳은 옳은’의 단은 진정한 의미의 ‘윤리

딜 마(ethicaldilemmas)’21)가 되지만 ‘옳은 그른’의 단은 ‘도덕

충동(moraltemptations)’이 된다(Kidder,1995:17).이와 같이 직업생활

에서 단은 인지 도덕성의 일차원 가치기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둘째,직업생활 내 사고와 단은 상사와 부하,고용주와 고용인,고

객과 직원 등의 명확하게 드러나는 계 계에서 내려지기 때문이다.22)

20)이와 같은 사고 방식은 진실 의리,개인 공동체,장기 단기 ,정의 자비

의 4가지 경우로 범주화할 수 있다(Kidder,1995:18).

21) 여기에서 윤리 딜 마들은 ‘결과에 기반을 둔(ends-based)’,‘규칙에 기반을 둔

(rule-based)’,‘배려에 기반을 둔(care-based)’사고방식에서 논의될 수 있다.참고로 각각

의 사고방식은 공리주의,Kant의 의무론,황 률에서 유추한 것이다(Kidder,1995:22-25).

22)권력 계는 직업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반에 걸쳐 향을 미친다.우리의

일상 인 삶을 냉철하게 바라본다면 일상생활은 물론 비교 합리 토론의 장소인 학문,

교육과 같은 역에서조차 수많은 권력 계가 함축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권력 계란 가 구를 일방 으로 지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운 자들 사이에서 지식을 이용한 미시 권력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를 들

어,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때리거나 감 하지 않고도 정상 인 인간의 기 을 가르

치면서 학생 스스로 그 기 에 복종하도록 만들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권력 행사는 교

실의 공간 배치를 비롯한 여러 물리 장치들을 동반한다.교사와 학생의 계,교탁과 책

상의 배치,복도의 창문들과 방송 장비 등은 권력이 작동하는 하나의 ‘장치’를 이루고 있

는 것이다(정성훈,2015:145-146).하지만 직업생활에서의 권력 계는 일상생활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연하게 구분되는 형태의 조직,체계,직책,업무 등으로 나타나며

공간에서의 모든 삶의 양식을 지배한다.이 에서 직업생활에서의 권력은 일상생활에서의

권력과 다르게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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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계에서 으로 열세에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단은 자의 인

것이라기보다는 힘을 가진 상 방의 지시나 기 에 의해 향을 받은 것

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형 인 로 상사가 부하에게 법이나 윤리

규칙들을 어길 것을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이

와 같은 상황에서 힘이 없는 무력한 주체들의 형 인 행동은 이에 순

응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즉, 명령에 그 로 복종하는 것이다

(Brinkmann,Henriksen,2008.:626).이와 같은 단 결과는 계 계의

향을 받지 않는 자유롭고 이성 인 주체들의 단과 이를 정당화하는

사고 과정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Kohlberg의 도덕 단의 단계로는

설명할 수 없다.실제 직업생활에서 사고와 단의 과정에는 힘을 가진

자유로운 결정자가 아닌 힘없는 결정 수용자들의 무력감과 방 이 상존

한다.힘없는 근로자들의 도덕 사고와 단은 도덕성 수 이 아닌 기

회와 자유의 차원에서 근되어야 한다.

셋째,직업생활에서 사고와 단의 과정에는 개인 욕구,특히 보상

의 최 화를 향한 쾌락주의가 깊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직업생활에

서 가치 갈등 상황의 부분은 경제 이해 계와 긴 하게 연 된다.

군가가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를 강하게 따르려고 할 때,그는

이로 인한 희생자들과 잠재 으로 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 계 당사자

들의 입장을 간과하기 쉽다.욕구는 즉각 이고 단기 인 만족을 강하게

추구하고 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욕구는 도덕 사고에

비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며 이를 억제하는 개인의 품성과도 심하게

갈등한다(Brinkmann,Henriksen,2008.:627).행 의 강력한 동인이 되

는 욕구의 문제는 인지 차원의 도덕성과 함께 직업윤리의 사고․ 단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직업생활에서의 사고와 단은 부분 보편 도덕원리보다는

상황주의(situationalism)23)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포스트모던 시

23)상황주의는 보편 ,원칙 ,숙고 ,이상 ,폐쇄 이며 시비에 분명한 구분을 두는 모더

니즘 도덕과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경향을 가진다.① 특정한 문화 맥락이나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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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되는 오늘날의 사회는 기술 ․문화 으로 상당한 진보를 이루

어냈다.그러나 이러한 진보는 특정한 직무 권한과 련 기 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이에 따라 직

무에서의 도덕 단,특히 문 직무의 경우에는 모던시 의 원칙

이고 보편 인 윤리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이와 같은 포스트

모던 추세에서는 보편 이고 이론 원리보다는 맥락에 따른 개별 실

천을 강조하는 상황주의에 기반을 두는 도덕 사고와 단의 방식이 독

보 인 것으로 평가된다(Bagnall,1998:322).이에 따라 직업생활에서의

사고와 단 능력은 인지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윤리 문제의 민감한

인식,개별 상황에 한 이해,맥락을 고려한 한 사고와 단,합

의를 통한 실천 등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직업생활에서 내려지는 사고와 단은 양립 불가능한 상호

간 옳음에 한 근본 인식의 차이, 계 계에 따른 무력감과 방 ,이

해 계를 추구하는 강력한 욕구,개별 상황에 한 인식과 합의를 포

하는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는 특성을 가진다.

2.직업윤리교육의 의미

1)직업윤리교육의 개념

직업윤리교육은 직업윤리에 한 정의에 의해 개념화된다.본 연구에

서는 직업윤리를 일에 한 정 가치 과 직장 내 갈등 상황을 도덕

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그리고 일에 한 정 가치

을 직업생활에서 자신의 일 역할을 수행해내며,이 과정을 비 으로

바라보고 도덕 ․기능 으로 이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자세 태도

기반을 두는 ② 직 인식과 행동 개선에 을 두는 ③ 즉각 ,자유롭고 자발 인

표 , 실의 상황에 민감한 ④ 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⑤ 도덕 규칙이나

원칙의 용보다 경험을 요시하는 ⑥ 상호 주체 (intersubjective)인 ⑦ 자기 목 ,

즉 행 자체에 들어 있는 가치를 존 하는 ⑧ 월 원칙보다는 상황과 시기의 함

을 추구하는 ⑨ 단편 인,한 개인 내에서도 사건에 따라 다양하고 불연속 인 ⑩ 아포리

아(aporia) 인 ⑪ 타인의 인식 가치기 의 차이를 수용하는,경향이 있다(Bagnall,

1998:3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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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 다.따라서 직업윤리교육은 이와 계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

르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직업윤리교육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구분되

는 역의 교육과 계한다.하나는 ‘일에 한 정 가치 ’이고,다른

하나는 ‘직장 내 갈등 상황을 도덕 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이다. 자는

인지 ․정의 역의 교육과 계하며,후자는 행동 역의 교육과

계한다.그러나 일에 한 정 가치 역시 궁극 으로는 직업생활

에서 자신의 일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수행 수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목표로 한다는 에서 직업윤리교육은 으로 행동 역에

무게를 두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 다면 직업윤리교육의 내용은

행동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측면

에서 직업윤리교육의 목표 달성을 한 내용요소의 구성을 해 역량의

개념을 긴 하게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역량’은 1970년 사회심리학자인 McClelland에 의해 처음 소개되

었다.그는 학문 성과 지식내용을 평가하는 시험이 직업수행이나 성

공 인 삶을 언하지 못하며,특히 소수집단,여성,사회경제 지 가

낮은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는 을 지 하 다.따라서 그는 이의 안으

로 직장에서 인재선발 시 직무 수행의 성과를 보다 더 정확하게 언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한편,역량은 인종이

나 성,혹은 사회경제 인 요인의 향을 받지 않는다는 에서 보다 더

보편 가치에 부합된다(McClelland,소경희,2007:4에서 재인용).역량

의 의미와 특징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이러한 정의들

가장 표 인 것이 Spencer,Spencer(2003)의 정의이다.이들은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거에 따른 효과 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

이 되는 개인의 내 인 특성”(Spencer,Spencer,민병모 외 역,2003:19)

으로 정의한다.이는 내 인 특성(underlyingcharacteristics),인과 계

(casualrelationship), 거참조(criterionreference)라는 세 가지 측면의

의미로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내 인 특성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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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주는 개인 성격의 심층 ․지속 인 행동 사고방식을 말한다.

내 인 특성으로서의 역량은 동기(motives),특질(traits),자기 개념

(self-concept),지식(knowledge),기술(skill)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

어진다.

동기(motives)는 개인이 일 되게 마음에 품고 있거나 원하는 어떤

것으로 행동의 원인이 된다.이는 특정한 행 나 목표를 향해 행동을

발시키고 방향을 지시하며 선택하도록 작용한다.특질(traits)은 신체

특성,상황 는 정보에 한 일 반응성을 의미한다. 를 들어 신속

한 반응이나 좋은 시력은 투기 조종사에게 필요한 신체 특질이다.

신체 특질뿐만 아니라 스트 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침착하게

행동하는 감정 인 자기 통제와 주도성과 같은 요소 역시 특질에 포함된

다.자기 개념(self-concept)은 태도,가치 는 자기상(self-image)을

의미한다.지식(knowledge)은 특정 분야에 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의

미한다.기술(skill)은 특정한 신체 ,정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을 의미한다(Spencer,Spencer,민병모 외 역,2003:19-20).그들은 이

러한 다섯 가지 유형을 아래의 [그림 2]와 같은 빙산모델에 비유하여

내 인 특성으로서의 역량을 설명한다.

[그림 2]역량 구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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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산의 감춰진 부분에 비유되는 동기,특질,자기 개념은 단기간에 개

발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이에 비해 빙산의 드러난

부분에 비유되는 지식과 기술은 가시 이며 개발과 육성이 비교 쉬운

특성을 가진다.

역량의 두 번째 측면의 의미인 인과 계는 동기,특질,자기 개념이

기술(skill) 인 행동을 측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 행동이 업무 성과

로 이어진다는 역량의 내 인 특성들 간 상호 계에 해 설명해 다.

이에 따른다면 동기,특질,자기 개념은 지식이나 기술 역량의 이면에

서 이를 발휘하도록 추진력을 제공하는 의도를 구성한다.원인이 되는

동기,특질,자기 개념과 같은 의도를 무시하고는 결과로서의 행동과 연

결되는 역량을 도출할 수는 없다.한편,행동에는 사고가 포함되는데

부분의 경우 사고는 행동보다 앞서므로 사고는 행동을 측하게 한다.

어떤 것을 더 잘 해보려는 지속 개선방법에 한 궁리,기획,문제 해

결과 같은 사고는 행동과 좀 더 직 으로 연결된다.

역량의 세 번째 측면인 거참조는 역량이 실제 업무 수행 시 수 의

차이를 구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즉 어떤 사람의 우수성을 측하

는 구체 인 기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pencer,Spencer,민

병모 외 역,2003:19-25).이상과 같은 역량의 세 가지 측면의 의미는

직업윤리교육에 다음과 같은 을 안내해 다.

먼 빙산의 감춰진 부분과 드러난 부분,혹은 내면과 외면으로 구분

되는 역량 구조는 직업윤리교육의 구분되는 두 가지 목표를 각각의 역량

구조에 칭시켜 역에 따른 구체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구상하게

한다.둘째,역량의 인과 계 측면의 의미는 직업윤리교육의 두 가지 목

표 간의 계를 악하게 한다.셋째,역량의 거 참조 측면의 의미는

직업윤리교육의 평가 가능성을 타진하게 한다.

이를 직업윤리교육에 용하여 교육의 윤곽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직업윤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한 구상이다.직업윤리교육의 두

24)Spencer,Spencer,민병모 외 역,2003:2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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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목표 에서 ‘일에 한 정 가치 ’은 자기 개념의 역량과 계

된다.이는 역량 구조의 내면에 해당되며 자기 개념의 기반이 되는 동기,

특질의 역량과도 하게 연 된다(Spencer,Spencer,민병모 외 역,

2003:20). 다른 목표인 ‘직장 내 갈등의 도덕 해결 능력’은 지식과

기술의 역량과 계되며 역량 구조의 외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일에 한 정 가치 ’과 계하는 교육 내용은 이와

련되는 자기 개념,동기,특질의 역량을 극 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그런데 역량 구조의 바닥에 자리잡고 있는 동기와 특질은 개발

과 평가가 상당히 힘들다.자기 개념은 간 정도의 깊이에 치하며 다

소 시간이 걸리고 어렵긴 하지만,훈련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Spencer,Spencer,민병모 외 역,2003:21).이와 같은 자발 이고

능동 인 특성을 고려할 때,이에 계되는 교육의 내용과 형태는 오직

일의 의미와 가치에 한 끊임없는 설득의 방법뿐이다.이 때 일의 의미

와 가치의 주된 내용은 성취동기를 자극하고,감정 측면에서 자신에

한 통제권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타인의 복지에 기여하려는

공동체 지향의 가치 을 자기 개념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구상하도록 한

다.공동체 지향의 가치 은 강조되어 교육되어야 하는데 이는 만일 공

동체 지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좀 더 나은 수행을 한 성취동기가 개인

목 을 한 것으로만 한정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 내 도덕 갈등 해결 능력’과 계하는 교육에서는 이와 련되

는 지식과 기술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지식의 역량은 특정한

사실을 암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한

열쇠를 어디서,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아는 지식의 응용과 활용 능력

을 포함한다.그리고 기술의 역량은 기계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지식

과 정보를 처리하고 인과 계를 규명하며 정보 계획을 조직화하는

능력인 분석 사고와 복잡한 정보의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개

념 사고를 포함한다(Spencer,Spencer,민병모 외 역,2003:20-21).따

라서 이를 함양하기 해서는 구체 으로 직업생활에서 윤리 문제 상



- 36 -

황을 인식하고 이를 윤리 추론의 과정을 통해 단을 내리고 다양한

조정을 거쳐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기술의 개발을

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이 때 주의할 은 지식 역량과

기술 역량의 함양을 한 교육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정답을 찾는 반

응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식

과 기술은 단순하게 ‘무엇을 안다’,혹은 ‘무엇을 할 수 있다’에 국한되지

않는 응용과 활용의 능력과 분석과 개념화의 능력을 포함한다.따라서

지식과 기술의 함양을 한 교육이 사실의 암기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여 응용 활용 능력과 분석 개념화를 통한 문

제 해결력을 키워 주도록 한다.

다음으로 직업윤리교육의 목표 간 계 설정이다.‘일에 한 정

가치 ’은 동기,특질,자기 개념의 역량에 칭하고 이와 같은 역량들은

의도가 된다.의도는 직무수행에서 성과를 지향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추

진력이 된다.따라서 ‘일에 한 정 가치 ’은 자신의 업무의 수행과

더 나은 수행을 향한 노력의 행동을 진한다.‘직장 내 도덕 갈등 해

결 능력’은 지식과 기술의 역량에 칭하고,행동 직 의 사고 과정에 작

용하며 의도와 행동 행동에 포함된다.따라서 ‘직장 내 도덕 갈등

해결’의 목표는 ‘일에 한 정 가치 ’이 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 두 목표 간에는 원인과 결과의 계,선후 계가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직업윤리교육의 두 가지 목표는 각각 ‘일 역할의 수행’,

‘도덕 갈등 해결’이라는 찰 가능한 행동으로 나타난다.그리고 이러

한 행동은 상되는 일반 인 수행 행동을 기 으로 이보다 ‘우수한 수

행’과 최 합격 수 이 되는 ‘효과 수행’등의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직업윤리교육의 개념을 역량 구조 역량의 인과 계와 상 하여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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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직업윤리교육의 개념과 역량의 상 계25)

2)직업윤리교육의 내용 역

직업윤리교육 일에 한 정 가치 과 직장 내 도덕 갈등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일에 한 정 가치 ’은 동기,특질,자기 개념의 역량의

함양에 의해 달성된다.앞서 살펴보았듯이 역량의 내면에 해당하는 이들

역량은 단시간에 개발되거나 교육되기 힘들다. 한 잘 드러나지 않는

온 히 개인의 내 인 차원에 문제이므로 그 성과를 가늠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와 련되는 교육은 일반 인 지식 달의 교육과는 다른 방식

과 내용을 취해야 한다.자발 이고 능동 특성을 가지는 이들 역량은

오로지 스스로의 자각에 의지할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이의 목표를 달

성하기 한 교육 내용은 다양한 차원에서 일과 직업의 가치와 의미에

해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경험을 제공하여 동기의 요소를

25)자료:Spencer,Spencer(민병모 외 역,2003:21-22)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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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게 자극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직장 내 문제의 도덕 해결’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법

을 추론하고 이를 행동화하는 데 계하는 지식과 기술 역량의 개발과

강화를 목표로 한다.이를 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첫째,‘직장 내 문제 상황에 한 윤리 인식’이다.만일 어떠한 상황

이 윤리 단이 요구되는 문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당

연히 이의 개선이나 해결이라는 후속 과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상황

에 한 윤리 인식은 실제 의미만이 아니라 도덕 의미를 가진다.

만일 인식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런 비 없이 자신의 입장이나 직

장 내 습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이처럼 반성이 뒤따르지 않는 타성에

젖은 행동은 자칫 직장 내 부정의한 행동에 한 극 동조나 방 으

로 이어지기 쉽다.직장 내 상황에 한 윤리 인식을 한 능력을 함

양하는 교육은 직업윤리가 일반 인 사회 정의에 부합될 수 있게 해

다.이는 직업윤리교육 자체의 교육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무엇인

가를 인식하는 일은 결코 객 인 활동이 아니다.인식은 쉽게 바 지

않는 신념의 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신념에는 가치와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이처럼 인식은 규범 이고 정서 인 차원과 연 된다(Bagnall,

1998:314).따라서 윤리 인식을 한 능력 함양을 한 교육의 구체

내용에는 ‘규범 가치’,‘윤리 가치’등의 지향해야 할 가치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

둘째,‘갈등 문제에 한 윤리 사고와 단’이다.윤리 사고와

단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한 직 인 과정이다.

이를 해서는 사고와 단 기 이 이미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이와 같

은 기 은 주요한 윤리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특히 갈등 문제가 복잡

한 가치들이 얽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층 더

다양한 윤리이론에 한 이해가 실해진다.그러나 이를 이해하고, 실

의 문제에 용할 수 있는 수 까지 도달하기 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다.학습의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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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내용 역 내용요소

일에 한

정 가치
Ⅰ.일과 직업의 가치와 의미

일의 가치와 특성,
욕구와 감정의 조 ,
공동체 지향의 가치

직장 내 문제의

도덕 해결

Ⅱ.직장 내 문제 상황에 한 윤리 인식 윤리 가치

Ⅲ.직장 내 갈등문제에 한 윤리 사고와 단 가치 단 기

Ⅳ.직장 내 갈등 문제 해결을 한 조정기술과

수행능력

조정과 타 기술,

인 계능력

기 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일정 수 의 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그러나 실의 상황은 이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힘들

다.이를 고려하여 직업윤리교육에서는 다양한 윤리이론에 기반을 두되

이를 단순화하여 쉽게 용해볼 수 있는 단 기 을 개발하고 이를 교

육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셋째,‘직장 내 갈등 문제 해결을 한 조정기술과 수행’이다.이는 사

고와 단의 결과를 행동화하는 것이다.사실 실에서 원만한 문제 해

결의 성패는 부분 윤리 단의 시비와 타당성의 여부보다는 계되

는 사람들과의 조정이나 타 이 얼마나 매끄럽게 이루어지는가에 의해

좌우된다.조정과 타 기술의 성공 실행은 기술 자체의 능숙함과 이

와 아울러 주변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과 평소 어떤 계를 유

지해왔는지에 의해 향을 받는다.특히 직업생활의 경우 인간 계는 업

무를 기반에 두고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와 그 밖에 기

되는 일 역할에 한 성실한 이행이 조정과 타 기술의 성공 실행의

과정에 큰 향을 다.이는 인 계능력,의사소통능력과 계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평소의 성실한 역할수행의 요성 등과 함께 배워

야 한다.

직업윤리교육의 두 가지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요소는 다음의 <표 3>

과 같이 크게 4가지 내용 역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표 3>직업윤리교육의 내용 역 내용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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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교육과정 변천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 련 내용

이 장에서는 학교교육에서 직업윤리교육의 실태를 악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평가·분석하여 그 개선방향을 논한다.이를 한 방법으

로 이제까지의 교육과정을 개 하고 분석한다.교육과정은 ‘학생이 경험

하는 총체’ 는 ‘학교가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를 의미한다.26)따라서 교

육과정 분석은 학교교육의 실제 모습을 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다.하나의 주제에 을 두고 교육과정을 통시 으로 분석해보는 일

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최근 그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직업윤리교육의 경우에는 이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더욱 그

러하다.아울러 그동안의 직업윤리교육의 공과(功過)를 살피는 것은 실효

성을 갖춘 직업윤리교육의 방안을 계획하기 한 가장 기 이며 기본

인 연구의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Ⅱ장의 직업윤리교육 내용 역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그간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구체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1 에서는 교수요목부터 최근 공포된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직

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 내용을 교과교육,교과교육과 특별활동,학

교교육활동 반에 걸친 통합교육 등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징 방식을

기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2 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

육과정 변천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의 내용과 그 방식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문제 을 밝힌다.

종합과 평가에서는 그동안의 직업윤리교육의 특징,한계와 개선 방향,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교과에 하여

극 으로 밝힘으로써 Ⅳ장의 연구를 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26)교육과정은 한 “학교에서 개되고 실 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 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

획을 의미한다.”고 정의된다(교육부,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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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과정별 직업윤리교육 련 내용 분석

최근 들어 사회 반에서 학교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실시에

한 요구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직업이 우리 삶에서 차지

하고 있는 비 을 생각해본다면,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직업윤리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윤리교육의

실시에 한 요구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이는 실효성 있는 직업

윤리교육의 방안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은 요구들을

제 로 충족하기 해서는 이제까지의 직업윤리교육의 모습에 한 정확

한 진단이 필요하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교육과정 변천과정에

서 직업윤리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박은주,1996;박경미,2005).

그러나 이들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박은주,1996)과 일부 교

과(실과,진로와 직업,도덕)만을 상으로 하고 있어 완 하지 못하다

(박경미,2005).따라서 이들 연구를 통해서 ․ ․고의 모든 학교 에

서의,일부 교과에 한정되지 않는 반 인 교육활동에 걸친 직업윤리교

육의 실태를 악하기 힘들다. 한 분석 상이 되는 교육과정 역시 제

1차～제6차 교육과정,그리고 제6차,제7차 교육과정으로,2015개정 교육

과정이 공포된 시 에서 이들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직업윤리교육의

개선방향을 논하기에는 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무엇보다 이들 연

구의 한계로 지 할 수 있는 것은 분석의 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는 이다.단순히 “진로,진학,직업을

하여 어떠한 노력이 있어왔는지를 살펴볼 것”(박경미,2005:16)이라는

서술만으로 분석 기 에 한 설명을 마치는 것은 분석 연구 결과 자체

의 신뢰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교수요목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 변천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이와 같은 분석을 해 Ⅱ장의 직업윤리의 정의와 직

업윤리교육의 개념에 기반을 둔 직업윤리교육의 내용 역을 분석틀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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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역 상내용 구체 진술 내용

Ⅰ.일과 직업의

가치와 의미

일의가치와특성,

욕구와감정의조

등의표 내용

§ 일과 직업의 의미와 요성에 한 서술

§ 일과 직업에 한 정 가치 이나 태도에

련되는 표 (성실, 지,이바지 등)

§ 일 역할의 실천 수행과 련되는 표

(직분,책무,책임,자질 등)

§ ‘근로’와 결합하는 단어27)

Ⅱ.직장 내 문제

상황에 한

윤리 인식

일과직업생활에서

바람직한가치를

확인할수있는내용

§ 바람직한 일과 직업 생활의 모습에 한

표 이나 서술

§ 일과 직업생활의 궁극 지향에 한 표

이나 서술(인간 존엄성,정의,평등 등)

Ⅲ.직장 내 갈등

문제에 한

윤리 사고와

단

일과직업생활에서

용되는가치 단

기 에 해확인할

수 있는내용

§ 일과 직업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에 한 서술

§ 일과 직업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을 한 사고와 단을 한 가치기

에 한 서술이나 내용

Ⅳ.직장내갈등

문제해결을 한

조정기술과

수행능력

일과 직업 생활에서

조정과 타 기술,

인 계능력을

확인할수있는내용

§ 일과 직업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해결을 한 노력에 한 서술이나 내용

§ 일과 직업 생활에서의 인 계기술에 한

서술이나 내용

용하고자 한다.각 내용 역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구체 진술 내용으

로 구성한 분석틀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교육과정 교과서 분석틀

교육과정 분석 시 교육과정의 특징 성격은 교육과학기술부(2009)

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과『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그리고 교육부(2014)의

『2009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증보편』을 참고한다.

분석 상 교육과정은 <표 5>와 같이 제시된다.

27)‘근로’의 경우에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그 자체로 정 가치를 내포한다.이

에 따라 근로와 결합하는 모든 단어를 일의 가치와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 43 -

구분 분석 상 교육과정 공포일

교수요목
(1946∼1954)

국민학교 교수요목 1946.9.1.

학교 교수요목 1946.9.1.

고 학교 교수요목 1946.9.1.

제 1차 교육과정
(1954∼1963)

문교부령 제 44호 국민학교 교과 과정

1955.8.1.문교부령 제 45호 학교 교과 과정

문교부령 제 46호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제 2차 교육과정
(1963∼1973)

문교부령 제 11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63.2.15.
문교부령 제 120호 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 121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 122호 실업고등학교 교육과정

제 3차 교육과정
(1973∼1981)

문교부령 제 310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73.2.14.

문교부령 제 325호 학교 교육과정 1973.8.31.

문교부령 제 350호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1974.12.31.

문고부령 제 379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1976.2.23.

제 4차 교육과정
(1981∼1987)

문교부 고시 제 442호 별책 2국민학교 교육과정

1981.12.31.문교부 고시 제 442호 별책 3 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 442호 별책 4고등학교 교육과정

제 5차 교육과정
(1987∼1992)

문교부 고시 제 87-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7.6.30.

문교부 고시 제 87-7호 학교 교육과정 1987.3.31.

문교부 고시 제 88-7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88.3.31.

제 6차 교육과정
(1992∼1997)

교육부 고시 제 1992-16호 등학교,교육과정 1987.9.30.

교육부 고시 제 1992-11호 학교 교육과정 1992.6.30.

교육부 고시 제 1992-19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2.10.30.

제 7차 교육과정(1997∼2007)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 등학교 교육과정 1997.12.30.

2007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60호 별책 1 ·등학교 교육과정 2008.12.26.

교육인 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2 등학교 교육과정

2007.2.28.교육인 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3 학교 교육과정

교육인 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4고등학교 교육과정

2009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별책 1 ‧ 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09.12.2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2 등학교 교육과정

2011.8.9.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4고등학교 교육과정

2015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80호 별책 1 ‧ 등학교 교육과정

2015.12.1.
교육부 고시 제 2015-80호 별책 2 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80호 별책 3 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80호 별책 4고등학교 교육과정

<표 5>분석 상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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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 상이 된 교육과정 이외에도 일부 수정․개정되어 수시

공포된 교육과정이 있었다.하지만 내용 상 큰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

다.따라서 효율 연구를 해 분석에서 제외하 다.

1)교과교육을 통한 교육:교수요목～2차 교육과정

(1)교수요목기(1946∼1954)

교수요목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교과,교육 내용들과

그 학습 순서 등을 의미하는 말이다.교수요목기의 교육과정은 복 직

후 학생들이 학습해 나갈 과정과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 는 제목을 포 하는, 국 으로 통일된 교수요목의 필요성이 제

기되면서 1946년 9월에 공포되었다. 등학교의 경우 실과가 없어지고

국어,사회생활(공민,역사,지리,직업,자연 찰(1～3학년)을 종합하여

편성한 교과),이과,산수,보건,음악,미술,가사의 8개 교과가 개설되었

다. 재의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교과통합,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개설 등의 변화가 있었다.이를 통해 필수과목에는 국어,사회

생활(공민,지리·역사 통합),수학,일반과학(물리·화학·생물 통합),체육·

보건,실과(가사·재 ·수 ·실업 통합),음악 등 7과목만 포함되고 외국

어,미술(습자·도화 통합)등은 선택과목으로 제시되어 있다.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 학교의 경우에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편

제하 다.필수과목에는 국어,사회생활(공민,지리·역사 통합),수학,과

학,체육․보건(체육,보건 통합), 어가 포함되고 외국어( 어,불어,노

어,독어),음악,미술,심리,실업 등은 선택과목으로 제시되어 있다.교

과 편제에서 특징 인 것은 ‘사회생활과’이다.사회생활과는 공민,역사,

지리 등을 종합하여 편성한 교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

본 인 교양을 내용으로 하며,특히 민주 시민을 기르는 데 주안 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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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편제되었다.이는 지식 심의 교과 내용이 생활 심의 교과로 바

었다는 것을 의미하며,앞으로 생활 심 교육과정이 도입될 것임을

측한다.

교수요목기의 직업윤리교육은 주로 등학교의 경우 사회생활’, ․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업 학 실업과 등의 교과를 심으로 교수 방침

등에 제시되고 있다.물론 ․고등학교의 국어과의 경우,읽기,감상,비

평의 주제로 근로가 제시되고 있기는 하다.하지만 이는 일부 활동의 소

재로 권장되었을 뿐,근로 자체를 의미 있게 다룬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 시기의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은 주로 사회생활과를 통해 이루

어졌다고 단할 수 있다.구체 으로 등학교 사회생활과 교수 상 주

의사항에는 근로정신,근로의 의의,인고․인내의 정신과 창조․생산의

기쁨 등이 진술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특질을 이해하고 상업 정신을 체득하며 자신의 직분을 다하여 나라에 이

바지하는 정신의 함양”을 언 한다.그리고 근로가 개인 차원에서 생

산의 기쁨만이 아니라 국가의 발 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진술

하며 ‘책무’,‘공’,‘직분’등을 강조하고 있다.

교수요목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한 교육 내용의 특징은 일과 직업

에 한 정 가치 이나 태도,욕구와 감정의 조 을 통한 일 역할의

수행,근로의 강조 등 주로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과 련된 내용이 제

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2)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

제1차 교육과정은 복 후 우리가 만든 최 의 교육과정으로 ‘교과

심’의 교육과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의

향을 받아 이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는 ‘생활 심’을 지향하고 있다.교

육과정 편제는 인교육을 표방하며 교과와 특별활동의 두 역으로 구

성된다.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문계,실업계 구분 없이 단일 교육과정으

로 제시되고 있다.이 시기 교육과정의 특징은 복과 6․25 쟁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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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혼란과 사회 반에 걸친 도덕 타락으로 반공 교육,도의 교육,

실업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다.

직업윤리교육과 련해서는 사회생활과,국어과,실업․가정과에서의

교육 내용에 주목해볼 수 있다. 등학교 국어과의 경우,직업 등에 한

기 인 이해를 강조하고 근로역행,자립자활의 능력의 함양을 교육목

표로 내세우고 있다.사회생활과의 경우는 5학년 ‘산업의 발 과 세계 단

원’의 내용으로 “근로란 무엇인가?”,“피동 인 근로보다 자주 인 근로

는 어째서 더 가치가 있을까?”,“근로가 존귀하고 근로에서 기쁨을 얻는

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근로에는 왜 인내가 필요한가?”등의 주제

를 다루고 있다.근로의 가치와 이를 통한 기쁨,근로에 수반되는 고통의

인내는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의 주된 내용을 구성한다.고학년

인 6학년 과정의 ‘우리나라의 발달’단원에서는 국민의 본분으로서 근로

의 의무와 권리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학교의 경우,국어과 과정의 교육목 으로 “근검노작하고,무실역행

하며,유능한 생산자, 명한 소비자로서의 건 한 경제생활을 ”를

강조하고,이의 일환으로 “직업에 한 지식과 기능,근로를 존 하는 정

신과 행동, 는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사회생활과의 공민 부분에서는 1학년의 공동생활 부분에

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서의 직업,2학년의 국가생활 부분에서 직

업을 가지는 이유에 해 생각하게 한다.역사,지리 부분에서는 지도 목

표와 유의할 사항을 통해 조상들의 근면노작의 정신을 통한 경제생활을

향상․발 ,그리고 자주 생활 능력과 건 한 생산인의 자질을 갖추도

록 하는 근로 노작 정신의 함양 등을 내용으로 산업 발달과 경제생활 향

상에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실업․가정과에서도 교과 성격과

지도목표를 통해 근로의 신성성,직업생활에 충실 향상을 도모하는 태도,

직업을 통하여 국가사회에 사하는 의의 등을 강조하며 학생들로 하여

능력 향상의 열의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 사범학교에서는 실업․가정과의 공업,상업,가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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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목표를 통해 공업 노무자,기술인과 같은 구체 직업인으로서의

동 이고 책임 있는 행동과 태도,직업과 가정의 의의와 올바른 계

에 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교수요목에 비해 자발 인 근

로의 가치와 태도의 자각을 강조하고 있다. 한 국민의 의무와 권리로

서의 근로 등의 내용에서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근로의 가치를 서술하고

있다.이는 직업윤리교육의 내용이 좀 더 풍부해졌음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내용은 후의 사회․경제 혼란을 일과 직업에 한 바람직한 태

도로 극복하려 한 실업 교육 강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구체 직업인의 입장을 가정하게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학교 에서 근로의

신성성과 근로 존 의 태도,직업을 통해 산업 발달과 경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사회에 사하는 태도 등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이는

직업윤리교육을 제한 으로 이해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개인의 노력에

배타 을 두는 것이다.종합 으로 제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직업윤

리교육과 련되는 내용은 ‘Ⅰ 역’과 련된다.

(3)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

제2차 교육과정은 미국교육사 단의 활동으로 인해 교수요목에서부터

형식 이고 보 인 형태로만 반 되던 경험 심 교육과정이 비교 충

실하게 반 된 교육과정이다.내용 면에서는 자주성,생산성,유용성이

강조되었으며 조직·운 면에서는 합리성,지역성이 시되었다.특징

인 것은 박정희 군사 정부의 요구가 반 되어 이 보다 반공·도덕 교육

이 더욱 강화된 이다. ․ 학교의 경우,교육과정 편제는 교과활동,

반공·도덕 생활,특별활동으로 구성되었다.고등학교는 학생의 진로와 직

업 선택에 따라 인문,자연 등의 과정을 구분하여 운 하 다.제2차 교

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한 일반 인 기 임

을 밝히고 학교에 교육과정 재구성권이 있음을 명시하여 학교가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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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창의 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 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 ․고 공통으로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 일

반 목표로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학

습 활동을 충분히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그리고 이의 하 목표

로 “사회의 필요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존 하는 태도

와 기능을 기를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와 “직 일을

함으로써 근로정신을 애호하고 유능한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학습 경험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한다.”를 설정하 다.이는 경제 생산성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 정책의 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은 사회과,미술과,실과,반공․도덕

생활,농․공․상․수산 등 종합 과정과 가정 과정 등의 실업․가정과,

농업일반․공업일반․수산일반 등의 실업과와 가정일반과 같은 가정과

등에서의 지도목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구체 내용은 등학교의 경우는 집단에서 자기의 치를 깨닫고 집

단생활에 응하며 사회 개선을 하여 이바지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함

양할 것을 목표로 내세운다.그리고 자신의 생활과 근로와의 계,국가

발달을 하는 근로정신,자발 근로의 요성과 각오 등을 내용으로

한다.이와 같은 내용은 제1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 각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군사 정

부에 의해 강조된 반공․도덕 생활에서도 일에 한 교육 내용은 역시

근로존 과 직업에 한 올바른 이해 등 여타 과목에서의 내용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에 띄는 것은 모든 학교 에서 미술과를 통해 동 제작을 통한 근

로정신의 함양에 유의하고 작가 정신과 작품을 애호 존 하는 태도를 가

지도록 하고 있다는 이다.이는 실천 작업을 통해 실제 근로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고 근로를 비단 육체 노동에 한정짓지 않고 정신 측면

에서의 창의 작업의 역으로 확 하여 이해한 것이다.따라서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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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확장된 이해를 보여 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구체 내용에 있

어서는 등학교의 교육 내용과 큰 차이 없이 “사회와 국가에 사하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태도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한 교육 내용을 반 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먼 총론을 통해 으로 가난을 극복과 경

제 효율성 증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 으로 이를 교육목표와 내용

으로 다루는 과목의 수나 구체 내용 면에서는 이 에 비해 크게 진

된 이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다음으로 상 으로 직업윤리교육에

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되는 실업 고등학

교의 교육과정에서 역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내용은 지역 사회 개

발과 국가 발 에 기여한다는 측면만이 진술되고 있을 뿐이었다.이는

기술과 능력 강화와 숙련된 기술자로서 산업 경 능력 등 기술과 기능

의 향상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비해 비 이 상당히 약하다.

이와 같은 들은 사회 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 개발이라는 목표

와 이에 한 일치된 요구를 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해 고민과 연구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제2차

교육과정에서의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 역시,제1차 교육과정에서

와 마찬가지로 학교 의 구분을 두지 않고 근로 존 의 태도,생활개선

을 한 개인 차원에 국한된 노력과 기능의 향상,국가와 민족에 사

하는 태도 등이 반복되고 있다.이는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에 해당되

는 내용이다.

2)교과교육과 특별활동을 통한 교육:3차～5차 교육과정

(1)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제3차 교육과정은 미국 교육계를 주도한 학문 심 교육과정의 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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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968년에 주체성을 강조하여 제정․선포된 국민 교육 헌장의 이념을

반 하여 공포되었다.이에 따라 자아실 ,국가발 ,민주 가치 등이

교육과정 일반목표로 제시되고 있다.교육과정 편제 면에서는 교과활동

과 특별활동의 이원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교과활동에서는 ‘반공․

도덕 생활’이 없어지고 ‘도덕’과가 교과로 독립하 다.국민학교의 경우

도덕과가 교과로 독립함에 따라 교과는 총 9개가 되었다. 고등학교에

서는 ‘도덕’(고등학교는 ‘국민윤리’)과와 함께 ‘국사’도 교과로 독립하여

이수 교과수가 13개로 폭 늘어났다.실업·가정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

눠 필수에서 남학생에게는 ‘기술’을,여학생에게는 ‘가정’을 이수하게 했

다.수업방법으로는 탐구와 발견이 강조되었다.특별활동은 학 활동,

클럽 활동,학생회 활동( 등은 아동회 활동),학교 행사의 네 역으로

구성하 고 학교행사의 시간이 별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 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내용 상 특징은 교과활

동과 특별활동을 통해 이와 련되는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이다.교과

활동으로는 도덕과,사회과,미술과,국어과,실업․가정과의 가정․농

업․공업․수산업의 교과교육을 통해 근로와 직업의 존귀함과 근면하고

생산 인 직업생활을 통해 산업 발 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극 으로

기여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특별활동의 경우 를 들어 학교 특별활동의 일반목표에서는 “심신

의 건 한 발달을 조장하며 실천력을 길러서,근로를 애호하고 건 풍

부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리고 지역 사회

사 활동,집단 활동 등의 학교 행사를 통한 실천 근로활동을 강조한

다.학 활동,학생회 활동,생산 근로를 한 다양한 클럽 활동을 통해

서는 실천 ․생산 인 기능 향상과 근로정신의 신장을 꾀하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 내용은 이 에 비해

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사회 사의 의미를 지식의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실천 근로경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

다.이 에 있어 진 된 모습을 보여 다.그러나 교과교육에서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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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나 내용에서 제시되고 있는 직업윤리교육에 한 이해는 여 히 ‘Ⅰ

역’에 제한되어 있다.이와 같이 제한된 이해는 특별활동을 통해 얻은

실천 경험으로부터의 깨달음 역시 제한할 수 있다.더불어 지 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치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에 한 기여와 일과 직

업에 있어 개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다.이와 같은 내

용은 산업화가 진 에 따른 개인주의의 흐름 속에서 개인에게 공동체에

한 부담감을 증폭시키고 근로에 한 거부감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2)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

제4차 교육과정은 제5공화국의 출범과 7·30교육개 조치 등을 배경

으로 제정․공포되었으며,특정 교육과정 사조에 얽매이지 않는 종합

교육과정 모형 제시를 지향하고 있다.제4차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

에서 지 된 ① 무 어려운 교육 내용 ② 과다한 학습내용 ③ 분과주의

등의 단 을 극복하고 ① 국민정신 교육의 체계화 ② 인교육의 강화

③ 과학기술 교육의 심화 ④ 교육 내용의 양과 수 의 정화 등을 추구

한다.교육과정 편제는 등학교의 경우,도덕,국어,사회,산수,자연,

체육,음악,미술,실과의 9개 교과의 교과활동과 어린이회 활동,클럽 활

동,학교 행사의 세 역의 특별활동으로 편성하 다.1,2학년 과정은

통합교육(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을,3학년 이상은 분과

를 원칙으로 배당하 으며,특별활동은 3학년 이상부터 배당하 다.

학교에서는 실업․가정과 교과에서 남자는 생활기술,여자는 가정

과목을 1,2학년에서 필수로 이수하게 하 고,3학년에서는 농․공․상․

수산업,가사를 선택이수 하도록 바 었다.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실업

계,기타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단일

화시켰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은 이 교육과정

에서와 마찬가지로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특별활동을 통해 행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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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특징 인 것은 ․ 학교 실과나 실업․가정과의 생활기술이나 가

정 등과 같은 과목을 통해 지식뿐만 아니라,실기 활동,근로에 한

극 이고 정 인 태도,기구를 다루는 기능 등의 실천 교육을 강조

하고 있다는 이다.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 문 교과의 학습 지

도는 실험,실습을 50%이상 과하여 실제 인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이

론과 실체가 유리되지 않게 하며,아울러 근로 애호의 정신과 태도를 가

지도록 한다.”라는 운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특별활동에서 다루

고 있는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내용은 제3차 교육과정에서와 유사하다.

구체 으로 다양한 종류의 생산․근로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클럽 활동

을 통해 생산 인 기능과 근로정신을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각 활동의 역별 목표와 내용에서는 이 보다 더욱 강하게 근로를 통한

사회 사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었다.

실천 기능과 사회 사활동의 강조는 과학기술교육과 인교육을 강

조하는 제4차 교육과정의 특징이 강하게 반 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근

로를 통한 사회 사활동의 강조는 1980년 부터 사회 반에 확산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개인주의의 가치를 공동체 의식을 통해 회복하려는 의

도로 해석해볼 수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의 내용 구성에서 직업윤

리교육 자체의 내실화를 추구하려는 연구는 여 히 미진하 다.근로애

호,근로를 통한 사회 사의 강조 등 제4차 교육과정에서의 직업윤리교

육에 한 이해는 이 과 별 다름없이 ‘Ⅰ 역’에 머무르고 있다.

(3)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

제5차 교육과정은 정보 통신 기술 이용의 보편화,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의 확 등 사회·문화 변화를 반 하여 교육과정의 정화·내실

화·지역화를 목 으로 개정되었다.이를 해 교육과정의 골격은 이 의

것을 그 로 유지하면서도 내실화에 을 두었다.구체 으로 국민학

교 교육과정은 ① 기 교육의 충실 ②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③ 미래

사회 비 교육의 강조 ④ 교육과정 운 의 효율성 제고 등 네 가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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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주안 을 두고 개정하 다. 학교는 ① 기 교육의 강화 ② 정보

화 사회에 응하는 교육 ③ 특별활동 강화 ④ 특수학 운 지침 명시

등에 주안 을 두었다.교육과정 편제와 시간배당에 있어 학교는 ‘실

업·가정’에서 남녀가 공통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술·가정 과목을 신설하

고 3학년 과정에서 수학과 과학 시간을 증가시키고 자유선택 시간을 증

가하 다.

고등학교는 ① 기 교육의 강화 ② 정보화 사회에 응하는 교육의

강화 ③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에 주안 을 두었다.이에 따라 종 의

자유 선택을 교양 선택으로 바꾸고 최소 2단 를 배정하여 교양 선택 교

과가 실질 으로 운 될 수 있게 하 다. 한 이수 단 의 표시를 간

제에서 기 단 제로 변경하고 일정 범 내에서 증감 운 할 수 있도

록 하 다.과학 계열, 술 계열의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제시하 으며,

특별활동에서 학 활동을 신설하여 강조하 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 내용은 직 의 교육

과정과 유사하게 국민학교 실과 등 교과교육을 통해서 일의 세계를 이해

하고,직업에 해 심을 가지고,직업을 존 하고,자조․근면․ 동하

는 태도를 다룬다.어린이회,클럽활동 등의 특별활동을 통한 실제의 생

산근로활동을 강조하고 근로 사활동을 다루고 있는 역시 이 교육

과정에서와 동일하다.

그러나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에 있어

서 나타나는 특징 인 변화로 다음과 같은 을 들 수 있다.먼 학

교 도덕과에서 직업윤리를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과 연결 짓고 있다는

이다.이는 이 의 개인 측면에 국한해서만 근로의 소 함과 기쁨을

강조하던 것과 큰 차이를 보여 다.직업생활이 공정한 경쟁의 윤리와

같이 사회 제도의 공정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고등학교 실업․가정과의 가정이나

기술․가정 과목에서 근로와 직업을 존 하는 자세와 함께 자신의 진로

를 스스로 계획하고 탐색하는 체계 인 진로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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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다.이는 직업과 자신의 삶을 극 으로 연결하는 내용을 포함

하며 이 보다 능동 인 자세로 직업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 제한 이기는 하지만 실업계,기타계 고등학교의

계열별 교육목표와 문 교과의 목표에서 농업 이나 직업윤리 ,그리

고 직 으로 직업윤리를 언 하기 시작했다는 을 들 수 있다.일과

직업을 ‘(觀)’의 차원으로 근하는 것은 근면이나 성실,책임과 같이

덕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게 개인의 체계 ․지속 ․일 인 자세

나 태도 정립의 차원을 일깨우는 것이다.이는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에서 이 보다 진 된 이해를 보여 다.이 의 교육과정이 ․

․고 학교 에 차이를 두지 않고 비슷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에

비해, 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직업윤리의 다른 차원을 언 하기 시

작했다는 것은 매우 발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이는 직업윤리교육에

한 이해가 진 되었음을 보여 다.종합 으로 제5차 교육과정에서 직

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내용은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과 함께 사회제도

의 공정성과 같은 바람직한 지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Ⅱ 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그리고 등학교에서는 주로 ‘Ⅰ 역’, 고등학교에서는

‘Ⅱ 역’을 다루기 시작하여 학생의 성숙도에 따라 직업윤리의 내용에 차

별을 두고 있다.

3)학교교육활동 반에 걸친 통합교육:6차～2015개정교육과정

(1)제6차 교육과정기(1992∼1997)

제6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21세기에 비하기 한 교육과정의 분권

화·다양화․ 정화․자율화이다.이러한 특징은 교육부가 국가 수 에서

국 공통의 일반 기 만을 제시하며 각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력을 통해 개별 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국가 수 교육과정,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 지침,학교교육과정 등 새로운 교육과정 용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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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 다.

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특별활동 외에 학교 재량 시간이라는

역이 추가되어 편제되었다. 학교에서는 실업․가정과의 8개 과목이 ‘가

정’,‘기술·산업’의 두 과목으로 조정되어 남녀 공통으로 이수하게 되었

다.그리고 ‘국사’가 ‘사회’에 통합되었으며,종래 필수교과 던 한문과 컴

퓨터,환경 등이 선택교과로 바 었다.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의 경우

공통 필수 과목만 교육부가 지정하고,과정별 필수 과목은 시·도 교육청

이,과정별 선택 과목은 학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변화되었다.그

리고 국제화에 비하여 외국어에 한 문 교과를 신설하 으며 인성

교육을 강화를 해 특별활동에 단체 활동을 신설하 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은 교육과정 편성․

운 의 기본 지침에서 ‘근로정신 함양 교육’으로 지칭되며 련되는 교과

와 특별활동을 통해 으로 지도하되,학교 교육 활동 반에 걸쳐

통합 으로 다루어지며 지역 사회 가정과의 통합 지도에도 힘쓰도록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제6차 교육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은 이제까지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내용을 교육해왔던 도덕과,사회과,실과 실

업․가정과뿐만 아니라 한문, 어,국어,경제 다양한 과정별 선택

과목 등 폭넓은 과목을 통해 실시되게 되었다.이에 따라 학생들이 직업

윤리에 해 생각할 수 있는 교육활동의 시간이 많아졌다. 한 경제윤

리,사회복지,노사 계와 산업평화,경제발 과 직업․노동의 문제, 명

한 직업 선택,외국인의 직업 직업윤리 등 직업윤리에 한 이해의

폭 역시 다양화되고 넓어졌다.더욱이 건 한 직업 과 근로윤리의 형성

을 교과의 성격과 목표로 하는『진로․직업(6단 )』이 실업․가정 과목

의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면서 다양한 직업 세계 반에 한 이해를 바탕

으로,구체화되고 특정된 직업의 비와 응 과정의 일환으로 직업윤리

를 체계 이고 실 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종합 으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직업윤리교육에 련된 내용은 직

업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직업생활에서의 응을 한 올바른 인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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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성,경제윤리와 직업인의 자세,복지사회의 추구를 다루고 있다는

에서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Ⅱ 역’,‘Ⅲ 역’,‘Ⅳ 역’의 역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등학교에서는 주로 ‘Ⅰ 역’, 고등

학교에서는 ‘Ⅰ․Ⅱ․Ⅲ․Ⅳ 역’을 다루고 있어 학생들의 성숙에 따라

직업윤리교육의 내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진 되고 있음을 보여 다.

(2)제7차 교육과정기(1997∼2007)

제7차 교육과정은 1995년 교육개 원회의 5·31교육 개 안을 토

로 교육과정 특별 원회에 의해 추진되어 제정되었다.이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 를 주도할 자율 이고 창의 인 한국인 육

성”을 목 으로 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② 교과군 개념 도입 ③ 수

별 교육과정 도입 ④ 재량활동의 신설·확 ⑤ 교과별 학습량의 최 화

와 수 조정 ⑥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 심 교육과정 등 인

개 을 단행하 다.이에 따라 · 등학교 교육과정을 하나의 체제 속

에 통합하여 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 심 교육과정으로 조정하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는 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실과,체육,음

악,미술,외국어( 어)의 10개 교과만을 포함시켰다.그리고 학생들의 개

인차를 고려하여 수학· 어와 국어·사회·과학 그리고 선택 심 교육과정

에 수 별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한 재량 활동을 신설․확 하여 학생

의 자기 주도 학습을 진하고 학교의 자율 이고 창의 인 교육과정

편성·운 을 보장하고자 하 다.

등학교의 경우,기본 언어 능력,수리 사고 능력,기 체력,탐

구력과 창의성,기본 생활 습 등 기 ․기본 교육의 충실을 강조하고,

1,2학년은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 개념에서 탈피하여 활동 심 주제의

융통성 있는 운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교과 개념으로 재정립하여

열린 교육 체제를 확립하 다.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기 하여

교과 편제 구조를 진 으로 확 하여 등학교 2학년과 3학년간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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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의 격차를 없애고,3,4학년은 9개 교과로 편성하 다.그리고 실습

심의 실과 교육을 강화하기 하여 실과 시간을 5,6학년에 집 으

로 배정하 다.특별활동은 자치 활동, 응 활동,계발 활동, 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역으로 구분하고, 역별 목표를 설정하 다.

학교의 경우,선택교과는 재량활동에서 우선 으로 배정하게 했다.

고등학교의 경우,수 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과의 특징 는 교과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단계의 특징에 따라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으로

구분하여 운 하도록 하 다.그리고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활동을

진하고 학교의 자율 이고 창의 인 교육과정 편성․운 을 보장하기

해 교과,특별활동 외에 제3의 역으로 재량 활동을 신설하 다.

제7차 교육과정은 이제까지의 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벗어나 인

변화를 추구하 다.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

육과정 편성․운 의 기본 지침을 통해 근로정신 함양 교육을 련되는

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해서 으로 지도하며,학교교육활동 반에 걸

쳐 통합하여 교육하고,지역 사회 가정과도 연계하여 지도할 것을 강

조한다.이처럼 교육의 형식에 있어서는 그다지 특징 인 차이를 보여주

고 있지 않다.그러나 실질 내용 면에서는 다양한 변화를 보여 다.

첫째,이 교육과정에서의『진로․직업(6단 )』의 명칭이『진로와

직업(4단 )』이 되었고 실업․가정 교과의 선택과목에서 교양 선택과목

이 되었다.이에 따라 일과 직업에 해 이론 이고 학문 근에서 벗

어나 좀 더 자유롭고 실 인 내용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둘째,시민

윤리와 통윤리를 통해 기업윤리,근로자․ 문가․소비자 윤리,장인정

신 등의 직업윤리에 한 다양하고 세부 인 이해가 진 되었다.셋째,

기술ㆍ가정을 통해서 일에 한 정 인 태도를 가지는 것과 함께 창의

력,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의사소통능력,인간 계기술, 동심 등

의 함양을 강조하여 직업생활에 한 실제 이고 실천 이해가 심화되

었다.넷째,생활 경제와 같은 과목을 통해서 고용과 직업 생활,노동 시

장과 직업 선택,직장과 노사 계,기업과 창업 활동 등 일과 직업의 의



- 58 -

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하고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

세를 다루고 있다.다섯째,기술 신 창의 인 생산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정신에 한 이해와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의의,오늘날 경제생활에

서 기업이 가지는 요성과 기업 윤리의 필요성을 악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업의 다양한 역할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교육의 ‘Ⅰ․Ⅱ․Ⅲ․Ⅳ 역’의 역을 다루고 있다.물론 이

은 제6차 교육과정과 같지만 내용 상 좀 더 진 된 이해를 보여 다.

(3)2007개정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변화된 국가·사회 요

구와 주 5일 수업제 시행 등의 사회․문화 변화를 반 하여 제7차 교

육과정의 골격은 그 로 유지하면서 부분 으로 총론을 개정하여 공포되

었다. 등학교의 경우,제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습과 일

상생활에 필요한 기 인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을 두고,① 기본

생활 습 형성과 기 교육의 충실 ② 재량 활동의 활성화 ③ 학습 부

담의 경감과 교과 편제 구조의 진 확 ④ 교과 학습 내용의 정화

⑤ 통합 교과의 견지 내실화를 주요한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재

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 재량 활동으로 구성되나, 등학교

에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진하기 해 창의 재량 활

동만으로 운 하도록 규정하 다.특별활동은 이 교육과정과 동일하다.

학교의 경우 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사회 교과에서 ‘사회’,‘역

사’의 과목 분화가 이루어져 별도의 학년과 시간이 배당되고 ② 수 별

교육과정이 수 별 수업으로 바 고 ‘단계형’,‘심화 보충형’등의 구분이

폐지되었으며 ③ 집 이수제가 강화되어 학기별로도 교과목 이수가 가

능해졌고 ④ 주5일 수업제 시행으로 재량활동 시간 수가 감축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① 단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 의 자율권을 확

하여 재량 활동의 하 역별 단 배당을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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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 이수제를 도입하여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는 학

년 단 로 집 편성할 수 있도록 하 다.③ 보통 교과의 일반 선택 과

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통합하여 선택 과목으로 일원화하고,이수 단

를 6단 (교양 등 일부 과목은 4단 )로 통일하여 학교에서의 효율 운

을 도모하 다. 한 ④ 5개의 선택 과목군을 6개로 조정하여 ․체

능 과목군을 체육 과목군과 술 과목군으로 분리함으로써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에 있어서 2007개정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부터 유지된 교육과정 편성과 운 지침으로서의 근로정신 함양

교육을 그 로 계승한다.그러나 교육과정 반에서 2007개정 교육과정

은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 내용에서 이 과는 조 다른 모습을

보여 다.

우선 바람직한 직업 이 개인의 삶,혹은 진로와의 유기 계 속에

서,진로탐색과 원만한 직업생활을 한 자질의 하나로써 언 되고 있다.

직업 직업윤리에 한 이와 같은 인식은 일을 통한 생산의 기쁨이

나 사회 사의 일환으로 근로를 강조하던 이 교육과정에서의 직업윤리

교육에 한 근과는 구분된다.즉,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직업윤리는 지

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의 하나로,개인의 행복한 삶을 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의 측면이 새롭게 부각된 것이다.이는 직업을 통한

사회 역할의 이행이나 사회 사 등 사회 요구와 역할을 일방 으로

반 하고 강조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직업윤리에 한 개인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 할 수 있는 은 직업윤리에 한 이해가 상당히 진

되었다.물론 이는 이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특징 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제7차 교육과정은 직업윤리에서 일에 한

정 인 태도와 함께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경제주체의 입장에서의 유능

한 직업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근로라는 행 자체뿐만 아니라

고용 노사 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윤리 요소를 부각시켜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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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7개정 교육 과정은 이와 같은 시각을 유지하면서 직업윤리에서

더욱 다양화되고 다각화된 이해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를 들어

생활과 윤리와 같은 과목을 통해 기업의 반사회 이익 추구와 문

직 종사자들과 공직자들의 부패와 청렴이라는 화두를 던져 다.이는 좀

더 실감을 가지고 직업윤리의식정립의 요성을 조망하게 해 다.그

리고 윤리와 사상과 같은 과목은 직업윤리의 사상 효시인 로테스탄

티즘,직업소명설, 정설 등을 다룸으로써 개인의 사상과 신념이 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있으며,나아가 사회 체를 바꾸고 있는지에 해

통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이러한 통찰은 거부하고 싶은 일과 직업

을 어떻게 능동 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덧붙여 창업과 경 ,생활 경제 등 다양한 과목에서 창업자와 경 자

기업가 정신,리더십,기업의 사회 책임,경 윤리 등을 다루고 있어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 하여 새로운 직업윤리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했던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인간상과 이를 구 하기 해 “학생의 능

력, 성,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구성 방침

에 한 그동안 고민과 연구의 결과를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단된다.

종합하면,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 내

용은 직업윤리교육의 ‘Ⅰ․Ⅱ․Ⅲ․Ⅳ 역’의 역을 의미 있게 다루

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4)2009개정 교육과정

2009개정 교육과정은 ‘로벌 창의인재’를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인간

상으로 설정하고 교육과정의 미래 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유연하고 창의 인 학교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고자 교육 발 목표 재설정,다양한 교

육수요 충족,학교교육 운 의 자율성 신장,교육과정 운 체제의 효율

성 제고라는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를 실 하기 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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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기 ·기본교육의 강화,‘하고 싶은 공부,즐

거운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 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과정으로의

신,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 의 자율권을 확 를 통한 교실개

유도,교과지식 심의 교육활동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창의 인 학교

교육활동 강화,수능시험의 근본 개선 유도,교육정책 교육과정의

연속성 유지 등의 구체 정책 방향을 설정하 다.

이를 실 시키기 한 정책방안은 ‘학년군’,‘교과군’ 근,‘교과 집

이수제’등을 통한 교육과정 편제구조의 개선,특별활동과 창의 재량활

동을 통합한 ‘창의 체험활동’의 신설을 들 수 있다.

직업윤리교육과 련해서 2009개정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부터

명시되어 온 교육과정 편성․운 의 기본 지침으로써 ‘근로정신 함양교

육’을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 직 의 교육과정에서의 직업

윤리에 한 진 되고 심도 있는 이해가 이어지고 있다.2009개정 교육

과정은 등학교 실과의 성격에서 노작 체험 등의 실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주도 으로 해결하고 일과 직업에 한 건 한 가

치 을 가질 것을, 학교 선택과목인 진로와 직업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는 자신 는 우리 사회의 직업과 련한 편견,고정 념,비합리 인 사

고 등을 찾아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해할 것을,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의 성취 기 으로 공직자의 직업 활동과 련된 윤리 문제들을 해

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 방안과 사회 윤리 방안에 한 토론해볼 것

을,고등학교 문교과인 성공 인 직업생활의 목표로 기업의 의사 결정

차와 기업 경 략을 악하고 업무 추진 로세스와 자원 리 과

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며 직장인으로서 시간 리의 요성과 인간

계 형성 유지 방법을 익힐 것 등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실제 ․

실천 인 방법과 기술,실천 능력과 역량으로써의 직업윤리가 부각되

고 있다.이는 이 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의 인간상에서 실천 능력이 강조되는 “ 인

성장의 기반 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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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상의 추구와 무 하지 않다.

이와 같이 2009개정 교육과정의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 내용

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격하게 증 되고 있는 개성 시의 개인주의

사회 분 기 속에서 직업의 생계유지,자아실 ,사회발 에 기여라는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한 고민과 연구의

결과라고 평가된다.제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미

흡하게 연구되었던 실천 역량으로서 직업윤리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서 성공 인 직업생활을 해서만이 아닌,개인의 만족스러운 삶을 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다루어지면서,직업윤리교육 실시의 타당성은 더욱

공고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

과 련되는 교육은 직업윤리교육의 ‘Ⅰ․Ⅱ․Ⅲ․Ⅳ 역’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특히 ‘Ⅳ 역’의 내용이 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5)2015개정 교육과정

2015개정교육과정은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이라는 목표

를 가지고 있으며,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핵심역량을 함양하게

하는 데 을 두고 있다.구체 으로는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 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리 역량,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하여 다

양한 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

량,폭넓은 기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 분야의 지식․기술․경험

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 사고 역량,인간에 한 공감

이해와 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

하는 심미 감성 역량을 강조한다.

직업윤리교육과 련해서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제6차 교육과정 이후 범교과 학습의 주제 던 ‘근로정신 함양 교육’이 주

제에서 제외되었다는 이다.이는 직업윤리교육의 요성의 약화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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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될 수 있다.그러나 범교과 학습에 해 이해하게 되면 이와 같은 해

석이 다를 수 있다.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근로정신 함양 교육’을 비롯

하여 범교과 학습의 주제는 무려 35개에 이르고 있다.그러던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안 ․건강 교육,인성 교육,진로 교육,민주 시민

교육,인권 교육,다문화 교육,통일 교육,독도 교육,경제･ 융 교육,환

경․지속가능발 교육’의 10개로 폭 게 되었다.물론 어든 10개의

범교과 학습의 주제에 근로정신 함양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의

요성에 한 인식이 약화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하지만 2015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 인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 인 사람”으로 명시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상을 이를 구 하기

한 핵심역량으로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 능력과 자질을 갖

추어 자기 주도 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리역량”을 진술하고 있다.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 능력과 자질,자기 리역량 등은 직업윤리와

련되는 능력 역량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새 교육과정에

서는 이 교육과정보다 한층 더 구체화되고 실화된 지침으로써 직업

윤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을 통해 극 으로 강조되었던 근로

사활동은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의 실습 노작활동으로 권

장되었다.하지만 재량활동 운 에서 학교의 자율권이 강화되고 활성화

되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교육과정 상에서 언 되지 않고 있었

다.그런데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으로

“건강한 직업의식을 함양”,“일과 직업의 역할과 요성 다양성 이

해”,“직업 가치 확립”등을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특징은 직업윤리교

육의 상이 진로교육의 일부분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음을 나타낸

다.이와 같은 해석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을 다루는 교과가 큰 폭으로 었으며 그 내용 한 진로와 직업을

심으로 진술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는 학습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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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감이라는 기조에 따른 교과별 내용 축소 지침으로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내용이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폐지된 향도 있을 것으로도 추측

된다.비록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의 수는 크게

감소하 지만,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인 계능

력,정보처리능력,문제해결능력,창의력, 업 능력 등의 핵심 역량이 강

조되고 있어 이 교육과정의 흐름이 그 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종합해보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은

직업윤리교육의 ‘Ⅰ․Ⅱ․Ⅲ․Ⅳ 역’이 모두 다루지고 있다.특히 역량

심의 실천 교육의 강조로 인해 2009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Ⅳ

역’의 내용이 부각되고 있다.

2.교육과정 변천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 련 내용 평가

일과 직업에 한 건 한 가치 과 정 인 태도,직업인으로서의

지,자질 능력의 함양 등으로 표 되는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다루어지고 있

다.근로애호,자아실 ,사회발 에 기여 등의 내용은 매우 정 가치

를 내포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가치와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

육과정 변천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 문제 을 지 할 수 있다.이와 같

은 문제 은 향후 직업윤리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사회의 요구를 우선시

교수요목기의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내용은 주로 생산의 기쁨,근

로에 필연 으로 부수하는 고통에 한 인고와 인내,나라에 이바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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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 함양 등이었다.이러한 교육 내용은 이후의 제1차와 제2차 교육

과정에서 역시 크게 변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교수요목기와 제1․2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직업윤리교육에 한 이해는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에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한 직업윤리교육에 한 이해는 제4차 교육과정까지

계속되고 있다.물론 제3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이라는

이원 구조를 통해 직업윤리교육에 한 이론 교육과 함께 이와 련

되는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어 직업윤리교육의 방법에 있어 다양화된 면

을 보여주고 있다.구체 으로 교과교육을 통해서는 근로와 직업의 존귀

함과 근면하고 생산 인 직업생활을 통해 산업 발 과 국민 생활의 향상

에 극 으로 기여하는 태도를 강조하며,특별활동을 통해서는 지역사

회 사활동,집단 활동 등의 직 이며 실천 근로활동을 강조하고

있다.제4차 교육과정에서 역시 고등학교의 문 교과에서 실험,실습을

50%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 학교에서 역시 지식뿐만 아니라

실기 활동을 통해 근로에 한 극 이고 정 인 태도를 지니도록 하

는 등 실천 직업윤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교육과정에서

는 이 과 동일하게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사회 사의 차원 등

제한 으로 직업윤리를 이해하고 있다.따라서 이는 여 히 직업윤리교

육을 ‘Ⅰ 역’에 국한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사회 사 등의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

하는 것은 복이후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혼란

과 도덕 타락을 해결하고,빠른 시간 내에 낮은 경제 수 을 끌어올리

는 방안 하나로 교육을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1962년부

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 정책 이후 제정․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에서 나

타나는 일 이고 반복 인 지역 사회 개발과 사회 개선에 이바지하는

태도와 능력의 함양,가정과 사회의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일에 한 책

임과 임무를 완수하려는 태도,경제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

과 태도는 이와 같은 생각을 확증하게 한다.이처럼 기의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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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업윤리교육은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교육 목 을 달성하기

보다는 사회 문제 해결과 요구에 부응하기 한 처방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했다.물론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 이외에 다른

교과교육 역시 이와 같은 국가의 강한 정책 요구에 많은 향을 받았

다.하지만 아직 교육 자체의 내재 체계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

는 직업윤리교육은 타 교과교육에 비해 외부 요구를 내재화시키는 일

에 취약했다.

물론 모든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국가와 공동체의

발 에 기여하기 한 목 을 일부 내포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사회

의 문제 해결에 한 처방책으로서 등장한 직업윤리교육을 색안경을 끼

고 볼 필요는 없다.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수단 목 만이 배타 으

로 강조 되었던 직업윤리교육에서 특히 그 내용 방법에 한 충분한

교육 고민과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일과 직업에 한

진지한 고민과 이를 교육을 통해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한 교육

이해의 부족은 지나칠 정도로 일변화된 교육 내용을 통해 여실하게 드러

난다.

기의 직업윤리교육에 한 제한 이해는 국가․사회 수 이 향

상되고 이에 한 고민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제5차 교육과정은 개인의 직업이 공정한 경쟁의 윤리와 같이 사회

제도의 공정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을 일깨우며 개인 측면에서만

제한 으로 이해되던 직업윤리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한 근면,

성실,책임과 같이 덕성으로 직업윤리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직업

의 정립을 통해 체계 ․지속 ․일 인 자세나 태도를 강조하기 시

작한 역시 발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제6차 교육과정부터 2015개

정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인 계능력,정보처리능력,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업 능력 등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뿐만 아니라 ‘Ⅱ․Ⅲ․Ⅳ 역’

의 역이 내용으로 언 되고 있다. 한 제5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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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의 차이에 계없이 반복 으로 언 되던 교육 내용은

등학교에서는 ‘Ⅰ 역’을 심으로 ․고등학교에서는 ‘Ⅱ․Ⅲ․Ⅳ

역’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확장되어 다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성장을 고

려한 다양화된 내용이 추구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직업윤리교육에 한 교육 이해가 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윤리교육은 여 히 ‘직업에서의 성공’,‘원만한 직업생활의 ’,‘경

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 에 이바지하는 자세’,‘미래 직업 세계의 변

화에 처하기 한 능력’등 교육 인 요구보다는 교육 외 인 요구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직업윤리교육에 해 가장 진 된 내용을 보여주

고 있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진로와 직업의 ‘일과 직업세계 이

해’의 소단원에서는 평가 방법 유의 사항으로 “건 한 직업의식 덕목

이 자칫 철학 인 으로 근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구는 교육의 과정에서 필연 으로 제기되는 윤리 논의를

제한하는 것이다.이는 과정이 아닌 성과에 배타 목 을 두는 것으로

교육에 한 근본 시각을 의심하게 만든다.교육에 한 이와 같은 시

각은 자칫 경제 성공이라는 외면 성과를 해 과도하게 개인의 희생

을 강요하는 주장으로 발 할 수 있다.그리고 이는 자칫 개인의 근로에

한 거부감과 공동체에 한 부담감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와 같은 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은 행동주의 근28)의 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교조주의로 흐르기 쉽다는 이다.

산업 발 과 사회 발 기여라는 의의 강조는 직업윤리교육의 최종

목표를 국가 사회의 성장과 발 이라는 뚜렷한 목표 하에 두는 것이

28)행동주의(behaviorism)의 특성은 개인의 경험,생각,그리고 결과로서의 행동(즉 반응)이

환경 자극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

이다.개인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학습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의 행동을 맞추어갈 것이

다.교육에서 행동주의는 학습 경험의 결과를 찰과 측정 가능한 학생들의 행동 변화와

연 시키는 것이다.따라서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빈번하고 즉각 이며 지속

인 반복 강화를 주는 것은 학생의 학습을 돕는 바람직한 환경이 된다.이처럼 행동주의

에서 학습의 과정은 다소 기계 이고 비인간 인 측면이 다분하다.따라서 실제로 교

육의 과정에서 비인간 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이러한 과정이 도덕 정당

성을 가지는지에 해서 의문이 들 수 있다(Bulls,19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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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리고 이를 실 해내기 해 교육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확

고하게 정해진 답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 한

제한하고 자칫 교육을 교육이 아닌 방향으로 흐르게 할 험성을 내포한

다.즉 교육을 당장의 실 사회에서의 문제 을 가능한 빠르게 해결하

려는 조 한 훈련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29)

더욱이 처방 성격을 가진 교육은 이상 인 사회를 지향하기보다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이에 따라 교육이 단기 시

각에 의해 만들어진 략 방편에 그치기 쉬운 가치를 달하는 활동에

지나지 않게 된다(Hyland,1992:145-147).어떠한 정당화의 과정 없이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행동 목록을 제시하며 목 달성에 한 교육

은 그 자신을 기능 목 을 한 기계 훈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락시킨다.이와 같은 형태의 교육은 내용에 있어서도 미리 결정된 행동

인 목 들을 교육하기 하여 지식,가치의 체 이고 통합 구조

를 이해시키기보다는 국소 ․지엽 인 부분들만을 서술하고 이해시키기

쉽다.이는 교육 내용의 빈곤을 래하며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제

한한다(Bull,1985:77-79).이와 같은 불손한 의도로 행해지는 략 행

에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지에 해서는 철 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30)

29)직업교육과 이의 연장선으로서 직업윤리교육은 이 같은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학벌이 아닌 능력 심 사회 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다양한 진로탐색 기

회를 제공하기 해 학교 과정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국가직무능력표 (NCS)의 개

발과 이에 기반을 둔 교육훈련,직무능력평가,고교 선취업 후진학 진 등의 다각 인 정

책 노력을 기울이며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옥 필 외,2013:3). 정부에서 강조하

고 있는 직업 진로교육은 학벌 주의 부정의한 사회 분 기와 이로 인한 폐단을 시

정하고 실제 생활과 거리가 있는 지식 주의 학교교육을 개 하려는 뚜렷한 처방 목

에서 출발한다.

30)물론 교육은 특히 공교육은 교육 그 자체를 목 으로 하는 독자성을 가지는 역일 수

없다.교육은 부분 그 자체를 목 으로 하는 독자성을 가지는 역이라기보다는 개인

․사회 발 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단 이며 기능 인 역할을 담당하는 역으

로 여겨질 수 있다(양미경,2014:32).그 다고 하더라도 교육이 단기 인 사회 기를

해결하고 사회 요구들에 한 책으로 계획된 처방 이고 편 한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Hyland,1992:147).공교육인 학교교육이 필연 으로 가지게 되는 국가 요구

에 부응해야 하는 기능 역할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곧 학교교육이 직 으로 이러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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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역사 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교육이 종국 으로 큰

폐해를 가져다 것이라는 은 무나도 쉽게 상가능하다.이와 같이

직업윤리교육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기 해서는 직업윤리교육과 련

된 교육 내용에서 보편 가치 지향의 태도로 상황의 문제 을 인식

하게 하는 직업윤리교육의 ‘Ⅱ 역’의 보완이 필요하다.

2)개인 차원에 경도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내용은 부분 일

과 직업을 통해 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련 산업의 발 을 가능하게 하

여 사회․국가 으로 발 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에 해 서

술하고 있다.이와 같은 목 을 성취하기 해 개인은 자신의 일 역할에

한 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완수하려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받

는다.이와 더불어 좀 더 생산 이고 효율 인 노동을 가능하게 하기

해 열의나 의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롭고 문 인 지식과 기능의 습득

에 매진할 것을 요구받는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 내용은 상당히

다양화되었다. 를 들어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통한 부의 추구,기업

가․근로자․ 문직․공직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입장에서 본 직업윤

리,직업윤리의 이론 기원 등을 들 수 있다. 한 직업생활에서의 인간

계의 요성,기업가 정신,직업인으로서의 신념과 자질,건 한 태도,

리더십,문제해결능력 등 개인 차원에서의 각성과 태도,자질,능력과

역량의 함양과 련된 실제 차원에서의 직업윤리 덕목과 기술들이 교

육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특히 2015개정 교육과정은 직업윤리를 창

의력,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 의사소통능력,인간 계기술과 같이 직

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 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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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활에 필요한 개인의 핵심 역량으로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있다.이와

같은 내용은 실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직업윤리교육의 실효

성을 높여 다.이와 같은 개인 자질과 능력의 강조는 새삼 직업윤리

교육의 목표가 국가와 사회의 발 에 이바지 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원만하고 성공 인 직업생활의 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개인의

성공 인 직업생활을 목표로 한 다양한 자질과 능력의 강조는 제5차 교

육과정부터 우리 교육에 극 으로 반 된 개인주의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하지만 개인의 원만하고 성공 인 직업생활을 비하도록 돕

는 교육에서 개인 차원의 능력과 노력만을 배타 으로 부각시키는 것

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직업에서의 성공,업무를 통한 성취감,삶의 질 향상과 복지와 같은

선(善)들이 개인의 자발 노력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는 생각은 지

나치게 개인주의 이고 자유주의 인 제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실제

실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조건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더구나

사회가 안정되면서 차 후천 노력이 선천 조건들을 뛰어넘지 못하

고 고착화되는 상,즉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제 로 기능하지 못하

는 상이 보편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 권리,복지,

삶의 질과 같은 요소들이 개인 성취에 의해서만이 획득되는 것이라는

암묵 인 제는 철 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동시에 공교육은,더군다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권리,평등,사회 정의에 한 토론

을 통해 사회 약자와 소수자들에 한 공동체의 무감각을 일깨워주고

이에 한 통찰의 시각과 배려 없음에 해 비 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

야 할 책임을 가진다.

직업의 문제와 련해서 과연 직업이 개인 차원의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인가에 한 검토는 원론 이고 당 차원에서만이 아니

라 실 상황과도 련해서 언 될 수 있다.오늘날 고용과 실업의 문

제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역량이나 기술,혹은 지식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결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이는 일과 고용에 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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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격 기 ,이익과 권리,기업의 경 방식과 정부 정책을 아우르는

체 차원에서 탐구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를 들어 높은 청년

실업률의 문제는 3D산업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마음가짐을 문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기이할 정도로 낮게 책정된 3D업종의 임 과 한 해에 수십

만 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

야 하는 문제이다.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오랜 기간 취업을 비해온

청년들의 높아진 높이나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자세를 비난하기에 앞서

비용 감을 내세우며 비정규직의 임 을 동결시켜 정규직과의 임 격

차를 벌려온 기업의 경 방식과 이를 용인한 사회 정책 등을 우선해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박종훈,2015:9).

이와 같은 실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개인의 태도와 능력만을

강조하는 직업윤리교육은 일방 차원에서 개인의 헌신을 강조하는 것으

로 당 차원의 교육, 실 요구를 반 하지 못하는 교육이라는 비

난의 여지를 남긴다.이는 곧 직업윤리교육에 한 학생들의 흥미도를

떨어뜨리고 피로감을 증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직업윤리교육은 개인 차원의 태도와 노력,능력과 자격을 다룸과

동시에 시민의 권리와 복지,사회 가치의 분배 방식에 한 사회 기

과 사회 정의에 한 논의들을 주제로 다루어야 한다.구체 으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동에 합당한 가가 치러지고 있는지,고용 체계에

불합리한 은 없는지,자유시장의 원리를 고용시장에 용하는 것이 과

연 바람직한지 등에 한 논의가 있다.이와 같은 일과 직업에 한 다

양한 논의들은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과 련해서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아울러 ‘Ⅱ․Ⅲ 역’의 교육의 과정에서도 일깨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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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택 문교과 과목 심

교육과정 변천과정에서 ․ ․고등학교를 통틀어 직업윤리교육과

련 교육 내용이 자주 언 되고 있는 교과를 순서 로 나열해보면 실과

(가정,실업․가정,기술․가정 포함),도덕과(반공․도덕,국민윤리,시민

윤리,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 포함),사회과,국어

과이다.이 밖에 진로와 직업,미술,한문, 어 등의 보통과목과 농업과

학,실무 어,생활경제,성공 인 직업생활,창의경 ,창업과 경 ,농업

생명과학 등의 문교과 과목이나 선택교과 과목에서 드물게 언 되고

있다.특히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진로와 직업이 주된 교육의 주제와 소

재가 되는 진로와 직업이 신설되면서 좀 더 집 이고 체계 인 직업윤

리교육을 기 할 수 있게 되었다.실제로 진로와 직업의 개설 이후 직업

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 내용은 상당히 다양화되고 실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학교 단 교육과정 편성 운

의 기본 지침으로 근로정신 함양교육이 명시되고 있다.이는 직업윤리

교육을 교과교육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교육활동 반에 걸쳐 통합 으

로 다루고 지역 사회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되도록 극 으로 권장하

는 것이다.이에 따라 일부 교과목을 통해 한정 으로 강조되던 직업윤

리는 다양한 교과교육에서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가 되고 있다. 재 직

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교과는 등학교에

서는 실과, 고등학교에서는 도덕,기술․가정,진로와 직업,생활과 윤

리,윤리와 사상,농업생명과학,조경,식품과학,성공 인 직업생활,공업

일반이 있다.이에 따라 직업윤리교육 내용은 이 보다 훨씬 더 다양화

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등학교의 실과, 학교의 도덕,기

술․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택과목이나 심화과목 그리고 특성화고등

학교의 문교과의 과목임을 알 수 있다.그런데 이들 선택과목이나 심

화과목 그리고 문교과의 과목들에 한 교육 수요는 미미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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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교육통계 서비스 자료에 의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

생 수는 매년 차 어들고 있는 상황이다.31) 체 고등학생 수의 5분

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수를 고려해볼 때,특성화고

의 문교과 과목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실효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

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선택과목으로 교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학

교별 특색을 다양화하고,학생의 흥미와 진로 합성을 고려하며 학습

선택권을 존 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선택과목은 다양한 공과를 낳고

있다.많은 공에도 불구하고 선택과목 시행의 표 인 과는 입시와의

련성에 의해 수업참여도에 있어서 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다.

한 학생들의 선택이 아닌 교사 수 을 고려한 학교의 선택이 시되고

있어 일부의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기회조차 없다. 재 ․고등학교에

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과목 도덕,기술․

가정을 제외하면 모두 선택과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직업윤리교육에

구분 일반계고 문계고 일반고 특수목 고 특성화고 자율고 소계

1970 315,367 275,015 - - - - 590,382

1980 932,605 764,187 - - - - 1,696,792

1990 1,473,155 810,651 - - - - 2,283,806

2000 1,324,482 746,986 - - - - 2,071,468

2005 1,259,792 503,104 - - - - 1,762,896

2006 1,281,508 494,349 - - - - 1,775,857

2007 1,347,363 494,011 - - - - 1,841,374

2008 1,419,486 487,492 - - - - 1,906,978

2009 1,484,966 480,826 - - - - 1,965,792

2010 1,496,227 466,129 - - - - 1,962,356

2011 - - 1,425,882 63,727 340,227 113,962 1,943,798

2012 - - 1,381,130 64,468 330,797 143,692 1,920,087

2013 - - 1,356,070 67,099 320,374 149,760 1,893,303

2014 - - 1,314,073 66,928 313,449 144,922 1,839,372

2015 - - 1,278,008 67,529 302,021 140,708 1,788,266

31)<표 6>연도 유형별 고등학교 학생 수

(단 :명)

자료:http://kess.kedi.re.kr/index(검색일:2015.12.13.)의 재구성

*주석: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문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 고,특성화고,자율고)으로 분류됨( · 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2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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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과 사회의 다양하고 보편 이며 실한 요구들을 제 로 수용

하고 있는지에 해서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의 선택과목이나 심화과목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의 문교과의

과목으로 교육되는 재의 직업윤리교육의 방식에 한 평가는 직업윤리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어서의 고민과 개

선을 구한다.

본 연구는 실효성을 갖춘 직업윤리교육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학

교의 경우 교과를 통해,고등학교의 경우 보통교과의 일반과목을 통해

교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 75 -

Ⅳ.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필요성

이 장에서는 교과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실천 방법을 제안하

기에 앞서 이에 가장 합한 교과를 모색하고 그 이유를 밝 연구의 타

당성을 확보하고 이후 연구의 토 를 마련하고자 한다.이를 해서 직

업윤리교육과 련성이 높은 교과를 선정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직업윤리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해본다.Ⅲ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과

(기술․가정),진로와 직업,도덕과가 직업윤리교육과의 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이들 교과 도덕과가 직업윤리교육에

가장 합하다고 보고 이들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이유를 논증한다.교

과서 분석은 Ⅲ장의 교육과정 분석틀을 활용하여 연구의 일 성을 확보

하도록 한다(<표 4>참고).

본 연구는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필요성에 한 주장을

내용요소의 합성,Ⅲ장에서 제안한 직업윤리교육 개선 방향의 실 가

능성,이론 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증하려고 한다.이를 통해 도덕

과 교육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이 단순한 물리 합이 아닌 화학 시 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상이 되는 교과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 ․고등학교의 실과,

도덕과의 교과와 선택인 진로와 직업 과목이다.이 등학교 도덕 교

과서는 국정 도서이지만 등학교 실과 등학교 교과서는 모두 검정

도서이다.이를 감안하여 검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학년별․교과별로 임

의의 교과서 한 권씩을 선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분석 상 교과서는 실과의 경우, 등학교『실과5』,『실과6』, 학

교『기술·가정1』,『기술·가정2』,고등학교『기술·가정』이다.진로와 직

업의 경우, 학교와 고등학교의『진로와 직업』이다.도덕과의 경우

등학교『3～4학년 도덕① 도덕3』,『3～4학년 도덕② 도덕4』,『5～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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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① 도덕5』,『5～6학년 도덕② 도덕6』, 학교『도덕1』,『도덕2』,

고등학교『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이다.

교과서 분석 시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의 성격과 목표를 함께

분석하여 교과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효과와 한계를 가늠해보고자

한다.이를 해서『 등학교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고등학

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2011)을 참고한다.

1.교과교육에서 직업윤리교육의 황과 한계

1)실과(기술·가정)교과서에서 직업윤리교육의 황

(1)실과(기술·가정)의 성격 목표

실과(기술·가정)는 실천 교과의 성격을 가진 보통 교과로서 등학교

5∼6학년군과 ․고등학교 1～3학년군에 편제되어 있다. 등학교는 실

과 과목으로 ․고등학교는 기술·가정 과목으로 운 되고 있다.고등학

교 기술·가정의 경우는 선택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2009개정 교육과정은 실과(기술·가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등학교 실과에서는 창의 노작 활동을 통해 일의 의미를 찾고,기

인 생활 지식과 능력을 길러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하는 실천 활

동을 강조한다.이를 기반으로 ․고등학교 기술․가정에서는 생활 속

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등 사고 능력을 기르고 자립

인 삶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 주도 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천하

도록 하는 데에 주안 을 둔다.따라서 실과(기술·가정)는 노작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주도 으

로 해결하는 진로 개발 능력,실천 자기 리 능력 등의 역량을 기르

는 핵심 교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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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실과(기술·가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진술된다.직업윤

리교육과 련되는 내용에 을 그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에 한 지식,능력,가치 단력을 함양하

여 건강한 개인 가정생활을 하고,기술에 한 기본 소양을 습

득하여, 재와 미래 생활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기른다.

(1)나와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 생활 능력을 함양

하여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개인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기

른다.

(2)생활 속에서 기술과 련되는 문제를 탐구하여 창의 으로 해결함

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

며, 한 미래의 직업과 일의 세계에 한 건 한 가치 을 형성

하고 진로를 탐색하여 미래 사회에 응하는 역량과 태도를 기

른다.

실과(기술·가정)는 삶의 역을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의 두 부분

으로 나 고 두 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을 함양하여 자신의 삶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기르는 것

을 목표로 한다.이와 함께 미래의 일과 직업생활에 한 건 한 가치

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 을 둔다.이러한 목표 미래의 직업과

일의 세계에 한 건 한 가치 형성은 직업윤리교육과 직 으로 연

된다.그리고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를 직업생활과 연결되는 것으

로 해석해본다면,이 두 역에서의 지식,능력,가치 단력 함양이라는

목표 역시 직업윤리교육과 연 된다고 단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기술·가정의 목표 역시 ․ 학교의 목표와 유사하다.그

러나 두 개의 삶의 역에서의 역량과 태도를 좀 더 구체화하여 “자기

리 능력,실천 문제해결능력,창의력,진로개발능력, 인 계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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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능력”등의 핵심역량으로 명시하고 있다.이 은 고등학교에서의

실과(기술․가정)가 좀 더 실 이고 실제 인 교육을 목표로 한다는

을 의미한다.

실과(기술·가정)는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로 내용 역을 구분하여

구체 인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고등학교 실과 교과서의

내용체계를 통합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표 7>에서는

이후의 분석연구를 해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내용요소에 직업윤리

교육의 내용 역을 로마자로 병행 표기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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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학년군
가정생활 기술의 세계

실과

(등

5～6

학년군)

◦ 나와 가정생활

▪나의 성장과 가족 ▪가정일과 가족원의 역할

◦ 나의 균형 잡힌 식생활

▪나의 양과 식사 ▪건강 간식 만들기

◦ 나의 자립 인 의생활

▪건강하고안 한옷차림 ▪스스로하는옷 리

◦ 쾌 한 주거와 생활 자원 리

▪주거 공간과생활자원 리 ▪용돈과시간 리

◦ 건강한 식생활의 실천

▪건강하고안 한식사▪음식만들기와식사

◦ 창의 인 의생활의 실천

▪생활 속 헝겊 용품 만들기

▪환경과 나눔의 생활 용품 만들기

◦ 생활과 기술

▪기술과 발명의 기 ▪창의 인 제품 만들기

◦ 생활 속의 동․식물

▪인간 생활과 동․식물 ▪동․식물 자원과 환경

◦ 생활과 정보

▪정보 기기와 사이버 공간

▪멀티미디어 자료 만들기와 이용

◦ 생활과 기·자

▪ 기·자의 이용 ▪로 의 이해

◦ 생활 속의 동․식물 이용

▪생활 속의 식물 가꾸기 ▪생활 속의 동물 돌보기

◦ 나의 진로

▪일과 직업의 세계◯Ⅰ▪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Ⅰ

기술·가정

(학교

1～3

학년군)

◦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발달 ▪청소년의 성과 친구 계

◦ 청소년의 생활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 구성

▪옷차림과 자기표 ▪주거와 거주 환경

◦ 청소년의 자기 리

▪청소년의 시간·스트 스

▪청소년의 소비생활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 가족의 이해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 계와 의사소통

◦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녹색 식생활과 음식 만들기

▪친환경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

▪지속 가능한 주생활과 주거 공간 꾸미기

◦ 진로와 생애 설계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Ⅰ

▪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 기술과 발명

▪기술의 이해 ▪문제해결과 발명

◦ 건설 기술과 환경

▪건설 기술의 세계

▪친환경 건설 기술 체험과 문제해결 활동

◦ 정보와 통신 기술

▪정보 통신 기술의 세계

▪컴퓨터와 통신기술

▪정보 통신 기술 체험과 문제해결 활동

◦ 제조 기술과 자동화

▪제조 기술의 세계 ▪자동화와 로

▪제조 기술 체험과 문제해결 활동

◦ 에 지와 수송 기술

▪에 지와 동력

▪수송 기술의 세계

▪수송 기술 체험과 문제해결 활동

◦ 생명 기술과 미래의 기술

▪생명 기술의 세계 ▪ 미래 기술과 통합 체험 활동

기술·가정

(고등학교

1～3

학년군)

◦ 출산·고령사회와 가족

▪사랑과 결혼 ▪부모 됨과 자녀 돌

▪자립 인 노후생활

◦ 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 생활문화

▪건강가정과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배려와 나눔의 의식주 생활

◦ 기술 신과 설계

▪기술 신과 발명 ▪창의 공학 설계

◦ 미래 기술과 사회

▪미래 기술의 세계

▪미래기술과 사회◯Ⅰ◯Ⅱ◯Ⅲ◯Ⅳ

▪융합 문제해결 체험 활동

<표 7>학교 별 실과(기술·가정)의 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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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과(기술·가정)교과서의 직업윤리교육 련 내용 분석

실과(기술·가정)의 교과목표와 내용체계는 직업윤리교육과의 련성

을 드러내주고 있다.그러나 교과교육을 통한 내실 있는 직업윤리교육의

실시 방안을 논의하기 해서는 직업윤리교육과의 교육 내용의 주제와

소재의 일치뿐만 아니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한 내용의 충실성이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해서 실제 교과서에서 그 진술내용을 확인

하도록 한다.

먼 등학교 『실과6』의 ‘6.나의 진로’단원의 단원 ‘(1)일과

직업의 세계’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다.이 단원은 4차시 분의 교육 내용

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단원 ‘일과 직업의 의미와 요성을 알아보아요’,

‘직업의 종류와 특성을 탐색해 볼까요’,‘모든 일과 직업은 제각기 가치가

있어요’로 구성되어 있다.이 직업윤리교육의 내용과 연 되는 것은

직업탐색과 련된 내용을 다루는 두 번째 소단원을 제외한 것이다.이

두 단원은 각각 “일과 직업의 의미에 해 알고 설명할 수 있다”와 “일

과 직업에 한 정 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의 교육목표를 가지며 각

1차시분이다.

먼 ‘일과 직업의 의미와 요성을 알아보아요’에서는 일과 직업의

의미,행복한 삶을 살기 해 일과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일이란 어떤 목 을 이

루기 해서 몸이나 머리를 쓰는 활동을 말합니다.집안일을 하거나 공

부를 하고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는 활동 등은 모두 일에 해당합니다.이러한 일 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고 그 가로 보수를 받는 것을 직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해서는 일이 매우 요합니다.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직업도 요합니다.직업을 통해 돈

을 벌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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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도 기여합니다. 직업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발휘함으로써 즐

거움과 성취감을 얻기도 합니다.이러한 개인의 역할이 모여서 국가와

세계가 발 합니다(『실과6』:152-153).

이곳에서 직업은 생계유지,즐거움과 성취감,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사회기여 등의 4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서술된다.소단원의

활동하기를 통해서는 주변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 일과 직업의 요성

을 깨닫도록 그들이 하는 일과 그 직업을 갖는 이유에 해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한다.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일의 의미와 요성을 깨닫게 해

다는 에서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에 해당한다.

‘모든 일과 직업은 제각기 가치가 있어요’단원에서는 일과 직업에

한 정 인 태도에 해 서술한다.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시된

다.

우리가 모두 자라나 토끼의 역할만을 하려고 한다면 ‘별주부 ’ 화

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마찬가지로 인기가 많은 직업만을 가지려고 한

다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기 해서는 다양한 직

업이 있어야 합니다.직업은 마다 역할이 있고,그 역할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요한 직업과

그 지 못한 직업을 구분하여 가치를 평가하기보다 일과 직업의 소

함을 알고 정 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실과6』:157).

제시된 바와 같이 직업에 한 정 태도는 임의의 가치를 가지고

직업을 평가하고 차별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모든 직업의 소

함을 깨닫고 이에 해 개방 인 자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활동

하기를 통해서는 힘들고 고됨의 정도,장애,성,외모 등의 요소로 일과

직업에 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

는지에 해 도록 하고 있다.이는 직업에 한 잘못된 시각을 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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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함으로써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이와 함께 시

장에서 양 를 는 한 인디언의 이야기를 소개한다.그는 양 를 모두

사겠다는 제안을 거 한다.그 이유는 자신이 장사를 통해 사람들과 만

나고 인사를 나 며 사는 모습을 즐기기 때문에 양 를 한꺼번에 모두

팔 수 없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좋은 직업이란 자신의

삶과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삶의 다른 요소들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삶을 온 하게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는 을 깨닫도록 한다.이

는 직업의 참다운 가치가 외재 요소가 아닌 내재 가치에 있음을 일

깨운다.이와 같은 내용은 일의 가치와 일에 한 바람직한 태도와 련

되는 내용으로 역시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에 해당된다.

학교의 경우는『기술·가정2』의 단원 ‘Ⅲ.진로와 생애 설계’의

단원 ‘1.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의 소단원 ‘1-2.진로의 탐색과 설계’의

내용을 주목해볼 수 있다.이 소단원은 ‘진로의 의미와 요성’,‘진로 설

계의 차’,‘나의 이해와 진로’,‘직업 세계의 이해와 진로’의 소제목으로

나뉘며,총 5차시의 분량이다.소단원 목표는 “생애 설계를 바탕으로 자

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다”이다.이 직업윤리

교육과 련되는 내용은 ‘진로의 의미와 요성’이며 이는 총 1～2차시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도록 권장되고 있다.여기에서는 진로의 의미와 진로

에서 직업 선택의 요성에 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진로는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살아나가는 길을 뜻한다.좁은 의미의

진로는 일과 직업을 말하며,넓은 의미로는 자신의 교육이나 직업,결

혼,가정생활,노후 생활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치게 되는 모든 일과

활동을 포함한다.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진

로를 선택하고 비해야 한다.자신에게 합한 일과 직업을 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때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경제 인 자립을 이

룰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의 선택은 진로에서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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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업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 시켜 자아를 실 하며,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 안정을 이룬다. 한,직업은 원만한

사회생활과 사의 요한 기회가 된다(『기술·가정2』:136).

여기에서 직업은 등학교 실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아의 성장과 발

,생계유지와 경제 안정,원만한 사회생활과 사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설명된다.이는 직업의 의미에 한 형 인 설명이다.탐구활동에

서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표를 구체 으로 어 보는 활동을

통해 직업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도록 하고 있

다.이는 ① 삶의 목표 인식하기 ② 나에 해 이해하기 ③ 직업과 상

학교 이해하기 ④ 진로 상담하기 ⑤ 진로 선택 비하기의 순서화되

어 진술된 과정 ①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제시된다.이처럼 일과 직업

의 의미와 요성에 한 이해는 소단원의 목표에서 드러나듯이 진로와

생애 설계의 차 한 과정으로 일종의 직업 탐색을 한 활동으로 인

식된다.자신의 삶의 목표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등 자신에

한 이해는 이후의 진로나 미래의 직업 선택을 해 요한 한 과정이 된

다.이는 일과 직업의 의미와 요성에 한 서술로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과 련된다.

고등학교 『기술·가정』의 경우에는 단원 ‘Ⅳ.미래 기술과 사회’의

단원 ‘2.미래 기술과 사회’의 소단원 ‘2-2.미래 기술의 직업 세계’가

직업윤리교육의 내용과 련성을 가진다.이 소단원은 ‘미래 기술의 직업

동향’과 ‘미래 기술의 직업 세계 탐색과 계획’의 소제목으로 나뉘며,총 2

차시의 분량이다.소단원 목표는 “미래 핵심 기술의 직업 세계 동향을

알고 미래 직업을 탐색하여 진로를 비할 수 있다”이다.이 직업윤리

교육과 련되는 내용은 ‘미래 기술의 직업 세계 탐색과 계획’이다.미래

에는 개인들의 경제 활동 수명이 늘어나면서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

의 개념이 요시되므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체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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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태도가 요하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미래 직업 세계에서 공통

으로 요구되는 직업인의 요건을 다음과 같은 7가지 능력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한다.제시되는 직업인의 요건은 ① 문제해결능력 ② 자기 계발 능

력 ③ 건 한 직업 ④ 정 인 사고 ⑤ 의사소통 정보 달 능력

⑥ 능동 처 능력 ⑦ 정보 수집 능력이다.이 세 번째로 언 되는

건 한 직업 에 해서는 “고령화 시 에 맞게 평생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태도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기술·가정』:

232).고 설명하고 있다.능력 개발 경력 리 등은 일에 한 지속

향상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그리고 고령화 시 에서 직업생활의

요성은 일과 직업의 요성의 한 측면으로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에 해

당한다. 한 직업인의 요건은 다양한 능력과 기술 요소가 필요하다는

을 서술하고 있다는 에서 ‘Ⅲ․Ⅳ’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실과(기술·가정)교과서에 제시되는 직업윤리교

육과 련되는 교육 내용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일과 직업의 의미와 요성을 자각하고,이를 바탕으로 극

으로 진로를 탐색하고,이에 한 비를 갖출 것을 강조한다는 이다.

등학교에서는 일과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행복한 삶과 련지어 설명

한다.구체 으로 직업을 통해 생계유지,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수행,

사회 기여,즐거움과 성취감의 획득,국가․세계 발 에 기여한다고 진술

하고 있다.이 은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직업에 한 정

태도는 등학교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한 조건으로, 학교에서

는 올바른 직업 선택을 한 조건으로,고등학교에서는 미래의 직업 세

계에서의 성공을 비하는 요소 하나로 다루어진다.건 한 직업 은

학생들의 성숙에 따라 차 구체 이고 실제 인 차원에서 직업을 찾고

직업생활에서 성공하기 한 필수 인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근된다.

둘째,실과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내용은 등학교에서는 ‘기

술의 세계’ 역의 ‘나의 진로’에서, 학교에서는 ‘가정생활’ 역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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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생활의 진로 탐색과 설계’에서,고등학교에서는 ‘기술세계 역’의 ‘미

래기술과 사회’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있다.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

육이 다루어지는 내용 역은 다소 규칙성이 없어 보인다.하지만 이러한

역 설정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을 생각해볼 수 있다. 등학교에서

는 일과 직업의 의의를 주로 ‘생계유지’,‘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수행’,

‘사회 기여’,‘국가․세계 발 에 기여’의 측면에서 언 하고 있다.이에

비해 학교에서는 주로 진로선택과 연결되어 설명된다.다시 고등학교

에서는 자기 자신에 한 이해보다는 직업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으로서

의 직업 이 강조되고 있다.이로 인해 학교 에 따라 건 한 직업 은

기술의 세계와 가정생활이라는 다른 두 역에서 교차하여 다루어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건 한 직업 이 이와 같이 교차된 역에서 다

루어지고 있는 것은 직업생활이 실제 삶에서는 엄격히 구분되기 힘든

역임을 시사해 다.

그러나 실과 교육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 내용은 주로 직

업윤리교육의 ‘Ⅰ 역’을 심으로 서술된다.물론 고등학교 기술․가정

에서는 ‘Ⅲ․Ⅳ 역’과 련되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그러나 학교

기술․가정에서 ‘Ⅱ․Ⅲ․Ⅳ 역’이 언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실과 교육

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 내용의 빈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3)실과(기술·가정)를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한계

실과(기술·가정)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실과(기술·가정)의 목표는 직업과 일에 한 건 한 가치 의

형성을 주요한 목표로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요소와 이수 시간은 이

를 충분하게 반 하고 있지 않다. 등학교 실과 교과서의 경우,24개의

단원 1단원(4%), 학교는 30개의 단원 1단원(3%),고등학교

는 10개의 단원 1단원에서 소단원의 부분 인 내용으로만 직업윤리

교육과 련되는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수업 차시로는 등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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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차시 총 2차시, 학교는 136차시 총 1～2차시,고등학교에서는

85차시 총 1차시만이 이를 한 교육시간으로 할당되어 있다.더구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내용이 더욱 빈약해지

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은 실과 교육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한 교육

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둘째,실과교육에서의 건 한 직업 은 고등학교 기술·가정에서 명확

하게 밝히고 있듯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태도로써만 규정된다.

․ ․고등학교의 실과 교과서는 일 되게 직업의 세 가지 의미를 균

형 있게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일과 직업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를 바람직한 직업윤리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만일 직업의

세 가지 의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이와 같은 균형 있는 태도

만으로는 윤리 인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팔려는 식당주인의 명령에 고용인으로서의 요

리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생계유지,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자아실 의 세 가지 직업의 의미에 한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

는 태도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리 단을 내리는 데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바람직한 직업윤리의 정립은 직업의 의미에 한 이해 이

상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셋째,앞선 문제와 련해서 실제 직업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

능력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실제 직업생활은 수많은 이해 계와 옳음

의 기 들이 복잡하게 얽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따라서 이러한

공간에서의 원만한 직업생활을 해서는 직업의 의미에 한 이해와 균

형 잡힌 시각보다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

는 능력이 더욱 요하다.갈등 해결 능력은 자신의 일 역할의 성실한

수행여부와 별도로 합리 이고 도덕 인 사고와 단 능력을 필요로 한

다.그러나 실과(기술·가정)교육은 실제 직업생활에서의 해결방법에

심을 가지지 않는다.왜냐하면 실과 교육에서 건 한 직업 은 미래의

직업을 비하고 선택하기 한 능력으로,다소 수단 ․동기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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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기 때문이다.한마디로 실과 교육은 직업에 입문하고 나서의 원만

한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직업을 찾고 이에 입문하는 데

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넷째,실과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건 한 직업 은 직업의 문제를 지

극히 개인 차원으로 한정시킨다.앞서 언 하 듯이 오늘날의 직업의

획득은 고용체계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과 복잡한 경제 ․사회 상황

등 복잡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따라서 직업은 결코 개인 차원에서

의 의식이나 태도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개인 차원만이 강조되는

직업 은 실제 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곧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다섯째,일과 직업의 의미와 요성에 한 이해에만 그친다.일에

한 규범 이해의 강조는 자칫 일과 직업을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일, 상화된 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이는 직업을 ‘주체로서의 직업’

이 아닌 ‘객체로서의 직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인식은 직업

에 한 이 태도를 낳을 수 있다는 에서 문제시 된다. 를 들면

타인의 일 역할의 수행에 해서는 엄격한 도덕 잣 를 들이 면서 공

동체를 한 헌신과 사를 강요하지만,막상 자신의 일 역할수행에 있

어서는 오로지 개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따라

서 일과 직업의 의미와 요성은 당 이고 원론 차원이 아닌 좀 더

실제 차원에서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근을 필요로 한다.

직업윤리교육과 련해서 실과 교육이 가지는 이상과 같은 한계는 일

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 능력의 함양,기술의 습득․활용 등 직 수

행에 목표를 두는 실과 교육의 성격에서 기인한다.기술 세계와 가정의

세계라는 두 삶의 역의 균형을 추구하고 사유보다는 수행을 시하는

실천 성격은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내재되어 있는 복잡한 갈등을 이해

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사고와 단 능력을 기르는 교육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한 이와 같은 교육에서 개인 차원이 아닌 사

회․국가 차원을 조망하도록 하는 애 부터 불가능하다.따라서 실과

교육을 통해 온 한 직업윤리교육을 기 하는 것은 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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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로와 직업 교과서에서 직업윤리교육의 황

(1)진로와 직업의 성격 목표

진로와 직업은 자신과 직업 교육 세계를 폭넓게 탐색하고 이를 토

로 졸업 이후 자신의 진로를 주도 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

기 한 과목이다.이를 해 진로와 직업 과목에서는 자신의 성장 가능

성을 이해하고,직업 세계의 변화과정을 탐색하며,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진로와 직업은 원래 제6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선택과목인 『진로․직업(6단 )』으로 등장하 으나,제7차 교육과

정부터 보통교과 생활․교양의 선택 과목이 되었다. 학교의 경우,진로

와 직업은 2009개정 교육과정부터 선택과목 하나로 교육과정에 편입

되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의 교육목표에 직업윤

리교육과 련되는 내용요소를 표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과 직업 교육 세계에 한 폭넓은 탐색과 체험을 통하여

정 인 자아개념과 진로․직업에 한 극 인 태도를 형성하고,

자신의 진로를 합리 으로 설계하고 주도 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

을 가지게 한다.

가.삶에서 진로와 직업의 의미를 이해하고,진로와 련한 자신의 다

각 인 특성을 폭넓게 탐색하여,자신을 알고자 노력하는 정 이

며 극 인 태도를 가진다.

나.직업 세계의 다양함과 역동 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이해하고 자기

주도 으로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다. 학교 이후의 교육 경로,직업인 역할 모델을 비롯한 심 분야의

진로․직업에 한 다양한 탐색과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합한

진로․직업을 탐색하는 역량을 기른다.

라.자신과 진로․직업 교육 세계에 한 탐색을 바탕으로 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를 합리 으로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기 한 역량

을 기른다.



- 89 -

학교 고등학교

역 내용요소 역 내용요소

Ⅰ.나의

발견

◦ 삶,진로,직업의 의미◯Ⅰ

Ⅰ.나의

이해

◦ 삶과 진로 직업◯Ⅰ

◦ 나의 특성 탐색 ◦ 소 한 나

◦ 나의 진로 탐색
◦ 나의 발견

◦ 나의 체 모습과 진로

Ⅱ.직업

세계의

이해

◦ 직업 세계의 다양성과 미래의 직업

Ⅱ.진로

탐색

◦ 직업의 종류와 일의 세계

◦ 미래의 직업 세계

◦ 직업 세계 탐색
◦ 다양한 교육 기회

◦ 다양한 직업인 탐색◯Ⅰ

◦ 직업에 한 편견 고정 념 극복◯Ⅰ ◦ 나에게 맞는 진로 탐색

Ⅲ.진로의

탐색

◦ 학교 이후의 교육 경로 탐색
Ⅲ.진로

의사

결정

◦ 진로 장벽 갈등

◦잠정 인진로에 한정보의탐색 ․분석 ◦ 합리 인 진로 의사 결정

◦ 다양한 직업인의 역할 모델 탐색 ◦ 나의 희망 직업 선택

◦성공 인 직업생활을 한조건과 직업윤리 ◯Ⅰ◯Ⅲ ◦ 나의 희망 공 선택

Ⅳ.진로

의사결정

계획

◦ 진로 의사 결정 Ⅳ.진로

계획

수립

비

◦ 진로 계획 세우기

◦ 나의 희망 진로와 직업 ◦ 나의 삶의 모델

◦ 학교 이후의 진로 계획 ◦ 진학 비

◦ 진로 계획의 실천과 평생 학습
◦ 취업 비

◦ 행복한 직업생활 ◯Ⅰ◯Ⅲ◯Ⅳ

이상에서 진술되고 있는 진로와 직업의 교육목표를 요약하면 ‘자신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의 탐색과 설계를 한 역량을 기르는 것’이

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한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서의

내용체계를 직업윤리교육의 해당 역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의 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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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로와 직업 교과서의 직업윤리교육 련 내용 분석

진로와 직업의 교육목표와 내용체계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내

용요소는 ‘진로․직업에 한 극 인 태도’,‘삶에서 진로와 직업의 의

미를 이해’와 ‘삶,진로,직업의 의미’,‘성공 인 직업생활을 한 조건과

직업윤리’,‘행복한 직업생활’이다.이러한 내용요소는 진로와 직업 과목

과 직업윤리교육의 련성을 뒷받침한다.

학교 진로와 직업에서 직업윤리교육과 계되는 내용은 단원 ‘Ⅰ.

나의 발견’의 단원 ‘1.삶,진로,직업의 의미’의 소단원 ‘(1)삶,진로,

직업의 의미’와 ‘Ⅱ.직업 세계의 이해’의 단원 ‘3.직업에 한 편견

고정 념 극복’의 소단원 ‘(1)직업과 편견’,‘(2)직업과 성 역할’,그리고

‘Ⅲ.진로의 탐색’의 ‘성공 인 직업생활을 한 조건과 직업윤리’의 소단

원 ‘(2)성공 인 직업생활을 한 직업윤리’이다.

‘Ⅰ-1’의 소단원 ‘(1)삶과 진로,직업의 의미’는 “행복한 삶의 의미와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와 “행복한 삶과 진로와 직업의 계를 설명할

수 있다”를 단원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이곳에서는 행복한 삶과 직업의

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 서술방식은 다음과 같다.

행복한 삶이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치나 의미,보람,만족감을 느

끼는 삶을 말한다.사람마다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나 방법은 다르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 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경제 으로 안정

되어 있다. 한 원만한 인간 계 속에서 자아를 실 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즉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은 자신의 삶의 목표와 꿈을 달성하기 해 스스로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와 련된 직업생활을 통해 보람과 만족을 얻고 있는 것이다.…(

략)… 직업은 생계유지의 수단이며,성실한 사회 역할수행과 자아실

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토 이다.따라서 행복한 삶을

해서는 삶의 목표 설정과 진로와 직업의 선택이 매우 요하다(『

학교 진로와 직업』: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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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은 성취하고 싶은 꿈과,몸과 마음의 건강,경제 안정,원

만한 인간 계 등의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직업은 이러한 요소와

하게 계하며 행복한 삶을 한 토 가 된다.이러한 깨달음을 바

탕으로 체험활동을 통해서는 갖고 싶은 것,하고 싶은 것,되고 싶은 것

등 나의 행복을 한 목록을 거나 행복한 삶의 모습들을 4컷 만화로

그려보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읽기자료에서는 자신이 맡은 청소 일을

즐겁게 하는 청소부의 이야기와 박찬호,오 라 리,조혜련의 미래일

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30년 후 미래일기를 써 보는 활동을 제

안하고 있다.이 소단원은 삶의 행복과 이를 달성하기 한 방법으로써

직업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는 에서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에 해

당한다고 단된다.

‘Ⅱ.직업 세계의 이해’의 단원 ‘3.직업에 한 편견 고정 념 극

복’의 소단원 ‘(1)직업과 편견’,‘(2)직업과 성 역할’은 “직업에 한 편경,

고정 념,비합리 사고 등을 극복하고,바람직한 직업 을 확립할 수

있다”의 목표를 가진다.이 단원에서는 직업이 가지는 의미인 생계유지,

자아실 ,사회 역할분담과 사회의 유지․발 을 되새긴다.그리고 보

수,유행,성 고정 념,학력 등에 의해 특정 직업을 귀하거나 천하게 여

기는 경향을 직업에 한 편견과 그릇된 직업 이라고 규정하고 이의 문

제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에 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자신과 사회 발 에

요한 의미를 가진다.개인의 그릇된 편견과 잘못된 직업 은 다른 사

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사회 부패와 부조리를 낳게 할 수도 있

다.따라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요하지만 직업에 한 편견과 고

정 념을 버리고 일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은 더욱 요하다(『 학

교 진로와 직업』:92).

이곳에서 직업에 한 편견과 그릇된 직업 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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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사회 부패와 부조리와 연결된다고 서술되고 있다.직업 에 해

서는 “개인이 직업에 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나 가치 으로 각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의식이나 가치 을 가지

고 임하는가를 의미한다”고 직 으로 설명한다.그리고 바람직한 직업

을 확립할 것을 구한다.이와 같은 내용을 발 시켜 학생 체험학습

에서는 농부,교사,환경 미화원 등의 직업에 한 가치를 0～100 까지

수를 매기고 이에 한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이를 보

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한 편견과 고정 념을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직업에 한 각종 편견과

고정 념을 나열하고 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어 보게 함으로써

극 으로 개선하려는 노력과 이의 방법에 한 연구를 독려한다.읽기자

료를 통해서는 직업에 한 편견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 과 각종

직업에 한 편견을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 이를 문제 상황으로 인식

하도록 한다.

‘(2)직업과 성 역할’에서는 가장 표 인 직업에 한 편견인 성 고

정 념에 해 생각해보도록 한다.교과서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성 역할에 한 고정 념과 성 차별이 가져오는 직업에 한 성 역할에

한 편견이 합리 이지 않음에 해 설명한다. 를 들어,“무거운 물건

은 남자가 들어야 한다”와 같은 진술들이 구별인지 차별인지에 해 구

분하고 이에 해 이야기하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화 발 리나를

꿈꾸는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빌리 엘리어트’의 이야기를 제시하며 성

역할에 한 편견이 가져오는 갈등에 해 생각해보게 하기도 한다.이

와 함께 다양한 부족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내용과 국회

역사상 첫 여성 방호원 4인방의 이야기를 읽기자료로 제시하여 성 역할

의 구분과 이에 한 편견이 사실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에

해 일깨운다.이 단원은 삶의 행복과 이를 달성하기 한 방법으로써

직업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는 에서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에 해

당된다.



- 93 -

‘Ⅲ.진로의 탐색’의 ‘성공 인 직업생활을 한 조건과 직업윤리’의

‘(2)성공 인 직업생활을 한 직업윤리’는 “성공 인 직업생활을 해

필요한 직업윤리를 말할 수 있다”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윤리

를 알 수 있다”를 목표로 한다.이를 달성하기 해 이 단원에서는 직업

윤리의 의미와 사회에서 요구되는 직업윤리의 종류와 요성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직업은 생계유지의 수단뿐만 아니라 사회 사 자아실 의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따라서 성공 인 직업생활을 해서는 바

람직한 직업윤리가 필요하다.직업윤리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으로서 직업 사회에서의 양심,즉 사회 규범을

의미한다.이는 직업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단의 기 이 되기도 한다.

사회에서 요구되는 직업윤리에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계승되어

온 청백리 정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직업에 한 소명 의식과 성실

성, 문성과 창의성, 동성과 책임의식 등이 있다.이러한 직업윤리

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따라서 성공 인

직업생활을 해서는 바람직한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성과 흥미,

성격,가치 등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 학교 진

로와 직업』:152).

학생 활동을 통해서는 자신의 주변에서 직업윤리의 요성을 일깨워

사례를 찾고 배울 을 거나 반 로 비도덕 인 직업윤리의 사례를

찾고 사회에 미치는 향을 쓰게 한다. 한 계약을 성립시키기 해 거

짓말을 하기 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의 기술 한계를 인정하고 이러한 솔

직함이 경쟁사를 제치고 계약을 따내게 한 더 라스 사의 이야기를 제시

하고 자신이 더 라스 사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와 더 라스 사장이

기술 한계를 인정한 이유에 해 생각해보게 하고 정직할 때와 그 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결과를 비교하게 함으로써 직업생활에서의 정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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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목의 요성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읽기자료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 것을 배려하여 불편함을 참고 작은 의자에 앉아 칼을 가는 할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일에 한 지와 장인정신의 덕목에 해

일깨우고 있다.이와 같은 내용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음으로써 느

끼는 행복감, 지,장인정신 등의 직업에 한 정 인 태도,성실,정

직과 같은 실천 수행을 한 태도 등에 해 표 하고 있다는 과 바

람직하거나 그 지 않은 직업윤리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향을 생각해보게 한다는 에서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에 해

당한다.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에서 직업윤리교육과 계되는 내용은 단원

‘Ⅰ.나의 이해’의 단원 ‘1.삶과 진로 직업’의 소단원 ‘(3)삶과 일’과

‘(4)진로와 직업의 의의’,‘Ⅱ.진로 탐색’의 단원 ‘4.다양한 직업인 탐색’,

‘Ⅳ.진로 계획 수립 비’의 단원 ‘5.행복한 직업생활 부분’의 소단

원 ‘(2)건 한 직업 ’이다.

‘Ⅰ.1.(3)삶과 일’의 단원목표는 “삶과 일의 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다.구체 내용은 삶의 과정으로서의 일,삶에서의 일의 가치,삶과

일의 긴장과 조화로 요약해볼 수 있다.이는 실과 교과나 학교 진로와

직업에서 설명한 일의 의미에 한 설명과 동소이하다.특이한 것은

‘삶과 일의 긴장과 조화’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이다.여기에서

는 삶과 일이 긴장 계에 있을 수 있다는 을 다음과 같이 일깨운다.

자신의 인생 목표, 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생활양식에 부합하

지 않는 일과 직업을 선택하 을 경우,분명 어느 한쪽에 자신을 맞추

어야 한다.자신의 인생 목표와 생활양식에 맞는 일과 직업을 새롭게

탐색하여 선택하거나,이미 선택한 일과 직업에 맞추어 인생목표와 생

활양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기 수 과 직업 실 사이에 이러한 긴장이 발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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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것이다.자신과 직업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조화시켜 타

할 것인가 하는 이 직업인으로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한 긴장을 명하게 극복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등학교 진로와 직업』:16).

의 내용은 자신의 인생목표나 가치 생활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기 수 과 직업 실 사이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을 알게

한다.하지만 이에 한 결정은 각자의 과제가 된다.이에 한 사고를

심화시키기 해 교과서는 공정 여행가 임 신 씨와의 꿈과 직업에 한

인터뷰를 제시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직업 선택 시 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써보도록 하여 구체 사례를 통해 사고를 진시키고

있다.

‘Ⅰ.1.(4)진로와 직업의 의의’의 목표는 “진로와 직업의 의의를 말할

수 있다”이다.구체 교과서 내용은 진로의 의미와 직업의 의미에 한

것으로 실과 교과서와 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서와 마찬가지의 내

용을 제시한다.다만 이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해 직업을 의미하

는 다양한 어 단어(work,calling,job,occupation,vocation,business,

profession)를 제시하고 이의 의미 차이를 언 하면서 일과 여가,그리고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보게 하여 각자가 직업에

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다음의 활동 자

료에서는 직업의 구성요소인 윤리성,사회성,경제성,계속성 에서 자

신이 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해 생각하고 주변의 직업인들과 같은 주

제에 해 경험담을 이야기하도록 한다.직업의 윤리성은 “개인이 가지

고 있는 소질과 성에 따라 개성을 발휘하여 사회의 공동생활에 기여하

고,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등학교 진로와 직업』:22)

로 설명되어 있다.이는 사회와 공동선에 기여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

이다. 한 심화읽기 자료에서는 신세 마술사 최 우가 직업을 얻기

해 고군분투했던 노력을 서술하고 이에 해 느낀 을 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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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 소단원은 직업의 다양한 의미를 일깨워주고 이를 얻기 한 노

력을 통해 직업의 소 함을 깨닫게 해 다는 에서 직업윤리교육의 내

용 역 ‘Ⅰ 역’에 해당된다.

단원 ‘Ⅱ.진로 탐색’의 단원 ‘4.다양한 직업인 탐색’은 ‘(1)

사회와 다양한 직업인’,‘(2)다양한 진로 선택 과정과 직업생활’,‘(3)존

경받는 성공한 직업인’의 세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된다.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1. 사회에서의 직업인의 다양성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

다.”,“2.다양한 직업인의 진로 선택 과정과 직업 생활을 설명할 수 있

다.”,“3.사회 으로 존경받는 성공한 직업인을 심으로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이다.

소단원 (1)에서는 일이 가지는 자아실 과 사회 기여의 역할을 강조

하고 이를 통한 성취감과 행복감이 행복한 삶의 토 가 된다는 을 서

술한다.이와 같은 일의 의미는 실과나 학교 진로와 직업에 반복 으

로 서술되고 있다.소단원 (2)에서는 개인의 직업 성취를 해서는 의

지와 꾸 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이에 한 구체 서술은 다음

과 같다.

직업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어 내려는 의지와 꾸 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수행하고 달성해 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난 이 존재하며,이를 극복하고 통과하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그러

나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가는 길은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으

며,꿈을 이룸으로써 직업에 한 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

다. 개개인의 직업 성취가 결국 사회의 발 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개인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사회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고등학

교 진로와 직업』:90).

의 서술에 제시되고 있듯이 직업을 통해 성취감와 만족감을 느끼고

개인의 직업 성취가 곧 사회의 발 에 기여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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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책임 완수와 이어진다는 사실은 바로 이 단원인 (1)단원의 내용

과 유사하다.(2)단원에서는 세계 요리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요리사

와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성공 원동력과

자신에게 주는 의미에 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활동을 제시한다.요리

사가 되기 해 택했던 유학 생활과 언어소통의 불편함,외국인에 한

차별과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어려움 등 각종 고난을 극복하게 도와

원동력을 통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인내의 요함과 이를 통해 얻게

된 직업의 소 함을 깨우치게 해 다.이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진로 포

부,인생행로,진로선택 과정과 직업생활에 해 작성하고 발표하는 활동

과 직 성공한 직업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다짐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이처럼 역경과 난 을

극복하고 꿈을 향한 노력을 즐거운 여정으로 승화시키는 개인 차원의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내용은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과 계한다.

‘Ⅱ.4.(3)존경받는 성공한 직업인’은 앞의 두 단원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존경받는 직업인의 성공요인이 되는 자신의 일에

한 열정과 애정,꿈을 이루기 한 끊임없는 노력,자아실 과 함께 사

회 기여,이들의 도 정신 등을 제시한다.심화 자료를 통해서는 아시아

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의 사하

고 연구하던 삶을 소개하며 이에 한 느낌을 어보도록 하고 있다.

한 자신이 존경하는 직업인을 선정해서 친구에게 이 인물을 소개하고 그

이유와 본받고 싶은 에 해 소개하게 한다.이 역시 일의 의미와 소

함에 한 자각과 계하며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에 해당한다.

단원 ‘Ⅳ.진로 계획 수립 비’의 단원 ‘5.행복한 직업생활 부

분’의 소단원 ‘(2)건 한 직업 ’에서는 건 한 직업 을 지니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한 직장 생활 을 다루고 있다.구체 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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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직장 생활의 지침이 되는 것이 바로 건 한 직업 을 지니는

것이다.

건 한 직업 은 첫째,자아실 ,생계유지 수단 그리고 사회 사 정

신 등을 가리킨다.둘째,자유 민주 사회를 발 시키는 역군으로서의

책임과 경제 발 의 주 원동력이라는 자각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녀야

한다.셋째,단순한 풍요보다 일하는 삶의 질을 더 존 하는 가치 과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넷째,직책과 업무를

빙자한 부정부패를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 로 건 한 직업 은 낙업( 業),경업(敬業)그리

고 근업(勤業)과 같은 3요소로 표 할 수 있다.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여 상호 간에 건 하고 건강한 인간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 한 인간 계의 이해와 비를 해야 한다.직장

내 가장 기본 인 인간 계에서는 바른 과 건 한 도덕 생활이 요

구된다.직장 생활에 용되는 직장 과 직업윤리로서 업무상 기본

,고객 동료를 하는 ,상사(고용주)를 하는 ,그리

고 부하(고용인)를 하는 을 들 수 있다(『고등학교 진로와 직

업』:231).

이 단원에서는 의 내용을 다양한 읽기자료와 활동자료를 통해 깨닫

도록 한다.먼 건 한 직업 과 련해서는 이윤보다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회 기업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업을 통해 추구하

는 가치에 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그리고 흑산도 가난한 어부

의 아들로 고졸 출신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호그룹 상무가 된 윤생진

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가능을 극복하고 운명과 맞서 꿈을 이룬 신화를

소개하여 원하는 직업인이 되고자 하는 성취동기를 자극한다.이와 더불

어 지속 행복은 끊임없이 유익한 일과 사색이 결합된 생활이라는 칼

힐터의 행복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성취의 과정을 지속 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강조한다.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직업의 의미와 함께 직무수행

에 한 기능 이고 도덕 인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 직업윤



- 99 -

리교육의 ‘Ⅰ 역’과 련을 가진다.

다음으로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한 구체 방법과 련해서는 다양한

출처를 가지는 자료를 통해 각종 기술 지침을 안내해 다.우선 다른

분야에 한 상식과 포용력,소통능력, 정 생각,끊임없는 공부,나의

한계 극복 등 성공을 한 다섯 가지 자세를 제시한다.그리고 개인의

주 행복 지수의 변화를 악,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에 한 자료

를 제시하여 다양한 방법에 한 조언을 제공한다.다음으로는 인간 행

동의 4가지 기본 욕구인 성취,결속,이해,방어를 서술하고 직장 내에

서 성취동기를 강화하는 법에 해 알려 다.그리고 업무상 ,고객

동료 계 ,상사를 하는 ,부하를 하는 등 건 한

인간 계를 한 구체 직장 을 안내한다. 한 직장 내 발생하는

갈등과 이의 해결을 한 동료들을 신 하고 진지하게 하는 태도를 강

조하는 직장 내 갈등 계와 스트 스 해소하는 방법에 한 정보를 제

공하기도 한다.○○회사의 사보에 실린 “직장 내 커뮤니 이션 스킬(조

직 내 갈등 해결 10가지 항목)”에 한 칼럼은 회피나 타 이 아닌 갈등

의 근본 해결방법에 해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실제 직업생활에서 발

생할 수 있는 갈등의 문제에 명하게 처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해

다.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 내에서 부서 간에 업무가 서로 상충되고,부서 내에서 욕구와

이해 계가 서로 립되어 갈등 계가 발생할 수 있다.갈등 계의

한 로,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최○○과장은 회사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 장의 간섭을 더는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은 최 과장에게

업무와 무 한 사소한 내용까지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최 과장은

장과 몇 번의 화를 시도했으나 장은 자신의 업무 지식에 하여

언 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다.인간성이 좋다는 말을 듣는 최

과장이었지만 결국 사표를 제출하기로 마음을 굳혔다.이와 같은 갈등

은 장 의 상사나 리자가 나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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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야 한다.

다음의 열 가지 항목에 유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조직 내 갈

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감정을 드러내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 단도 하지 말고 문제만을

말한다.

2.정반 되는 의견을 말하게 하고 극 으로 경청하여 상 방이 원

하는 것을 빨리 악한다.

3.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고,상 방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자신과 상 방이 원하는 에서 문제를 다시 한 번 악한다.

5.양자가 동의할 수 있는 목표나 조건을 함께 만들어 본다.

6.나올 수 있는 차선의 해결책들을 서로가 인스토 한다.

7.두 사람의 원하는 바를 만족시킬 가능성이 가장 많은 해결책을 선택

한다.

8.실질 인 목표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고, 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

지를 정한다.

9.계획을 실행한다.

10.공동 목표에 따라 성공 여부를 평가한다(『고등학교 진로와 직

업』:236).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직장 내 갈등 문제와 이에 한 구체 해결

방법과 노하우를 가르쳐 다는 에서 ‘Ⅲ․Ⅳ 역’과 연 된다.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내용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직업을 얻기 한 탐색과 비에 방 을 두고 있다는 이다.

진로와 직업에서는 인간의 삶,직업,행복의 문제를 서로 연결하여 설명

하는데 행복한 삶의 모습은 곧 특정 직업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구체

화된다.이는 행복한 삶을 하기 해서는 반드시 특정 직업인이 되

어야만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진로와 직업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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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탐색하고 이를 실 해 내기 한 꾸 한 노력과 강한 성취동기

의욕을 자극한다.이는 성공한 직업인의 모습,꿈을 이루기 한 불굴

의 노력 등 다양한 사례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둘째,실과와 다르게 직업윤리에 한 정의를 직 으로 제시한다는

이다.직업윤리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

으로서 직업 사회에서의 양심,사회 규범”으로 정의된다.그리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응할 수 있는 직업윤리의 덕목으로 직업에 한 소명의

식,성실성, 문성,창의성, 동,책임의식과 통 덕목인 청백리와

장인 정신으로 들고 있다.

학교 진로와 직업은 주로 ‘Ⅰ 역’을 심 으로 다루고 있으며,일

부 ‘Ⅲ 역’을 다루고 있다.이에 비해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은 ‘Ⅰ․Ⅲ

역’과 더불어 행복한 직장생활을 한 구체 인 직장 내 인간 계에서의

과 갈등 해결을 한 기술들을 안내하고 있다는 에서 ‘Ⅳ 역’과

계한다.직업윤리가 비단 자신의 일 역할을 책임 있게 완수하는 것에

서 끝나지 않고 직장 내에서 원만한 인간 계를 유지하는 것과도 계한

다는 것을 지 하고 있다는 것은 직업윤리에 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직

업생활에 해 좀 더 실 을 가지게 한다.이러한 은 일을

‘객체화’로서가 아닌 ‘주체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이에 따라 직업윤리교

육은 좀 더 실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셋째,직업윤리교육의 방식에서 학생의 능동 참여를 강조한다는

이다.교과서는 내용 설명보다는 다양한 읽기자료와 련정보,학생 활동

지의 제공에 월등하게 많은 비 을 두고 있다.이를 통해 학생들의 능동

참여를 독려한다.텍스트 심이 아닌 컨텍스트 심의 진로교육은

새로운 시 의 진로교육의 패러다임으로 권장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

주도 ․주 ․구성주의 이며 사회 계망을 강조하는 최근의 진로

교육의 흐름이다(임언 외,2008:311).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이와 같은

최근의 흐름을 극 으로 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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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로와 직업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한계

진로와 직업은 독립된 과목을 통해 일과 직업이라는 주제에 집 해서

교육활동을 개하고 있다는 강 을 가지고 있다.이는 앞서와 같이 직

업에 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실효성 있는 직업윤

리교육의 가능성을 열어 다.

그러나 직업윤리교육과 련한 내용에서 진로와 직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교과목표에서 ‘직업에 한 극 이고 정 인 태도 형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요소는 이를 충분하게 반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한계는 실과(기술·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교의

경우,14개의 단원 에서 3단원(21.4%),고등학교에서는 18개의 단

원 에서 3단원(16.7%)만이 직업윤리교육과 연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

을 뿐이다.물론 이러한 비율이 여타 교과,특히 앞서 살펴본 실과와 비

교할 때 다고 말할 수는 없다.그러나 진로와 직업이 직업에 집 한

교육활동을 해 개설된 교과임을 감안해볼 때,직업윤리교육의 비 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직업 진로교육에서 직업윤리의

요성이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드러낸다.이는 실제 학교 장

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시간에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내용이 소외된 채

진로 성 탐구나 직업 탐구 쪽에 치우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우 권,2013:59).

둘째,진로와 직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사실 진로와 직업의 효과

를 의문시하는 입장은 꾸 하게 지 되고 있다(박경미,2005;20-21;임

언 외,2008:74).우선 진로와 직업이 진로 선택 정보 탐색과 같이

제한된 역의 교육에만 치 하고 있어 다양한 국면의 진로 개발 역

량32)을 지속 으로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다음으로는 고

32)정윤경 외(2011)는 진로교육의 목표를 ‘학생들이 진로 개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이때 진로 개발 역량이란 ‘개인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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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의 경우 교육 내용이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합하게 구성되어 특

성화고등학교나 특수학교 재학생들에게 맞지 않는다. 다른 지 은 좀

더 근본 인 것으로 교육의 효과에 한 의문이다.사실 진로와 직업은

일선 고교에서 이를 담당하는 담 교사에 의해 교육되고 있지 못하고

여러 명의 교사에 의해 동 학습의 형태로 운 되고 있다.더욱 심하게

는 수업 시수를 조정하기 해 나눠 갖기 식으로 운 되고 있는 곳이 일

반 이다.따라서 이를 담당하는 교사는 부분 학기가 시작되기 직 에

여의치 않게 진로와 직업 과목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부분이다.이

러한 상황에서 수업이 과연 효과 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해서는 의

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물론 일변에서는 다양한 공을 가진 교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 을 거론하기도 한

다.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진로와 직업 담 교사 연수를 통해 이를 담

당하는 교사의 문성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거론하기도 한다.그

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체계 인 방식으로 담당 교사가 결정되

며 이들에 의해 운 되는 실은 여 하다.더구나 입시 과목과는 동떨

어진 과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 의욕을 보이지 않는

다.이 은 교사 역시 마찬가지이다.자신의 공과 동떨어진 과목의 교

육에 열의와 문성을 느낄 리는 만무하다.이러한 실 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 있어서 진로와 직업 수업은

부분 자율학습 시간으로 운 되고 있다(박경미,2005;20-21;임언 외,

2008:52-55)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로와 직업을 통한 내실 있는 직업윤

리교육을 기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셋째,교육 실천 방법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사실 진로와 직업에

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읽을거리와 학생활동 자료는 그 자체로 많은 논

개인이 일생 동안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경험을 자기 주도 이며 합리 으로 선택,

비,비교 평가하며 리할 수 있는 지식,기술(skill) 태도’를 의미한다.진로 개발

역량은 ① 자기 이해 정 자아 개념과 태도 형성 ② 직업 세계의 이해 정

가치․태도 형성 ③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 탐색․해석․활용 ④ 진로계획의 수

립․ 리․실천 ⑤ 진로 개인 삶의 목표 달성을 한 평생학습 참여의 5가지로 분류된

다(정윤경 외,2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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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생산해낼 수 있다.그러나 부분의 활동들이 읽고 그 느낌에 해

쓰는 구성으로 취하고 있다.이는 자료의 가치를 사장시키는 것이다.제

아무리 좋은 교육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교육하는 교사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료의 가치는 빛을 잃게 된다.자료의 가치

를 제 로 활용할 수 있는 문가로서 교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목 에

부합하는 체계 인 교육을 기 하는 것은 욕심일 수 있다.더구나 지식

이 아닌 가치와 태도를 교육하는 것은 고도의 문성을 요구한다.따라

서 충실한 직업윤리교육이 되기 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가치 의 교

육에 한 문 지식을 가진 문가로서의 교사의 존재이다.

넷째,직업윤리교육의 ‘Ⅱ․Ⅲ 역’에 한 논의가 부족하다.물론 윤

리 가치이나 단 기 에 한 교육은 진로와 직업 교과목의 성격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윤리교육에서 이러한 가치

단 기 에 한 논의가 부족하게 되면 직업윤리교육은 실체 없는 형식

이 되어버릴 우려가 크다.직업생활에서 통념과 행이라는 이름으로 자

행되는 부당한 일들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고,다양한 가치가 얽 있는

갈등 상황에서 윤리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해서는 가치에

한 교육이 필수 이다.

그러나 진로와 직업 과목은 과목의 성격과 목표에 드러나듯이 직장이

라는 공간의 부당함이나 부정의함을 개선하기보다는 이 공간을 이해하고

탐색하여 이에 입문하기 한 역량을 키우는 일에 을 두고 있다.이

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본다면,진로와 직업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의 한계

는 교과 자체 내에서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상과 같이 진로와 직업 교과서의 내용에서의 한계와 실제 으로 교

과가 운 되는 방식을 동시에 고려해본다면 진로와 직업을 통하여 온

한 직업윤리교육을 기 하는 것은 무리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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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타당성

1)도덕과 교과서에서 직업윤리교육의 황

(1)도덕과의 성격 목표

도덕과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을 익히고,인간과 사

회,자연ㆍ 월 존재와의 계 속에서 올바른 도덕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며,다양한 도덕 문제에 한 민감성과 사고력 단력을 향상

시킨다.그리고 도덕 앎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천 동기 능

력을 함양하여,개인의 바람직한 가치 확립과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

계의 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이다.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 다양한 도덕 문제에 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 올바른 단능력과

덕성 바람직한 가치 을 확립하여 각자 자율 이고 통합 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데 역 을 둔다.

도덕과는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체계 으로 다

룬다.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에 해 윤리학 근을 심으로 연 된

여러 학문의 근 방법을 활용하여 그 해결방법을 모색한다.도덕과는

도덕 사고력과 단력의 향상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도덕 실천을

지향하고 있어 도덕과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활동들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극 권장되고 있다.

도덕과는 학년에 따라 각기 다른 교과목으로 교육되고 있는데 ․

학교에서는 공통과목인 도덕이며,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인 생활과 윤

리,윤리와 사상이다. 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 교과인 ‘도덕’의 교과목표는 다음과 같다.

자신과 우리·타인,사회ㆍ국가ㆍ지구공동체,자연ㆍ 월 존재와의

계에 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을 익히며,삶의 다양한 역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 한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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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기르고 도덕 사고력과 단력,도덕 정서,실천 의지 능력

을 함양하여 자율 이고 통합 인 인격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교과목표는 학생의 성숙도에 따라 ․ 학교의 계에 따

라 도덕 가치ㆍ덕목의 이해 정도를 다르게 한다.그리고 등학교에서

는 ‘행동 능력과 습 의 함양’이 강조되고 학교에서는 ‘도덕 문제에

한 민감성과 단력,실천 의지와 같은 도덕 능력과 태도’가 강조되어

진술된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목표가 다르게 진술된다.

생활과 윤리는 “생활의 제 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의미와 성격을

윤리 에서 이해하며,이를 바람직하고 합리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윤리와 사상은 “동‧서양

한국의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을 통해 사회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윤리

문제들을 성찰하고 이를 도덕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게 함”을 목표로 한다.

물론 학교 과 과목에 따라 진술되는 교과목표의 약간의 차이가 있

다.하지만 도덕과는 공통 으로 도덕 가치와 덕목을 이해하고,이를

기반으로 하여 도덕 민감성과 사고 단력을 기르며,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학교 도덕 교과서의 내용체계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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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역

등학교
학교 1～3학년군

3․4학년 5․6학년

도덕

주체

로서

의 나

(가)소 한 나

(나)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삶

(다)성실한 생활

(라)반성하는 삶

(가)감정의 조 과 표

(나)자기행동에 한책임감

(다)자 심과 자기 계발

(라)제하는 생활

(가)도덕의 의미

(나)삶의 목 과 도덕

(다)도덕 성찰

(라)도덕 실천

(마)인간 존재의 특성

(바)자율과 도덕

(사)도덕 자아상

(아)공부와 진로

(자)도덕 탐구

우리
ㆍ
타인
과의
계

(가)화목한 가정

(나)친구 간의 우정과

(다)감사하는 생활

(라)이웃 간의 도리와

(마)인터넷

(바)서로 돕는 생활

(가)정보사회에서의

올바른 생활

(나)웃어른 공경과

(다)배려하고 사하는

삶

(라)화와 갈등 해결

(가)가정생활과 도덕

(나)친구 계와 도덕

(다)사이버윤리와

(라)이웃에 한

배려와 상호 동

(마)타인 존 의 태도

(바)평화 해결과

폭력 방

(사)청소년문화와윤리

사회
ㆍ
국가
ㆍ
지구
공동
체와
의
계

(가)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규칙

(나)나라에 한사랑과 지

(다)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노

력

(라)다문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삶

(가)인권 존 과 보호

(나)법과 규칙의 수

(다)공동체의식과시민의역할

(라)공정한 행동

(마)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

습

(바)지구 시 의 인류애

(가)인간 존엄성과 인권

(나)문화의다양성과도덕

(다)분단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라)바람직한통일의모습

(마)사회 정의와 도덕

(바)개인의 도덕 삶과

국가의 계

(사)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아)세계화 시 의

우리의 과제

자연ㆍ
월
존재와
의
계

(가)생명의 소 함

(나)자연사랑과

환경보호

(가)참된 아름다움

(나)사랑과 자비

(가)환경 친화 인 삶

(나)삶의소 함과도덕

(다)과학 기술과 도덕

(라)문화와 도덕

(마)마음의 평화와

도덕 삶

(바)이상 인인간과

사회

<표 9> ․ 학교 도덕의 내용체계

다음으로 고등학교의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내용체계를

직업윤리교육의 련 역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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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역 주제 역 주제

생활

과

응용윤리

◦ 생활과 응용 윤리의 필요성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

◦윤리 문제에 한 다양한 근

윤리사상
과

사회사상
의의의

◦인간의 삶과 윤리 사상

◦이상 사회의 구 과 사회사상◯Ⅰ◯Ⅱ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에 한 탐구

생명

ㆍ

성

ㆍ

가족윤리

◦삶과 죽음의 윤리

◦생명 과학과 윤리

◦성과 사랑의 윤리

◦가족 계의 윤리

◦친구․이웃 계의 윤리 동양과

한국윤리

사상

◦동양과한국윤리사상의흐름과특징◯Ⅰ◯Ⅱ

◦유교 사상의 연원과 개◯Ⅰ

◦유교 사상의 특징

◦한국 유교 사상의 특징과 의의

◦불교 사상의 연원과 개

◦불교 사상의 특징

◦한국 불교 사상의 특징과 의의

◦도가ㆍ도교 사상의 연원과 개

◦도가ㆍ도교 사상의 특징 한국

통사상과의 융합

◦한국 고유 사상의 특징과 의의

과학기술

ㆍ

환경

ㆍ

정보윤리

◦과학 기술과 윤리

◦인간과 자연의 계

◦환경 문제에 한 윤리 고려

◦정보 사회와 윤리

사회윤리

와

직업윤리

◦사회의 도덕성과 사회 윤리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

◦인권 존 과 공정한 사회

◦직업의 의의와 직업생활의 윤리

책임
서양윤리

사상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과 특징

◦상 주의 윤리와 보편주의 윤리

◦이상주의 윤리와 실주의 윤리

◦쾌락주의 윤리와 욕주의 윤리

◦그리스도교윤리(로테스탄티즘윤리)◯Ⅰ

◦경험주의와 이성주의

◦결과론 윤리와 공리주의

◦의무론 윤리와 칸트주의

◦실용주의 윤리와 실존주의 윤리

◦ 의 덕 윤리와 배려 윤리

문화와

윤리

◦미 가치와 윤리 가치

◦종교와 윤리

◦의식주의 윤리 문제

◦다문화 사회의 윤리

문화와

윤리

◦미 가치와 윤리 가치

◦종교와 윤리

◦의식주의 윤리 문제

◦다문화 사회의 윤리 사회사상

◦개인과 자율

◦공동체와 연

◦국가와 윤리◯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윤리◯Ⅱ

◦사회 정의◯Ⅱ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Ⅰ◯Ⅱ◯Ⅲ◯Ⅳ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 함의◯Ⅰ◯Ⅱ

평화와

윤리

◦민족 통합의 윤리 과제

◦지구 의 윤리 상황과 과제

<표 10>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의 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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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덕과 교과서의 직업윤리교육 련 내용 분석

도덕과의 목표에서 직 으로 직업이나 직업윤리와 련되는 내용을

발견할 수는 없다.하지만 도덕과 교과서의 내용체계는 직업윤리교육과

의 한 련성을 보여 다.직업윤리교육과는 조 다른 이야기이지

만 많은 연구를 통해 도덕과는 진로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수 있

는 거의 유일한 교과로 진로교육과의 통합교육이 극 으로 도모되고

있다.이는 진로교육이 성,흥미 심의 자기이해,직업세계 이해,의사

결정 등에 편 되어 있어 타인과의 정 인 상호 작용,직업인으로서의

윤리,평생학습의 필요성과 같은 주제가 소홀하게 다루는 반면 도덕과

교육은 인성교육,시민의식,책무성 강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의 한

계에 한 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논리에 의해 도덕과 교

육과 진로교육과의 통합교육에 한 논의는 꾸 하게 제안되고 지지되고

있다(임언 외,2008:215-216;이지연 외,2009;이미식,2013).이와 같은

논리를 도덕과 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의 계에 용해보면 도덕과의 목표

와 내용은 직 으로 직업이나 일을 주제와 소재로 언 하고 있지는 않

지만 도덕과가 목표하는 건 한 가치 의 내면화와 도덕 사고와 단

능력,올바른 품성 등은 직업윤리교육과 하게 연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 성에도 불구하고 도덕과에서의 일과 직업생활

에 한정되지 않은 도덕성에 한 서술은 직업윤리교육과의 련성을 분

석하는 틀을 사용하여 분석연구 시 매우 애매한 상황을 낳는다.이와 같

은 애매성은 등학교 교과서 분석 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를 들어 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냈을 때 내 기분은 어떨까요? 충 마무

리 지었을 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청소 당번으로서 우리 반 교실을 성실하게 청소하면 어떨까요?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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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친구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소방 이 성실하지 않다면,의사가 성실하지 않다면,군인이 성실하

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도덕4』:11)

의 물음은 ‘도덕 주체로서의 나’ 역의 ‘(다)성실한 생활’에 해

당하는 교과서의 내용이다.학생들은 의 물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보

고 친구들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

은 성실한 생활의 요성을 자각하게 된다.자기 자신,청소당번,의사로

서의 역할로 확 되는 나의 성찰의 범 는 도덕과 교육의 내용 구성 원

리가 되는 ‘가치 계 확장법’을 용한 것이다.여기서 ‘가치 계’란 도

덕 주체와 사고 상(객체)간 계를 의미하며,이 계는 ‘도덕 가

치’에 의해 규정되고 이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가치

계 확장법’은 도덕 주체가 성찰하는 상의 범 가 도덕 가치를

심으로 차 확장되어 가는 방식을 의미한다.도덕 주체가 성찰하는

상은 4가지 역으로 범주화되는데,<표 9>에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Ⅰ.도덕 주체로서의 나’,‘Ⅱ.우리․타인과의 계’,‘Ⅲ.사회․국가․지

구 공동체와의 계’,‘Ⅳ.자연․ 월 존재와의 계’이다(정창우,2013:

410).일과 직업생활은 가치 계의 ‘Ⅲ.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계’에 해당한다.그러나 일은 꼭 보수를 받거나 신체 인 활동만으로 한

정되지 않는다.타인을 한 사를 일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나 연

구나 창작 활동과 같이 정신 이고 창조 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본다면 일과 직업생활은 가치 계의 ‘Ⅰ.도덕 주체로서의 나’와

‘Ⅱ.우리․타인과의 계’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이에 따라 앞서 제

시한 <표 9>의 ․ 학교 도덕의 내용체계에서 가치 계 ‘Ⅳ.자연․

월 존재와의 계’를 제외한 모든 가치 계 그 하 의 내용요소는

모두 직업윤리교육과 직 으로 연 된다.

구체 으로 도덕 교과서의 가치 계와 직업윤리교육의 내용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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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계 직업윤리교육 련 도덕과 교육의 내용요소
직업윤리교육

내용 역

도덕

주체로서의나
자율,성실,반성,감정의 조 과 표 ,자기계발, 제,탐구 Ⅰ

우리

ㆍ

타인과의

계

감사, 사,배려,도리 Ⅰ

계와 도덕, ,윤리,타인존 ,배려,우정 Ⅲ

동, ,배려, 화,갈등 해결,평화 해결,폭력 방,타인존 Ⅳ

사회ㆍ국가

ㆍ

지구공동체

와의 계

공동체의식, 계, 지,국가구성원,공공장소,질서,규칙,공정,인류애 Ⅰ

인권,규칙,법,공정,사회 정의 Ⅱ

질서,규칙,사회 정의,인권 존 ,공동체 의식,공정 Ⅲ

연 성을 분석하면 가치 계의 ‘Ⅰ.도덕 주체로서의 나’는 자율,성실,

반성,감정의 조 과 표 ,자기계발, 제,탐구 등 일과 직업에 한

정 가치 이나 태도를 내용으로 다룬다는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과

연 된다.

‘Ⅱ.우리․타인과의 계’는 감사, 사,배려,도리 등의 내용으로 한

다는 에서 역시 ‘Ⅰ 역’과 계한다.동시에 계와 도덕, ,윤리,

타인존 ,배려,우정 등을 다루고 있다는 에서 ‘Ⅲ 역’과 계한다.

그리고 동, ,배려, 화,갈등 해결,평화 해결,폭력 방,타인

존 등을 다루고 있다는 에서 ‘Ⅳ 역’과 연 을 가진다.

‘Ⅲ.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계’는 공공장소,질서,규칙,공동

체의식,공정,인류애,국가 구성원, 계, 지 등을 다룬다는 에서 ‘Ⅰ

역’과 계한다.그리고 인권,규칙,법,공정,사회 정의를 다룬다는

에서 ‘Ⅱ 역’과 연 된다. 한 질서,규칙,사회 정의,인권 존 ,공동

체 의식,공정 등을 다룬다는 에서는 ‘Ⅲ 역’과 계한다.

도덕과 교육의 내용 구성 원리가 되는 가치 계와 직업윤리교육의

내용 역의 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 학교 도덕의 가치 계와 직업윤리교육 내용 역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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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고등학교의 생활과 윤리를 살펴본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직업윤리교육과 직 으로 련되는 내용

은 ‘Ⅰ. 생활과 응용윤리’의 단원 ‘01 생활과 응용 윤리의 필요

성’,‘02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03윤리 문제에 한 다양한 근’,

‘Ⅳ.사회윤리와 직업윤리’의 단원 ‘03인권 존 과 공정한 사회’,‘04직

업의 의의와 직업생활의 윤리 책임’이다.

생활과 윤리는 생활의 제 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삶의 역은

결코 단 이지 않으며 교차하고 상 한다.따라서 이 공간을 일상생활

과 직업생활로 분 하여 분석하는 일은 생활과 윤리에서 억지스러울 수

있다. 를 들어 ‘Ⅲ.과학기술ㆍ환경ㆍ정보윤리’의 단원 ‘과학 기술과

윤리’는 과학 기술의 의미와 본질,과학 기술에 한 가치 립 태

도의 문제 ,과학 기술의 성과와 윤리 문제,과학 기술에 한 올바른

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와 같은 내용에서 직업윤리교육과의 련

성은 찾아볼 수 없다.하지만 과학 기술의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직업인

으로서 과학 기술자의 윤리 입장에 한 논의는 직업윤리와 직 으

로 연결된다.이와 같은 련성은 생명ㆍ성ㆍ문화․평화,심지어 종교를

다루는 단원에도 해당된다.생활과 윤리의 모든 단원은 그 분야에 종사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직업윤리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생활과 윤리 교과서 분석에서는 구체 인 단원을 언 하기 보

다는 직업윤리교육의 각 내용 역에 해당하는 표 인 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과 진술방식을 으로 살펴볼 것이다.우선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과 련해서 ‘Ⅳ.사회윤리와 직업윤리’의 단원 ‘04직업의 의의

와 직업생활의 윤리 책임’의 소단원 ‘1.직업의 의의와 직업 성공의

도덕 의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직업의 종류와 상 없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직업인이 지녀야 할

윤리 기본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우선 소명 의식과 사회 책임

을 지녀야 한다.우리는 제각기 자기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자기가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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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분을 직업 양심을 지니면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성을 길러야 한다.자신이 맡은 일에 하여 문성을

가질 때,우리는 다른 동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업무도 제 로

수행할 수 있다.특히, 사회에서 직업 수행에 문 인 기술과 지

식이 필요하므로 문성의 제고는 직업윤리의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인간애와 연 의식을 지녀야 한다.인간애와 연 의식

은 직장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이바지하며,

직업의 세계에서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한 계기가 된다.

사회에서의 직업 성공은 생계직으로서 경제 부를 얻는 것

도 요하지만,직업에 임하는 사람이 직업인으로서 올바른 가치 과

자세를 지니는 것이 더 요하다.따라서 직업 성공은 올바른 직업윤

리 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한 도덕 이어야만 의미가

있다(『생활과 윤리』:175)

의 내용은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윤리 기본자세로 소명 의식,사

회 책임,직업 양심, 문성 제고,인간애,연 의식 등을 강조하고

있다.실과는 직업윤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건 한 직업 을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진로와 직업은 직업윤리를 직업에 종사하

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으로 서술한다.이와 비교한다면 생

활과 윤리에서의 직업윤리에 한 서술은 좀 더 자발 이고 계 요소

에 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직업윤리교육의 ‘Ⅱ 역’과 련해서 ‘Ⅳ.사회윤리와 직업윤리’의 단

원 ‘04직업의 의의와 직업생활의 윤리 책임’의 소단원 ‘2.기업가와 근

로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기업 경 에서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공익사업에 극 참

여하는 기업의 사회 책임 역시 요구된다.기업의 사회 책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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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범 와 련하여 ‘소극 지’의 성격을 지니는 것과 ‘극

의무’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소극 지’는 고

용 차별,불합리한 해고,기업 활동으로 말미암은 환경오염과 같은 문

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업에 부과하는 최소한의 사회 책임과 련되

는 것으로,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는 행 의 지를 의미한다.이에

비하여 ‘극 의무’는 장애인 고용,소외된 지역 내에서의 공장 설립,

술 교육 사업 지원 등과 같은 기업의 사회 책임을 지향하는 것

으로,특정 가치를 극 추구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략)…

먼 ,근로자의 권리에 해서 알아보자.근로자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직장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릴 권리가 있다.

이를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작업 환경,질병이나 노쇠

는 강요된 실직 등에 의한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는 여건 등

을 제공받아야 하며,인종,종교,교육 등의 차이 때문에 차별받지 말아

야 한다. 한,근로자는 정 임 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법 으로

최 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더 나아가,사용자가 불법 인 일을

지시할 때,이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생활과 윤

리』:176)

생활과 윤리는 직업윤리교육 내용 역의 ‘Ⅱ’와 련해서 기업의 사회

책임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킨다.이는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는 행

의 지라는 소극 지와 소외받는 사람,지역,사업 등에 한 극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 근로자의 권리의 개념을 언 하며 근

로자이기 이 에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이 직업생활에서 어떻게 구 되어

야 하는지에 한 지향 을 밝히고 있다.참고로 직업윤리교육의 ‘Ⅱ

역’에 한 진술은 실과나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직업윤리교육의 ‘Ⅲ 역’과 련해서 ‘Ⅰ. 생활과 응용윤리’의 단

원 ‘03윤리 문제에 한 다양한 근’의 소단원 ‘2.행 의 결과를 시

하는 공리주의 근’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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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불치병 환자에게 “당신의 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라고 거

짓말하는 것이 도덕 으로 옳은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행 공리

주의에 따르면,그 거짓말하는 행 는 환자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도록 도와주므로 도덕 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규칙 공리

주의에 따르면,이처럼 의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일반 인 규

칙이 된다면,환자 부분이 의사의 어떠한 말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

고,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 지는 데에서 비롯되는 불안과 걱정

도 크므로 의사의 선의의 거짓말은 도덕 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생활과 윤리』:33)

불치병 환자에게 병의 상태를 알려야 하는 문 직업인으로서 의사는

환자 개인의 공포심을 경감시켜 것인가?아니면 미래의 환자 체의

불안감을 경감시켜 것인가?의 단을 구 받고 있다.생활과 윤리는

직업윤리교육의 ’Ⅲ 역’과 련해서 갈등 상황에서의 핵심이 되는 립

되는 가치를 악하고 각각을 지지하는 윤리이론에 한 지식을 제공한

다.진로와 직업 교과서에서 ‘Ⅲ 역’과 련되는 내용이 일반 인 회사

생활에서의 갈등 해결을 한 구체 지침을 제공한다면,생활과 윤리는

좀 더 문 인 직업인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따라서 갈등 상황은

좀 더 복잡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립되는 본

질 가치와 윤리이론에 한 이해가 요구된다.

직업윤리교육의 ‘Ⅳ 역’과 련해서 ‘Ⅰ. 생활과 응용윤리’의 단

원 ‘02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의 소단원 ‘3.윤리 성찰 토론의

요성과 윤리 실천’은 다음과 같은 이론의 학습과 이를 용한 토론 수

업을 제시한다.

인간은 불완 한 존재이므로 인식과 단에서 오류를 지를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각과 가치 을 지니므로 도덕 단

역시 다를 수 있다.이처럼 같은 윤리 문제에 하여 서로 다른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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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탐구: 기업의 빵집 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요즘 기업이 도나도 제빵업계로 나서고 있다.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상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결국,제빵업계의 경쟁을 통하여 품질이 좋은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여 소비자의 기호와 구미에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

한 정 인 망과 달리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그것은 바로 동네 빵집

을 운 하는 서민들의 고통이다.실제로 지난 2003년 1만 8,000여 개에 달하던 동

네 빵집은 2011년에 4,000여 개로 었다.

Q.윤리 에서 기업의 빵집 운 에 하여 찬성 는 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발표해보자.

Q.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상 방의 근거를 듣고,그에 하여 비 해 보자.

Q.내 의견에 한 상 방의 비 을 듣고,그에 해 반론을 펴 보자(『생활과

윤리』:26-27).

단을 내릴 때 도덕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그래서 우리는 인식과

단에서 오류 가능성을 이고 도덕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하여 토론을 해야 한다.…( 략)… 윤리 문제에 한 토론은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그리고

우리는 자기주장이 왜 타당한지를 밝히고 상 방 주장의 문제 을 지

하는 반론의 과정과 자기주장에 한 상 방의 비 을 합리 으로

수용하거나 그에 한 재반론을 펴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심

에서 벗어나 윤리 문제에 한 합리 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략)…

먼 토론이 필요한 이유에 한 설명은 우리가 왜 토론을 해야 하는

지에 해 타당하게 설득한다.사실 이와 같은 토론의 이유와 차에

한 설명은 직업윤리교육과 직 으로 연 된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생활과 윤리에서는 이러한 토론의 방법을 기업의 랜차이즈 빵집 운

이라는 문제에 용하게 한다.토론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업과 기업

인의 바람직한 자세에 해 깊이 생각하고 동시에 의견이 다른 상 와의

화를 통해 타 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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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을 살펴본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부분은 ‘Ⅰ.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의의’의 ‘02이상 사회의 구 과 사회사상’,‘Ⅱ.동양과

한국윤리 사상’의 ‘01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흐름과 특징’,‘02유교

사상의 연원과 개’,‘Ⅲ.서양 윤리 사상’의 ‘02-02이상주의 윤리와 실

주의 윤리’,‘03신앙과 윤리’,‘Ⅳ.사회사상’의 ‘02국가와 윤리’,‘03-01민주

주의 사회에서의 윤리’,‘03-02사회 정의’,‘04-01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

리’,‘04-02사회주의 사상의 윤리 함의’이다.

윤리와 사상은의 목표는 사회생활의 제 역의 문제를 동․서양

한국의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을 통해 해결해보는 것이다.따라서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핵심은 다양한 윤리이론과 사회사상을 이론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그러나 윤리이론이나 사회사상,특히 윤리이론에 한

이해에서는 직업윤리교육과의 직 인 련성을 찾기 힘들다.물론 직

업윤리교육의 ‘Ⅲ.직장 내 갈등 문제에 한 윤리 사고와 단’은 윤리

이론의 학습을 내용으로 한다.하지만 부분 이론 내용이 주가 되는

윤리와 사상의 윤리이론 수업에서 실제의 일과 직업생활에 이를 용하

여 해결하는 내용을 다루기는 쉽지 않다.실제 용의 문제는 장에서

수업을 직 담당하는 교사의 역량에 달린 문제가 된다.그러나 윤리이

론 자체의 이해를 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을 고려한다면

실제 직업생활에 이를 용하는 문제를 교사의 역량의 문제로 돌릴 수만

은 없다.

따라서 윤리와 사상에서 간 으로 직업윤리교육과 연 되는 윤리이

론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다.이를 제외한다면 윤리와 사상에서 직업윤리

교육과 련되는 부분은 도덕과의 다른 과목보다 비교 명확하게 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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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역별로 제시하면 우선 직업윤리교육 내용 역 ‘Ⅰ.일과 직업의

가치와 의미’와 련되는 단원은 내용은 ‘Ⅰ.02이상 사회의 구 과 사회

사상’,‘Ⅱ.01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흐름과 특징’,‘Ⅱ.02유교 사상의

연원과 개’,‘Ⅲ.02-02이상주의 윤리와 실주의 윤리’,‘Ⅲ.03신앙과

윤리’, ‘Ⅳ.02 국가와 윤리’, ‘Ⅳ.04-0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Ⅳ.04-02사회주의 사상의 윤리 함의’이다.

‘Ⅰ.02’,‘Ⅱ.01’,‘Ⅱ.02’,‘Ⅲ.02-02’에서는 이상 사회의 구 이나 동․서

양의 윤리 사상에서는 자신의 직책에 맞는 역할을 다할 것[正名]과 정의

로운 국가를 만들기 해 통치자,방 자,생산자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라톤의 정치사상을 다룬다. 한 생산에 힘쓰고 소비를 이자는 주장

했던 묵자 사상가들이 한 백성에게 이익[利]을 가져다주는 것이 곧 의

(義)라고 주장했음에 해 설명한다.‘Ⅲ.03’에서는 직업의 의의와 직업

성공의 도덕 의미를 강조한 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이해를 다룬다.

‘Ⅳ.02’에서는 공직자의 윤리와 이상 공직 윤리로서 청백리 정신에

해 설명한다.‘Ⅳ.04-01’에서는 자본주의의 문제 을 극복하기 해 개인

차원의 도덕 건강성과 사회 차원의 건 한 경제 의식과 문화 확

립,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법질서의 확립을 통해 건장한 자

본주의가 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다.‘Ⅳ.04-02’는 완

고용 추구와 실업 문제 해결을 한 복지자본주의의 실 을 한 노

력에 해 이야기한다.정명,이상 국가,직업 소명과 근면, 욕의 가치,

공직자의 자세,직업의 개인 ,사회․국가 의미와 역할,고용,실업과

연 된 복지자본주의의 논와 같은 주제들은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과

연 하여 많은 논의를 생산할 수 있다.

직업윤리교육 내용 역 ‘Ⅱ.직장 내 문제 상황에 한 윤리 인식’과

련되는 내용은 ‘Ⅰ.02이상 사회의 구 과 사회사상’,‘Ⅱ.01동양과 한

국 윤리 사상의 흐름과 특징’,‘Ⅳ.03-01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Ⅳ.03-02사회 정의’,‘Ⅳ.04-01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Ⅳ.04-0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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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사상의 윤리 함의’로 주로 ‘Ⅳ.사회사상’과 련된다.

‘Ⅰ.02’에서는 나라의 수호자들이 사회 체의 행복을 하여 헌신하

는 이상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Ⅱ.01’은 백성에게 이익[利]을 가져다주

는 것이 곧 의(義)라고 했던 묵자 사상가들의 주장에 해 소개한다.

‘Ⅳ.03-01’은 인격을 갖춘 군주가 솔선수범하여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德

治]와 민생의 안정을 시하 다는 공자의 정치사상의 지향을 언 한다.

이를 통해 통치자의 높은 도덕성과 아울러 민생의 안정이라는 궁극 가

치를 제시한다.‘Ⅳ.03-02’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불가피하게 발

생하는 빈부격차와 불평등에 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지원과 심,배

려 등을 구한다.‘Ⅳ.04-01’은 경제활동에서도 경제 질서를 수하고

양심에 어 나지 않는 윤리 경제행 를 해야 하며 노동자의 인권이나

환경에 해서도 심을 가져야한다는 것,공동체 의식과,상생의 문화,

빈부 격차와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배려와 나눔의 문화에

해 이야기한다.‘Ⅳ.04-02’에서는 완 고용의 이상 추구,최 임 보장,

사회 보장 제도,빈부 격차의 문제 해결 등 이상 복지 자본주의의 모

습을 제시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주제들은 일과 직업생활의 궁극 지

향과 이를 통해 실 하고자 하는 가치들에 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에서 ‘Ⅱ 역’과 련해서 많은 논의를 생산할 수 있다.

직업윤리교육의 ‘Ⅲ․Ⅳ 역’과 련되는 내용은 ‘Ⅳ.04-02사회주의

사상의 윤리 함의’에 제시된다.‘Ⅳ.04-02’에서는 직업윤리교육의 내용

역 모두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문제 을 극복하기 해서는 먼 ,개인 차원에서 공

정한 자본주의 사회가 정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도덕 건강성을 회

복해야 한다.이윤 추구를 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자세를 버

려야 하며,인간의 가치를 경제 으로만 평가하고 단하려는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합리 으로 이윤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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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세를 견지하며,경제 활동에서도 경제 질서를 수하고 양심에 어

나지 않는 윤리 경제 행 를 해야 한다.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거

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기업의 상품에 해 불매 운동을 하거나,

공정 거래 상품을 구매하는 윤리 소비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으로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

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건 한 경제 의식과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빈

부 격차와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배려와 나눔의 문화를 조

성하여,개인들의 자발 인 참여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화를

이룩해야 한다.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이 합리 으로 운 되고 도덕

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비 과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야 한다.

국가 으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그리고 법질서의 확립을 통해 건

강한 자본주의가 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국가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 과 사회 정의의 실

을 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법 ․제도 장치를 강화해

독과 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 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특히,모든 국민이 실업과 빈곤,재해와

질병 등 사회 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 망을 강화

해야 하고,다양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복지를 실 해야 한

다.이제 국가는 국민 경제의 불균형과 경제 불평등 문제를 그 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국민 경제와 공공복리를 해 경제 활동에

한 합리 인 규제와 조정을 가해야 한다.

직업윤리교육의 ‘Ⅲ 역’과 련해서는 인간의 가치와 공정한 경쟁,

합리 이윤추구의 자세,경제 질서 수와 양심,공동체 의식,빈부 격

차와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배려와 나눔 등의 윤리 단과

사고의 기 이 언 된다.‘Ⅳ 역’과 련해서는 불매운동,윤리 소비

운동,다양한 정책,법 ․제도 장치 등을 통한 합리 인 규제에 해

설명하고 있다.



- 121 -

직업윤리

내용 역
윤리와 사상의 련 내용

Ⅰ
정명, 라톤의 정치사상,통치자․공직자의 자세,청백리 정신,건 한 경제 의식과

문화 확립,직업 소명,근면, 욕,고용,실업

Ⅱ
덕치,민생 안정,노동자 인권,환경,공동체 의식,상생의 문화,배려와 나눔의

문화,완 고용,최 임 보장,사회 보장 제도,빈부 격차의 문제 해결

Ⅲ
인간의 가치,공정한 경쟁,합리 이윤 추구,경제 질서 수,양심,공동체 의식,

빈부 격차와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배려와 나눔의 정신

Ⅳ 불매운동,윤리 소비 운동,다양한 정책,법 ․제도 장치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직업윤리교육의 내용 역과 련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직업윤리교육 내용 역과 윤리와 사상의 련 내용

(3)도덕과 교과서에서 직업윤리교육 련 내용의 특징

도덕과 목표에는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내용이 직 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다.그러나 도덕과 교과서 반에 걸쳐서는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특히 ․ 학교 도덕 교과서의 내용

구성 원리인 가치 계 확장법에 따른 내용 역은 직업윤리교육의 내용

역과 강한 상 계를 가진다.이에 따라 내용 역 ‘Ⅰ.도덕 주체로

서의 나’,‘Ⅱ.우리․타인과의 계’,‘Ⅲ.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요소는 직업윤리교육과 계하는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생활의 제 역의 문제를 다루는 고등학교의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도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내용은 교과서 반에 걸쳐 드러난다.앞서

언 한 바처럼 각 생활의 역의 윤리 문제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

람들에 을 둔다면 직업윤리의 문제가 된다.다양한 생활 역을 주



- 122 -

제로 하는 생활과 윤리는 기업가,근로자,과학기술자,의사 등의 문직,

공직자,군인 등의 실과나 진로와 직업에서 다룰 수 없는 분야의 직업인

들이 마주하는 윤리 문제를 언 하고 있다.그 기 때문에 생활과 윤

리에서의 직업윤리에 한 이해는 이들 교과에서와는 다르게 생계유지,

자아실 ,사회 역할수행과 사회발 에 기여라는 측면 이외에도 소명

의식과 사회 책임,직업 양심, 문성 제고,인간애,연 의식 등의

구체 요소들과 계하고 있다.종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

되고 문화되는 앞으로의 직업 세계에서 직업윤리는 일 덕목이나

태도로 규정될 수 없다.이에 따라 개인의 윤리 자세와 태도는 더욱

요하게 부각될 것이다.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자발 요소와

사회 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생활과 윤리에서의 직업윤리에 한 서

술은 직업윤리교육의 지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단할 수 있다.그리

고 생활과 윤리는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함께 이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해서도 언 하고 있다.기업의 사회 책임이라는 개념 하

에 고용 차별,불합리한 해고,환경오염 발생 지와 같은 소극 지와

장애인 고용,소외 지역 내 공장 설립, 술 교육 사업 지원 등에

한 극 지원은 근로자 일방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국한되어 이해되었

던 직업윤리를 기업의 차원으로 확장하며 이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가

치에 한 윤곽을 그리게 해 다.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을 릴 권리와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변할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과 같은 근로자의 권리에 한 교육도 함께 다루고

있다.이는 근로자와 기업가의 계는 법률과 계약을 기반으로 한 상호

간 계약 계라는 사실,따라서 계약의 책임 있는 수행이 반드시 요구된

다는 사실,노사 간의 화와 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

고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교육 내용 역의 제 역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는 동․서양 한국의 윤리 사상과 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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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드러나는 직업윤리에 한 이론 이해를 심화시켜 다.이와 같

은 내용은 사실 도덕과 교육만을 통해 가능하다.동․서양의 윤리 사상

에서는 주로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과 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사상은 직업윤리교육의 모든 역과 련되는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도덕과 교과서 분석 결과 도덕과 교육은 직업윤리교육 내용 역의

‘Ⅱ 역’과 ‘Ⅲ 역’의 교육에서 다른 교과교육에 비해 강 을 가질 수 있

을 것으로 평가되었다.특히 ‘Ⅱ 역’에 한 교육은 다른 교과교육을 통

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덕과 교육은 직업윤리교육의 ‘Ⅳ 역’에 련된 내용에서는

은 미흡한 면을 보여 다.가령 생활과 윤리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치

지 않는 직장 환경,강요된 실직과 같은 불안 요인 없는 여건을 보장받

을 권리,인종과 종교 등의 차별을 받지 않고 정한 임 을 보장받고

최 생계비 보장받을 권리 등의 인간다운 삶을 릴 권리에 한 내용

을 숙지시켜주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시 근로자

들이 어떤 실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한 구체 법 ․행정 조치

와 같은 실질 논의가 생략되어 있다.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변할 수 있는 집단 형성 권리인 단결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러한 단결권을 행사하고 사용자와 직 화하고 하기 한 구체

기술 방법은 생략되어 있다.물론 여기에는 고등학교에서 도덕과에 할

당된 시간이 부족하다는 과 생활과 윤리가 학입시과목으로

실천 지침보다는 이론 논의에 주안 을 둘 수밖에 없다는 실 한

계가 있다.이와 같은 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 은 비 을 한 비 ,

형식 비 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이는 비단 생활과 윤리에만 국

한되지 않으며 도덕과 교육 체와도 련된다.그러나 도덕과 교육은

생활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능력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그 다면 이를

실 해 내기 한 실천 인 지침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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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덕과 교육과 직업윤리교육 연계의 타당성

도덕과 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은 직업윤리교육과 련성을 가지는 실과

(기술․가정)나 진로와 직업 등에 비해 직업윤리교육의 내용 역 반에

걸쳐 한 련성을 보여 다.그러나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

육은 단순하게 교육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에 따른 물리 결합의 방식

으로 근되어서는 안 된다.그동안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른 주장(정홍기,

1992;강원일,1996;하정혜,2000;박경미,2005;정 교,2013)과 직업윤

리교육은 아니었지만 도덕과 교육과 진로교육의 통합교육에 한 실천

연구(임언 외,2008;이지연 외,2009)가 있었다.하지만 이와 같은 통합

교육의 논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방의 교과교육의 성격이 짙게 반

되어 있어 연계 통합 교육에 따른 시 지 효과를 제 로 발휘해내

고 있지 못했다.도덕과 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의 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 지지 않은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련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도덕과 교육의 효과가 그 로 직업윤리교육의 효과

와 직결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따라서 도덕과를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가능성은 둘의 계에 한 명확한 규명에 기반을 두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좀 더 면 한 연구와 이론 타당성에 의해 증명되고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이 상호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고 기존의 교육

에서와는 다른 수 에서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 다는 을 증명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규명할 것이다.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장 큰 한계로

지 되고 있는 두 교육 간의 계에 해 이론 ․경험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

(1)도덕과 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의 상호보완성

직업윤리교육은 직업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생산성의 제고를 도모하려

는 사회 ․개인 필요와 우리 삶의 부분을 차지하는 직업생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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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개인의 다양한 교육에 한 필요에 의해 정

당화된다.직업윤리교육은 직업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일 역할을 책

임감을 가지고 수행하고,새로운 인간 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작업장

에서 도덕 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하며,이에

한 윤리 숙고를 거쳐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교육의 최종 목표로 삼는

다.직업윤리교육은 이와 같은 결과로서의 ‘수행’의 가능성을 높이기

해 이와 직 연결되는 다양한 기술과 역량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는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이 행동주의 근으로

흐르기 쉽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33)최근 들어 역량이 외 인 행동

만이 아닌 인지 ․정의 요소와도 련되는 것으로 밝 지면서 이에

한 우려는 많이 불식되었다.더구나 역량에 한 논의가 구체 인 직

무수행만이 아닌 반 인 사회 삶 체와 련하여 범 하게 이루

어지면서 역량이 일반교육과 상치되지 않으며,오히려 지 인 측면만을

강조해 온 이제까지의 일반교육이 가지는 문제 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

를 제공하고 있다고까지 인식되고 있다(소경희,2007:9-10).이에 따라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은 행동주의와 련한 비 에서 좀 더 자유롭게 되

었다.하지만 역량 시 교육이 비록 행동주의에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고 하더라고 교육(education)을 훈련(training)의 차원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비 으로부터는 완 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물론 교육과 훈련

사이에 어떠한 합리 이고 확실한 구분이 있을 수 있는지에 해서는 의

문이 든다.이의 구분에 한 일반 인 인식은 교육이 폭넓고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지게 하여 새로운 차원의 사고를 진한다면 훈련은 교육에 비

33)소경희(2007:9-10)는 Hyland(1993)가 지 하고 있는 학교교육에서 역량 강조 교육이 가

지는 비 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다.첫째,역량은 그 개념에 있어서 다

양한 견해를 포함하고 있으며,인식론 토 한 견고하지 못하다는 이다.둘째,역량

에 한 논의는 소박한 형태의 행동주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지식과 이해보다는 수행

(performance)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으며,특정기술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한 근거에

을 둔다는 이다. 셋째, 역량 심 교육은 반 인 교육체제를 직업화

(vocationalising)하고 학교교육에서 통 으로 다루어온 인문 성격의 일반교육의 가치

를 평가 하 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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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낮은 단계의 편 한 차원에만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다.그 기 때문

에 훈련은 비교육 이며 심지어 반(反)교육 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

다.34)

역량 개념을 둘러싼 이와 같은 논의들의 쟁 은 과연 역량이 사유보

다는 행동,과정보다는 결과 수행에만 방 을 두느냐이다.즉,결과

수행에 치우친 교육에 한 우려와 비 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

한 비 은 결과 ‘수행’에 의해 교육의 최종 성패를 단하는 직업윤

리교육과 무 하지 않다.이들 비 을 살피는 것은 직업윤리교육에서

상되는 한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직업윤리교육이 가질 수 있는 잠

재 문제 은 다음과 같다.

첫째,자기비 을 통한 내재화의 과정을 생략한 채 사회 규칙들을

수동 으로 수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이다.이는 비 의 무력화,

도덕 단의 지,도덕 당주의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 으로

문제가 된다.도덕성은 분명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의미 있는 것이 된다.

그 지만 도덕 행동은 도덕 사고의 형식으로 해석되고 검토되었을

때만 의미를 가진다.비 사고의 과정을 결여한 수업은 학생들이 자

신의 행동에 한 이유를 정당화하고,행 의 동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자각의 기회와 성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과정에 한 분석 이고

도덕 추론이 따르지 않는 기계 행동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피상

행동에 불과하다.이는 쉽게 그 추동을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굳이

도덕의 잣 를 들이 지 않더라도,교육이 산물로서의 행 만이 아니라

과정에 한 충분한 사고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34)교육과 훈련은 둘 다 학습(learning)의 과정을 동반한다.훈련은 체로 특정한 수 의

역량 혹은 작동 능률의 향상을 목 으로 형 인 상황에 합한 반응을 산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이를 해 지시(instruction)와 연습(practice)은 주요한 학습 방법이 된다.

이에 비해 교육은 폭넓고 깊이 있는 비 반성과 자율 단,내재 기 의 정립을

목 으로 한다.따라서 교육의 결과 사람들은 보다 넓은 시각과 계망 속에서 사물과

사태를 망할 수 있게 된다.물론 교육의 과정은 수많은 실험의 반복과 수학에서의 계산

반복과 같이 훈련과 연 되어 있고 이를 필요로 한다.그 지만 교육을 통해서만이 인간

은 이성 ․분석 이며 더 미세한 구분을 할 수 있게 된다.이는 비단 이성 측면에 머

무르지 않으며 감정과 태도의 차원에까지 확 된다(Dearden,19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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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땅하다.

둘째,주체의 능동 단보다는 주변의 상황에 따른 단을 내리기

쉽다는 이다.직업윤리교육에서 상황 민감성은 요한 능력으로 강

조되고 있다.35)그런데 윤리 사고와 단에서 선천 도덕성에 기반을

둔 단보다 상황에 한 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실 권력 계에 의해

좌우되는 단, 당주의와 편의주의,자기 이익에 따른 단을 하기 쉽

다.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에 한 지각과 이에 한 반응을 부

각시켜 강조하는 것이 인간을 지나치게 수동 존재로 락시킬 우려를

강하게 내포한다는 이다.36)

결국 결과 수행에 방 을 두는 직업윤리교육이 내포하는 와 같은

잠재 문제 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이와는 정반 의 사유의 과정을

지향하는 교육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도덕과 교육은 인격완성이라는 교육의 가장 본질 인 목 을 교과교

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이러한 목 달성을 해 도덕과 교육은 도

덕 가치와 덕목에 한 이해,도덕 문제에 한 민감한 인식 능력,사

고․ 단 성찰능력,그리고 실천의지의 함양을 구체 목표로 설정하

고 있다.도덕과 교육은 인간의 최고 목 인 행복한 삶이 도덕 삶과

일 일의 응 계 혹은 필연 인 인과 계에 있다고 제하고 있다.

도덕과 교육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의 구체 인 모습은 감각 쾌락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성에 따르는 삶이며,신에 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이며,인간의 자연 경향성을

35)Bagnall(1998)은 직업윤리교육에서 상황 민감성과 반성 인식과 같이 개별 상황에

한 인식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요하다고 주장한다(Bagnall,1998:326).

36)동양에서 지각의 개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하나는 우리 안에 잠재능력으로서 존

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각 기 이 달해 정보들을 어떤 형식에 따라 종합하고

반응을 산출하는 구체 활동이다.그러나 지각 자체만으로는 서로 다른 종(種)들,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서로 다른 반응 방식의 차이,그리고 한 사람이 보이는 서로 다른

반응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해명할 수 없다. 한 지각만으로는 인간의 도덕 인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다.만일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서 지각만을 강조한다면,이는 자칫 인간의

수동성을 부각하는 것이 될 수 있다(장원태,2014: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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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한 도덕 실천 원칙에 따르는 삶으로 진술되어 왔다.이와 같이 인

간의 최고 목 이 되는 행복한 삶이 제와 욕을 동반하는 고난한 자

기 극복의 모습으로 묘사되면서 학생들은 도덕 삶과 행복한 삶을 분리

시켜 인식하게 되었다.이러한 인식은 학생들이 도덕 삶을 회피하게

만드는 이유로 지 되고 있다.도덕 삶에 한 부정 인식과 기피가

심해지면서 다양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들은 지 의

도덕과 교육이 학생들과 학부모,그리고 사회의 선호,개인차,욕구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도덕 완 성만을 지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그

리고 만일 이와 같은 지향이 수정되지 않는다면,교육 수요자 사회의

교육 요구와의 괴리가 차 심해질 것이며 결국 도덕에 한 체념이나

반감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유호종,2004:253;김상

돈,2011:90-93).

사실 이익[利]에 한 문제,다시 말하면 이해(利害) 계는 오랜 기간

동안 인간 행동의 강한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인간의 내 인 욕구나 심

을 강렬하게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지 되어 왔다(편경희,2006:4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덕과 교육은 이익을 향한 인간의 욕구에

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오히려 이를 단순히 제하고 없애야 마땅

한 것으로만 언 해 왔다.이는 도덕과 교육의 기본 지침과도 같은 논어

의 다음 구 에 간명하게 드러난다.

군자는 의(義)에 밝고 소인은 이(利)에 밝다

(子曰 君子喩於義 人 喩於利,『논어』,「이인」,16.)

논어의 구 은 도덕과 교육의 인격완성의 형인 군자를 소인과

립시켜서 이해시킨다.‘군자-소인’의 립구조에서 발생하는 ‘군자-의’,

‘소인-이’라는 칭은 ‘의-이’라는 새로운 립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

다.이러한 립 구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도덕의 상반되는 계는 이

익의 추구를 면에 내세우는 모든 활동에 우선 으로 도덕의 잣 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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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했다.이로 인해 이(利)를 합리 이고 도덕 으로 추구하는 방법

에 한 논의를 생략하게 하고,무조건 인 도덕의 우월성만을 논의의

상으로 삼았다.하지만 이와 같은 도덕 원칙을 우선시하는 강고한

태도는 본래의 의도를 달성하기보다 오히려 실의 실정을 반 하지 못

한 동떨어진 교육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 다.타 의 여지가 없는 도

덕 원칙 심의 태도는 도덕과 교육 자체에 한 반감을 극 화시키고

실효성에 한 의심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에 한 안으로 마치 성직자의 삶과 같이 도덕 완

함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수정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도

덕과 무 한 가치와 도덕 가치가 통합 으로 추구되는 삶,도덕 의

무를 반하지 않는 범 내에서 가능한 한 자기 행복을 증진시키는 삶

을 설정하자는 것이다(유호종,2004:246).물론 행복한 삶을 어떻게 규

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수치화하여 행복을 증진한다는 표 을 사용

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다.하지만 일반의 상식처럼

행복은 부분의 경우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이 같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행복한 삶은 삶의 만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세계가치 조사37)에서는 삶의 역에서 가족,일,친구,여가시간,종

교,정치 등에 해 그 요도를 평가하게 하고 이를 발표하 다.이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독일, 국,일본에서의 조사결과를 비교했을 때,삶

의 역에서 가족의 요도(91.3%)와 일의 요도(60.8%)를 5개국 가

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정윤경 외,2014:70-71).이와 같은 결과는 한

국인에게 일이 삶의 요한 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려 다.삶의

요한 역이 되는 일의 역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삶에 한 만족감으

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곧 행복한 삶으로 연결될 것이다.Seligman역시

이 을 지 하고 있는데 그는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것으로 일에서의

37)세계가치 조사는 가치 에 하여 1980년부터 약 5년 주기로 80여 개국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인 조사이다.본 연구에서 참고한 정윤경 외(2014)는 2010년부터 2014년에 걸쳐 34

개 국가에서 각국의 800～3000명의 국민을 상으로 실시된 제6차 조사를 분석하 다(정

윤경 외,20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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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을 꼽고 있다.이와 함께 부정 인 사고와 감정을 피하기,결혼,사

회 네트워크를 쌓기 등을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것으로 언 하고 있다

(직업과 미래연구회,2014:349).만일 일과 직업생활에서의 느끼는 만족

감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행복한 삶을 교육목표로 설정하

고 있는 도덕과 교육은 마땅히 일과 직업생활을 교육의 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는 도덕과 교육에 한 반감을 없애고 교육의 실효성을 정

당화할 뿐만 아니라 도덕과 교육 자체의 효과 역시 증 시킬 수 있다.

정창우(2005:16-17)는 학생들의 경험세계를 반 한 구체 이고 실

인 사례나 윤리 이슈들이 학생들을 문제 상황에 극 으로 여시켜

능동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 한다. 실 으로 당면하고

있는 개인 이고 사회 인 문제들이 학생들에게 도덕 단 비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 호기심과 도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것이

다.더욱 요한 것은 이러한 주제들이 타인의 에서 도덕 문제를 바

라볼 수 있는 역할채택 공감능력을 함양하게 하여 실의 도덕 문

제를 해결하려는 능동 이고 참여 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이다.이

와 같은 태도는 도덕 행 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다.따라

서 도덕과 교육은 교육의 효과를 증 시키기 해서 구체 실의 사례

를 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직업윤리는 구체 인 주제들 요한 한

가지로 언 된다.

교과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도덕과 교육과 직업윤리교육

은 매우 하게 연 성을 나타낸다.그러나 도덕과 교육에서 일과 직

업의 좀 더 실 인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과 이해의 부족은

직업윤리교육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도덕과 교육은 이제부

터라도 좀 더 많은 시간을 일과 직업이라는 주제에 해 진지하게 생각

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특히 직업의 가장 기

본 역할인 이해(利害)의 추구는 도덕과 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

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은 직업윤리교육을 바라는 개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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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 인 요구에 한 극 이고도 마땅한 응답이다 이는 도덕과 교

육에 한 회의와 반감을 정 으로 바꾸어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인간 행동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이익에 한 욕구를 보다 철 하

게 탐구하고 이에 해 논의할 수 있는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

이다.이익에 한 욕구를 바람직한 방향과 목 을 한 동기로 환시

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도덕과 교육의 실효성은 가일층 정당

화될 것이다.무엇보다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은 학생의 능동

참여를 진하여 도덕과 교육의 효과 한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2)도덕과 교육과 직업윤리교육 연계의 이론 타당성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윤리는 주어진 역할의 달성을

최우선시 하는 태도와 자세,다양한 차원을 고려하는 사고와 단의 방

식 등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이는 직업윤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서열

화된 계 계와 여과되지 않은 이해 계가 노골 으로 나타나는 공간인

직장에 용되는 윤리라는 에서 기인한다.이에 따라 직업윤리는 보편

․원리 이기보다는 특수 ․상황주의 ․실천 성격을 가진다.그러

나 여러 연구들은 보편 ․원리 특성을 가지는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하게 연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Brinkmann,Henriksen(2008:624)은 “직업윤리는 개인의 도덕 성숙

과 하게 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Ford,Herron(1993)은 도덕 성숙과 직업윤리의 직 계를 언

하진 않지만 교사들이 직업윤리를 효과 으로 교육하기 해서는 일반

인 도덕성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둘 간의

한 연 성을 당연한 제로 진술하고 있다.38)

38)Ford,Herron(1993:15)은 자신들의 의견이 도덕 발달이론과 도덕 추론 구조의 향에

해 이해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 양식을 분석하며 나아가

더 수 높은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는 Blatt,Kohlberg(1975:132)

의 주장을 확장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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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ahan,Hyman(2003)은 기업가들이 윤리 결정을 내리거나 이를

평가할 때 지침이 되는 기업윤리가 의무론과 목 론,그리고 덕 윤리의

도덕원리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James(2012)는 직업교육훈련이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하나는 직업생활을 해 필요한 행동과 실천을 비하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 ‘노하우(know-how)’의 발달을 진하는 역할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해 그는 이 에 학습했던 윤리이론들을 변

형하여 직업생활 환경과 업무 맥락에 맞는 한 실천 방안을 찾는 방

법을 제안하고 있다.이와 같은 방법은 일종의 응용 윤리학 인 근으

로 이를 해서는 도덕 개념에 한 일 되고 이론 인 학습이 제되

어야만 한다.

일반 인 도덕성이 직업윤리와 한 상 계를 가지며 향을 미

친다는 사실은 경험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James(2010:402)는 근로자들과의 인터뷰 결과,이들이 공통 으로

“주요 도덕 가치가 직업 도덕 가치들을 배우는 맨 처음의 단계이다.”라

고 말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나아가 James(2012:134)는 건설 노동

자들을 상으로 한 민족지 (ethnographic)연구에서 훈육,학교교육,

사회 맥락,직업생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도덕성이 직업생활에서 도

덕 단과 의사결정능력,그리고 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을 확인해

다.

이와 같이 직업윤리는 일반 인 도덕성을 제하며 이의 성숙과 긴

하게 연 된다.따라서 도덕성 발달을 목표로 하는 도덕과 교육과 직업

윤리의 발달을 도모하는 직업윤리교육의 연계는 이론 으로 정당화된다.

두 교육의 연계 타당성은 후속 으로 실천 교수․학습 방법에 한 논

의를 구한다.이에 한 구체 방안은 Ⅴ장에서 마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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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 내용 구 방안

Ⅲ장에서는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직업윤리교육과 련된

교육의 특징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하 다.주체의 자발 의지를 강조

하는 교육,수행과 더불어 과정으로서의 사유를 시하는 교육,직업의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을 동시에 조망하게 해주는 교육 등이 향후

개선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Ⅳ장에서는 실과(기술․가정),진로와 직업,도덕과 등이 직업윤리교

육과 한 련성을 가지고 있는 교과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도덕과가

직업윤리교육의 목표와 내용요소 개선 방향에 가장 합한 교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기 할

수 있는 교육 효과와 이론 타당성을 논증하 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

육의 구 방안에 해 논의한다.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에서는 도덕과 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의 성격을 고려하여 두 교육의

목 에 모두 부합할 수 있는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목표를

정립한다.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 교육 내용을 제시하도

록 한다.이후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에서 이와 같은 목

표에 합한 내용요소를 선정하여 이후 논의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2 에서는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실천 교수․학습방

안을 제시한다.본 연구에서는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에 가장

합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커뮤니 이션을 소개한다.그리고 커뮤니

이션을 활용한 소그룹 토론,디스커스,도덕성 강화훈련의 의미와 교수․

학습에의 용 방안을 소개하고 합한 내용요소를 선택하여 이를 용

한 실제 수업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극 구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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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윤리교육을 한 도덕과 교육의 내용

1)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목표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과 직업의 의미와 요

성,일 역할을 완수하기 해 필요한 문 지식과 기술,태도의 습득

등은 꾸 하게 강조되고 교육되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에서 일

의 요성에 한 인식은 낮아지고 있다.39)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

제는 그동안의 직업윤리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교수․학습 방법과 운

방식 등 반에 걸친 철 한 반성이 요구되는 시 이다.

Ⅱ장의 역량의 인과 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직업윤리교육이 결과 수

행이라는 외면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가장 먼 일을 해야 하는

근본 인 이유에 한 내면의 자각이 필요하다.다시 말하면,‘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왜’하는가에 한 근원 답을 스스로 찾아내고 구나

꺼려하는 일을 나의 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이

제까지의 직업윤리교육이 그 효과를 제 로 발휘하지 못했다면 가장 먼

이 부분에 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직업의

의미는 직업윤리교육의 ‘Ⅰ 역’에 해당하며,앞서 교과서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실과,진로와 직업,도덕과 등 련된 모든 교과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었다.실과나 진로와 직업은 직업의 의

미를 생계유지,자아실 ,사회 역할의 완수와 국가발 에의 기여에서

찾고 있었다.도덕과는 여기에 소명 의식,사회 책임,양심,인간애의

요소를 추가하여 강조하 다.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이 일에 한

정 가치 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통해 실제 직업생활에서의 수행에

정 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에서는

39)일에 한 우리 국민들의 개인 인 거부감은 심해지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는 이러한 경향을 여실하게 드러낸다.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는

인식은 2006년 3.95(5 척도)에서 2010년 3.74,2014년 3.73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이

뿐만 아니라 경제 여유가 있다면 직업을 갖지 않고 취미생활 등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

는 인식은 2006년,2010년,2014년 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5 척도의 3.5이상

의 높은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정윤경 외,2014: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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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의미에 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은 직 으로 외면의 수

행에 향을 수 있는 교육 내용과 이를 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정리하면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목표는 수행의 원인이

되는 내면의 동기를 자극하고,직 으로 수행에 향을 주는 외면의

수행능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와 같

은 목표는 직업윤리교육과 일치하는 것으로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

리교육의 체 인 틀은 직업윤리교육의 논의로부터 차용하도록 한다.

구체 으로는 교육 목표와 내용 역의 틀을 수용하고 세부 인 교육 내

용과 교수․학습방법은 교육 내용의 특징에 따라 교육 효과를 최 화

할 수 있도록 두 교육의 시각을 하게 목한다.

Ⅱ장에서 개념화한 직업윤리교육의 목표는 일에 한 정 가치

을 지니고 직장 내 문제의 도덕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었다.도덕

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목표는 이를 재해석하여 ‘일의 의미 자

각’과 ‘도덕 갈등 해결 능력의 강화’로 설정한다.이를 한 교육 내용

은 자의 경우 모든 존재들과의 계성과 올바른 도덕 책임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도덕과 교육의 강 을 이용하여 이에 합한 내용 요소를

선정하며,후자는 실천 수행능력 함양에 강 을 가지는 직업윤리교육

에서의 논의를 극 활용한다.구체 으로 도덕과 교육에서 강조하는 인

간의 계 속성에 주목하고 이를 직업의 역에 확 ․ 용하고자 한

다.아울러 동․서양의 덕(德)의 개념을 계성에 목하여 직업에 한

새로운 인식을 일깨우고자 한다.다음으로 도덕 갈등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는 교육 내용은 직업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딜 마 상

황을 제시하고 그동안 직업윤리교육에서 연구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능동 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의 [그림 4]

와 같은 모형을 기 로 논의를 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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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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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환 계성에 기반을 둔 일의 의미 자각

엄 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완 한 사람은 없다.인간은 구나 불

완 한 존재로 태어난다.갓 태어난 아기는 완 히 무력하기 때문에 보

살펴주는 사람이 없다면 단 며칠도 생존할 수 없다.아기를 하나의 온

한 개인으로 만들기 해서는 군가의 헌신 인 보살핌과 사랑이 반드

시 필요한 것이다.인간은 처음부터 다른 인간의 도움과 희생을 제로

해서만 그 생존이 가능한 존재이다.이는 다 성장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인간도 결코 자족 인 존재일 수 없으며 우리는 늘 타인을 필요로

한다.타인의 길을 의식하고 타인에게 심을 보이며 타인과 좋은

계를 맺고 싶어 한다.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

어 한다.인간은 구나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타인들에게

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다(박찬구,2012:1-2).따라서 계

성은 인간의 생존의 조건이며 인간의 특성,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성이 직업과 연결된다면 직업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미

를 가진다.

첫째,직업이 가지는 계성은 인간이 아닌 사회 인격으로서 특성

을 깨우쳐 다.

일의 박탈은 성인으로서 한 사람의 지 에 한 공격이다.그것은 사

람을 만성 으로 아 상태로 만들거나 그를 아이의 지 로 격하시킨

다.그에게 권리는 보장되지만 그로부터 여를 비롯한 그 어떤 서비스

나 생산은 가능하지 않다 (Smart,1985:37-38).

의 의미를 온 하게 이해하기 해 Luhmann의 인간에 한 이해

를 살펴본다.Luhmann는 지속 으로 사회 안에서 향력을 주고받는 인

간의 특성을 새롭게 인식시킨다.그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회 인 것

들을 체계40)로 악한다.인간은 몸으로는 생명 체계,의식으로는 심리

40)‘체계(System)’는 Luhmann의 이론의 주요한 연구 상으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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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이다.그러나 인간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 체계일 수는 없다.사회

체계들의 층 에서 인간은 ‘인격(person)’으로만 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격’이란 자기생산이 가능한 커뮤니 이션의 주소지를 의미한

다.인간은 몸과 의식으로는 각각 하나의 개체이지만,사회 체계와

련해서는 그 자체로 개체,인격,혹은 개인이 아니다.인간은 커뮤니 이

션의 측면에서 통지하는 자(발신자) 이해하는 자(수신자)로 여겨지고

그것이 가능한 개체로 사회 체계들에 포함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인격’

혹은 ‘개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따라서 인간이 사회 체계에 포함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의 기능체계41)에 자발 으로 참여하고 거기에서 기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한마디로 개인의 지 는 사회화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정성훈,2015:171-172).쉽게 말하면,사회 내 독립된

개체의 지 는 자연 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개별

인 기 들을 달성해 냈을 때에만 획득된다는 것이다.42)그리고 이러한

지 를 갖추었을 때만이 그의 커뮤니 이션은 사회 내에서 향력을 가

지게 된다.

한 표명칭을 ‘체계이론’이라 불 다.Luhmann은 사회 계들 혹은 모든 사회 인

것을 ‘체계’로 악한다.이는 Habermas의 사회이론이 사회를 체계와 생활세계의 2단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악하는 것과 구분된다.Habermas는 체계와 생활세계 에서 생활세계

만을 언어를 통한 상호주 이해가 제한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로 악했다.

그에 반해 체계는 화폐와 권력이라는 비언어 인 조 매체를 통해 상호주 이해가 제

한되는 단계로 본다.이 두 단계의 지 는 평등하지 않은데 생활세계는 체계 체의 존립

을 정의하는 하부체계이며,체계는 제도 성격을 띠는 생활세계의 구조 요소가 된다.

이에 비해 Luhmann의 체계는 기계들,생명 체계들,심리 체계들(의식들),사회 체계

들 등 모든 사회 인 것을 그것들의 환경과의 차이를 통해 다룬다.가령 사회 체계들

(sozialeSysteme,socialsystems)은 사회학의 고유한 이론 상이며,상호작용들,조직

들, 항운동들,사회들을 포함한다(정성훈,2009:239-242).

41)사회의 기능체계 정치,경제,학문, 술 등의 기능체계들은 포 인 사회 체계인

사회(Gesellschaft,society혹은 societalsystem)가 분화되는 하나의 형식에 따라 나오는

부분체계들이다.그리고 기능 분화 형식은 사회의 주요한 구조이다(정성훈,2009:

242).

42)한 사회체계로의 참여는 인간에게 고유한 몫을 요구하며,인간들이 서로를 구별하며 상

방에 해 배타 으로 행동하게 만든다.왜냐하면 인간들은 자신들의 몫을 스스로 비

하고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해야하기 때문이다.그래서 인간들이 력하는 경우에는

모든 자연 유사성에 하여 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설명되어야 한다(Luhmann,박

여성,201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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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되지 않은 상태 혹은 실업의 상태는 한 개인이 커뮤니 이션의

주소지로서 계속 으로 커뮤니 이션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한다.왜냐하

면 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이 듣게 되는 커뮤니 이션은 제한 이

며,그가 생산해내는 커뮤니 이션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역시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앞서 인용된 에서와 같이 실업의 상태에

서 개인은 분명 몸과 의식을 가진 인간이지만 사회 으로는 개인의 지

를 갖지는 못하게 된다.인간과 개인에 한 이와 같은 구분된 인식은

인간이 무언가 사회에 향을 미치려면,인간이 아닌 개인 혹은 인격의

지 를 갖추어야 한다는 을 일깨워 다.한 사람의 성인이 인격이 되

기 해서는 반드시 고용이라는 사회체계 안에 포함되어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직업이 가지는 계성은 직업의 문제를 개인 차원으로 한정

하지 않는다.

사용가치의 창조자로써의 노동,유용노동으로써의 노동은 사회 형태

와 무 한 인간생존의 조건이며, 원한 자연 필연성이다(Marx,

Karl,김수행 역,2009:53).

노동은 그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다.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그리고 가장 설득력을 가지는 논리는 노동이 인간 생존을

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와 같은 설명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이

해는 노동에 따르는 고통의 감내를 개인 차원에서의 문제로 한정지어

이해하도록 했다.행복과 인격이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확인되

지 않는 믿음,모든 공 인 서비스에 한 가,노동과 구분되는 일이

가지는 창조성․ 속성 등의 내재 가치 등은 모두 개인 차원에서 일

에 한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련된다.그러나 과거 그 어떤 순

간에도 이와 같은 정당화의 논리나 논의가 실에서 일에 해 가지는

인간의 근본 거부감을 완 하게 해소해주지는 못했다.더구나 오늘날

에 와서 이러한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이는 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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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개인 차원으로만 한정지어 인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공동

체와 사회 체의 차원에서 근되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오늘날 일의 문제는,특히 직업의 획득과 유지에 한 고용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이다.고용은 사회의 체제와 정책과 련을

맺고 있으며 그 에서도 분배 정의와 긴 하게 연 된다.이러한 측면

에서 고용의 문제는 개인의 의무가 아닌 권리의 차원에서 근될 때 좀

더 쉽게 이해된다.Smart(1985)는 ‘업할 권리(therighttostrike)’가

아닌 ‘일할 권리(therighttowork)’를 주장하며 일,고용,실업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이나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사회 정

의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43)지 까지 인간의 자유를 제한했던 일이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한 제 조건이 되어 버린 역설은 오늘날 고용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

를 극명하게 드러낸다.고용과 실업의 문제는 개인 차원의 역량이나

기술의 습득을 한 지식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

가 아니다.고용과 실업의 문제는 일과 고용에 계하는 자격 기 ,이익

과 권리,기업의 경 방식과 정부 정책을 아우르는 체 차원에서 탐

구되어야 하는 문제이다.44)직업이 가지는 계성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는 고용이라는 보다 큰 틀로 직업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셋째,직업이 가지는 계성은 이기 동기가 자기이익으로 연결되지

43)Smart(1985)는 MacFarlane,L.J.(1981)의 『 업할 권리(TheRighttoStrike)』에 반

하며 “일할 권리(theRighttoWork)”를 주장한다.MacFarlane(1981)은 일할 권리가 보편

인 권리임을 부정하며, 업할 권리만을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원리이며 자유로운 권리

라고 주장하 다.Smart(1985)는 이를 비 한다.그의 주장의 핵심은 업할 권리가 고용

의 권리에 의존한다는 이다.만일 일할 권리가 실제로 보편 이지 않다면 업할 권리

역시 보편 권리일 수 없으므로 MacFarlane의 주장은 허구가 된다는 것이다.

Smart(1985)에 의하면 강요된 실업은 그 어떤 것보다 온 한 시민의 지 를 부정하는 것

으로,일할 권리는 민주주의 체제에 참여하기 한 본질 인 요소가 된다(Smart,1985:

31).

44)Gardner(2010)는 훌륭한 일의 달성을 해서 ① 개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② 직업 내부에

서 작업 달성 수 에 한 자체 인 규제 ③ 조직 내의 평가와 보상 ④ 국과 미국의 시

장경제 체제 차이와 같이 사회의 다양한 보상과 제제 등의 4가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직업이 단지 개인 차원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음을 시사해 다

(Gardner,함정 ,20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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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다.19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Sen은 자

유 시장 체계에서 성공하기 해서는 이기 행동이 효과 이라는 설명

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 한다.그는 일본의 경제 성공의 사례를 들며

성공의 기 에 이기 행 가 아닌 의무,충성심,선의와 같은 자유시장

의 규칙으로부터의 벗어난 이타 사고가 본질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

다.이와 같은 사례는 자기이익과 공동체 체의 이익이 반드시 립하

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일반 으로 집단에 한 충성심에

따라 행동하기 해서는 온 하게 자신의 개인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

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개인의 희생은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훨씬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행동일 수 있다.집단에 한 충성

과 개인의 이익,이 둘 사이의 상 균형은 에 따라 변할 수 있다

(Sen,박순성,강신욱 역,1999:34-39).자기이익을 극 화하기 한 행

들이 결국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심각한 손해를 가져오고 반

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행 가 궁극 으로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는 그동안

의 주류 경제학이 인간 행 의 합리성을 설명했던 방식과 자본주의 경제

의 근본 원리인 자기이익의 극 화를 의심하게 만든다.

물론 합리 개인들은 시장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사

고와 이러한 사고와 연 되는 가치들에 의해서 행동한다.하지만 설사

시장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와 이에 기반을 둔 가치들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비시장 인 가치의 존재 없이는 제 로 기

능할 수 없다.시장은 개인 인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동기나 가치만으로

는 실제 인 생산을 해낼 수가 없다.이는 마치 가족 계가 순 히 자기

이익이나 이에 기반을 둔 가치에 따른 행동만으로는 원만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것과 같다.시장을 운 하는 원리는 극 시민성 혹은 가족 가

치와 같은 사심 없는 비시장 가치에 으로 의존한다(Hyland,1995:

453).자기 이익에 몰두하는 개인들,그리고 이들로 구성된 기업은 일견

그 목 을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하지만 결코 이 둘의 목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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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할 수 없다.오로지 각자의 이익만을 목 으로 하는 방에게

게임과 같은 결과는 달성되기 힘든 목표가 된다.

인간을 개인으로 존재하게 하는 수많은 계들과 실에서 내가 생활

하고 있는 실제 계를 떠올려본다면,‘우리 인간이 실제로 온 하게 이

기 으로 행동하고 있는가?’,‘경제 측면에서의 이기 인 계산에 의한

선택이 효율성을 높여주어 경제 으로 성공하게 한다는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가 옳은 것인가?’,‘도덕 가치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경제 체계가

우리 인간 체에게 이익을 래할 것인가?’의 물음에 해 쉽게 그 다

는 답을 할 수 없게 된다.결국 ‘공동체를 한 선’은 공동체의 구성원

인 개인의 이익과 연결되는 필연 순환 계가 성립한다.

넷째 무엇보다 직업이 가지는 계성은 타인과의 좋은 계를 유지하

려는 동기를 자극하고 이에 따라 자신에게 기 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

행해내려는 자발 의지를 강화시킨다.고 그리스인들은 각자의 기능

을 잘 수행하는 것을 ‘aret’라는 개념으로 표 했다.이는 ‘탁월함

(goodness)’과 ‘덕(virtue)’으로 번역된다(Arrington,김성호 역,2013:47,

124).각자의 기능을 잘하는 것과 도덕 의미를 가지는 덕이 같은 의미

로 사용되는 것은 다소 생소하다.이 둘의 의미를 연결하여 이해하기

해서는 동양의 ‘덕(德)’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원태(2005:31)는 덕을 ‘상 방으로 하여 정 인 반응을 일으키

게 하여 양자 사이의 우호 인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힘’을 의미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45) 계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자신의 기능,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탁월한 업 을

쌓는 것은 자신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개인이 이룩한 업 은

동시에 그가 속한 공동체 체의 이익이 된다.그 다면 개인의 업 으

45)“덕은 외롭지 않으니 항상 이웃을 갖는다.(德不孤,必有隣.『논어』「이인」,25)”와 “덕

으로 통치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항상 자신의 자리에 머무르고 모든 낮은 별들은 그 별

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과 같다.(爲政以德,譬如北辰居其所而衆星共之,『논어』「 정」,

1).”에는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모든 계의 심에

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이는 덕에 내포된 계 속성을 잘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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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이익을 얻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연히 그에게 감사함을 느끼

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그와 계 맺기를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주 로 몰리게 할 것이다.수많은 계의 심에 설 수 있게 한 것은 결

국 그가 성취해 낸 탁월한 업 이며,이로 인해 생겨나는 수많은 우호

인 계는 개인에게 경제 보상 이상의 가치와 기쁨을 가져다 다.

개인의 탁월한 수행이 그를 수많은 계의 심에 설 수 있게 하고

그의 커뮤니 이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는 사

실은 그 반 의 경우도 상상하게 한다. 군가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

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한다면,그것은 타인과 우호 인 계를 형성이

힘들고 그가 산출해내는 커뮤니 이션의 향력은 차 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결국 그는 고립된 인간이 될 수 있다. 계와 인정을 욕구하는

인간의 특성이 탁월한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자발 지향과 서로 정

인 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은 직업윤리교육에서 확실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인간의 특성과 그 존재방식의 특징인 계성이 인간의 활동인 일의

역까지 확 되어 이해된다면,직업에 투입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결코 일방 이지 않고,개인 차원에 그치지 않으며,경제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무엇보다 계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계를 추구하며 이 안에서 인정을 받으

며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궁극 인 지향성이다. 계는 단지 서로 연

결되어 있음의 정 인 상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향을 주

고받는다는 동 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그 의미를 온 하게 깨달을 수 있

다.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계의 역동 인 주고받음의 의미를 부각시

키기 해 ‘순환 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도덕 갈등 해결 능력 강화

직장이 수많은 옳음의 가치 기 이 존재하는 갈등발생 가능성이 상존

하는 곳이다.따라서 성공 인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해서는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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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필수 이다.갈등 해결 능력은 크게 상황을 윤리 으로 인식하는

능력,이의 해결을 해 윤리 으로 사고하고 단하는 능력,이를 윤리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 어 볼 수 있다.도덕과 교육

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에서는 직장 내 문제의 해결의 궁극 목표를 원만

한 직업생활이나 성공 직업생활에 두지 않고 보편 도덕성,사회 정

의의 구 에 두도록 한다.이를 해 각 단계의 능력은 윤리 가치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한다.구체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상황에 한 윤리 인식 능력 함양

직업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윤리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주어진 상황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식은 주체의 신념의 틀에 기반하고 있다(Bagnall,

1998:3).따라서 상황을 도덕 갈등상태로 인식하는 일은 주체의 신념

에 따라 달라진다.직업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윤리 으로 인식하기

해서는 다음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하나는 특정 사태를 윤리 문

제로 인식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에 따라 이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각자의 입장을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다.이 두 가지 능력은 모두 한 교육의 개입을 통해 향상 가능하

다.이를 한 구체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먼 사태를 윤리 문제로 인식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해서는 주어

진 상황에서 윤리 갈등의 핵심 인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악하

는 연습을 한다.우선 재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악하도

록 한다.다음으로 이러한 상황에 한 단에서 용되는 가치기 과

이와 립되는 가치기 을 함께 악한다.이후에는 자신이 재 처해

있는 입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한다.이와 같은 인식 능력을 개발하

고 이를 연습하기 해 [그림 5]와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이는 상황을

단순화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 문제 상황의 핵심을

악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Brinkmann,Henriksen(2008:629)이 제

안하는 딜 마 상황을 로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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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 의리

개인 ⇔ 공동체

장기 ⇔ 단기

정의 ⇔ 자비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등)

⇅

지위

(고용주, 고용인, 동업자 등)
⇄ 문제 상황 ⇄

근무시간

(전일, 시간제, 재택 등)

⇮

대립가치

)A는 한 음식 에 6개월 인턴 과

정으로 근무하고 있다.어느 날

리자 유효기간이 지난 냉동식품을

가져오라고 말한다. 리자는 분명

이 재료를 사용하려고 가져오라고

말하는것이다.

비정규직

(한시적)

⇅

실습생 ⇄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

⇄ 전일근무

⇮

정의 VS 자비

[그림 5]상황에 한 윤리 인식 방법

다음으로 주체에 따라 인식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

고 이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능력이다.이는 쟁 에 한 개인의 시각 차

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 용해 으로써 개발 가능하다.

Kidder(1995:18)는 갈등 상황에서 선택 시 립하는 가치 기 을 진실

의리,개인 공동체,장기 단기 ,정의 자비의 4가지 형식

으로 범주화한다.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선택 시 립하는 가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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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틀은 각자의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

다.인식은 단순히 보는 것[見]만이 아닌 자세히 들여다보고[觀]진단

하고 단하는[診]주체의 의식 인 활동이다.입장의 차이를 가져오는

인식의 기반에는 보다 근본 으로 주체가 가지는 신념이나 가치기 ,윤

리 입장 등이 있다.직업생활에서는 이러한 요소와 함께 이해 계에

한 시각이 추가된다.이를 종합하여 개인이 일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에 한 입장을 다면화46)하여 표 하면 [그림 7]과 같다.

이익

       사회  합의   개인  가

도덕

사회 의의 실인격완

개인  취
      = 사익

사회  부의 증진

[그림 7]일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분류47)

의 사분면은 자신은 물론이고 직장 내 주체들이 일을 어떤 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에 한 입장을 간명

46)Dose(1997)는 근로가치(workvalues)가 기업윤리, 로테스탄트 근로윤리 등 각기 다른

역과 문헌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지 한다.그는 이로 인해 근로가치의

개념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연구 역에서의 근로가치 구성의 핵심 요

소를 반 하여 근로가치의 통합 인 구조의 틀을 제안하 다.근로가치의 구조는 선호와

도덕,사회 합의와 개인 가치의 2×2의 다면 구조로 구성된다.본 연구자는

Dose(1997:229)의 근로가치에 한 틀이 개인의 기본 윤리 입장과 함께 직업생활의

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이해 계를 함께 드러내 다고 생각하고 이를 변형하고 단순

화하여 직업생활에서 개인의 윤리 입장을 단하는 가치 분류의 틀로 차용하 다.

47)자료:Dose(1997:229)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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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악하게 해 다.이를 활용한다면 갈등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분류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

을 수 있을 것이다.물론 상 의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해서

는 상호 간 충분한 커뮤니 이션이 제된다.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은 상황의 윤리 인식 능력을 함양

할 뿐만 아니라 규범 ․윤리 가치에 한 지향을 가지도록 해야 한

다. 를 들어 립되는 가치에서 의리보다는 진실,개인보다는 공동체,

단기보다는 장기 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물론 상황에 따라 립되는 가치에서 요성을 변화할

수 있다.하지만 보다 보편 가치 지향의 자세를 가지게 하는 것은 도

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에서 심 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사실 상황에 한 윤리 인식 능력은 도덕 갈등 해결 능력에서 간

과되기 쉬운 부분이다.하지만 직장이라는 공간은 이해 계를 주된 목

으로 조직된 공간이며 이해 계에서의 욕구가 많은 부정의한 일을 행

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공간이다.이 게 통념과 행이라

는 이름으로 도덕 단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직장에서 상황에 한

윤리 인식 능력은 보다 이상 인 공동체 건설을 해 반드시 필요하

다.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의 능력이 충분히 연습되도록 한다.

나.윤리 사고와 단 능력

어떠한 상황이 윤리 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이러한 해결 방법이 윤리

으로 타당하여 이해 계 당사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도덕 정당성을 갖

추기 해서는 충분한 추론과 숙고의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기 해서 윤리이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윤리이론은 련된 개념들을 명료화하고,논증을 구성하고 평가

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다.이에 따

라 극단주의와 감정주의에 따른 격렬하고 소모 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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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jman,Fieser,박찬구 외 역,2011:23).

따라서 윤리 사고와 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은 윤리이론을 배우는 일이다.그 지만 실 으로 ․고등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다양한 윤리이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용하여

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더

구나 윤리이론을 이해하기 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지 인 성숙이 요

구되는데,이는 어도 고등학교 학생 이상의 수 에서만 가능하다.그리

고 설사 고등학생에게 윤리이론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이의 학습은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윤리 사고와 단의 과정

은 도덕 갈등 해결에서 핵심 인 과정이지만,그 다고 해서 이 부분

에 집 하게 되면 수행능력의 향상이라는 직업윤리교육의 궁극 목표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이러한 딜 마를 해결하기 해서는 사고와

단과정에 실질 도움을 주면서도 다수의 일반 인 고등학교 학생들

의 수 에 맞는 단순화된 사고․ 단의 기 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Miller,Coady(1986)는 학생들의 윤리 사고와 단을 가능하게 하

는 윤리 추론 기술(ethicalreasoningskills)을 개발을 한 6가지 가치

단 기 (value assessment criteria)을 제시한다. 첫째는 상호성

(reciprocity)으로 황 률을 용한 것이다.둘째는 일 성(consistency)으

로 개인의 반응이 시간과 장소에 계없이 행동,사고,감정 인 면에서

일 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셋째는 일치성(coherence)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려하는 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넷째는 통합성(comprehensiveness)으로 ‘모든 다른

사람이 이 게 한다면…’의 질문에 답하게 하는 것이다.다섯째는

성 혹은 타당성(adequacy)으로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다른 측면에서 문

제를 발생시키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여섯째는 지속성(duration)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이다(Miller,

Coady,1986:11-13;Naylor,1988:5).이 기 은 윤리이론의 핵심 내

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비교 쉽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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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윤리 사고와 단 과정에 도움을 주고 이 능력을 개

발할 수 있도록 6가지 가치 단 기 에 기반을 둔 질문을 개발하여

<표 13>과 같이 제시한다.추론 과정은 이 질문들에 정의 답이 나

올 때까지 계속된다.

<표 13>윤리 사고와 단을 한 6가지 질문

연번 가치평가기 질문

1 상호성 라면 어떻게 할까?

2 일 성 다른 상황에서도 그 게 할까?

3 일치성 이 단이 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4 통합성 만일 모든 다른 사람이 이 게 한다면 어떨까?

5 성 혹시 이 단이 다른 결과를 만들지는 않을까?

6 지속성 10년이나 20년 후에 결과는 어떨까?

의 6가지 질문은 윤리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여 정리한 것

이다.그러므로 복잡한 도덕 딜 마 상황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개

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한 실 으로 의 6가지의 기

을 모두 만족하는 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는 없으며 산술 으로 더 많

은 기 을 충족시킨 해결책이 자동 으로 더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도 없다.하지만 이 기 들은 일반 인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 방식이 가

져올 수 있는 결과를 상하게 하거나 논리 인 일치성을 결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빠른 시간 내에 도덕 행동을 선택하게 해

주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

하기 한 사고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추론을 해 윤리이론에

한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이에 교사는 이러한 호기심이 윤리이론에

한 추가 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극 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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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공 수행을 한 능력

도덕 으로 추론하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한 후,확신을 가지고 실행

하는 것은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가장 궁극 인 목표이다.

성공 수행을 한 능력은 다양한 상황과 계 속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 기술과 략 개발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이를 합리 조

정이 가능한 상황과 욕망과 무력감으로 인해 합리 조정이 불가능한 상

황의 두 가지로 나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합리 합의와 조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다.Miller,Coady(1986:13-17)와 Naylor(1988:5-6)는 합리 조정이 가

능한 상황에서의 조정기술(mediationskill)을 제안하 다.이는 단호함,

경청, 상, 험 감수로 범주화된다.이를 개발하기 한 구체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단호함(assertiveness)이다.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다른 사

람의 권리를 존 하면서도 자기의 의견을 충분하게 표 하는 능력이다.

이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개발 가능하다.① 공감 ② “I-language”로

말하기 ③ 하게 몸짓을 사용하고 상 방의 몸짓을 인식하기 ④ 말할

장소,시간,강도,길이,빈도에 해 생각하기 ⑤ 피드백 주고받기 ⑥ 열

린 질문,소개,반복,강조 등 다양한 말하기 기술을 하게 사용하기

⑧ 부탁 받을 때 실 한계를 확실하게 말하기 ⑨ 실 인 것을 요구

하기 등이다.

둘째 공감 경청(empathiclistening)이다.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

은 말하는 사람(자아)의 말만이 아닌 듣는 사람(타자)의 주의 집 ,즉

듣는 사람의 얼굴 표정,자세,그리고 어조 등의 몸짓까지 포함하는 확장

된 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성훈,2013:142-143).메시지는 다

양한 방식을 통해 듣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의미와 정보까지 포함해

서 달되므로 경청 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공감 경청

은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요한 기술이 된다.이는 다음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① 커뮤니 이션에 해 피드백하기 ② 표정과 몸짓을 통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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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술 단호 경청 상 험감수

교육

내용

§ 공감

§ “I-language”로말하기

§ 한 몸짓

§ 말하는 장소,시간,

강도,길이,빈도에

해 생각하기

§ 피드백을 주고받기

§ 열린 질문,발표,

반복,강조 등을

하게 사용하기

§ 수락 시 실

한계를 밝히기

§ 실 인 요구하기

§ 피드백하기

§ 표정과 몸짓을

인식하기

§ 말과 몸짓을

알아차리기

§ 말과 몸짓으로

반응하기

§ 직․간 태도

감정 확인하기

§ 사람이 아닌 사건에

주목하기

§ 드러나지 않은

이해 계 악하기

§ 드러내는 입장과의

일치여부 악하기

§ 실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하기

§ 객 이고 정당한

기 으로 결정하기

§ 객 이고 정당한

기 을 개발하기

§ 가치 계를 인식하기

§ 행동의 성패 가능성을

평가하기

§ 가치와 이에 따른 행동

의 결과를 이해하기

§ 과거의 성패 경험에서

자기 귀인을 악하기

§ 다음 상황 이해하기:

win-win,win-lose,

lose-lose

§ 구성원 상호 간 향을

이해하기

시지를 인식하기 ③ 말과 몸짓이 반 될 경우 알아차리기 ④ 말과 몸짓

으로 반응하기 ⑤ 직․간 으로 표 되는 태도 감정 확인하기이다.

셋째,원리화된 상(principlednegotiation)이다.양측에게 모두 공정

한 방식이 되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궁극 목 이 된다.이를 한

상호 동의를 이끌어 내기 해서는 력이 강조된다.이를 개발하기

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사람이 아닌 사건에 주목하기 ② 드러

나지 않은 이해 계를 악하기 ③ 개인의 이해 계와 드러내는 입장이

일치하는지를 악하기 ④ 실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하기 ⑤ 객 이

고 정당한 기 을 용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기 을 개발하기 등이다.

넷째, 험 감수(risktaking)이다.이는 어떠한 행동에서 상되는 이

과 이를 한 투입 비용을 평가하는 것이다.이를 개발하기 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① 가치의 계를 인식하기 ② 행동의 성공과 실패 가

능성 평가하기 ③ 개인의 가치와 험 감수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④

이 행 의 성공 는 실패 원인에서 자기 귀인을 악하기 ⑥ 다음 상

황을 이해하기:a.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진다

(win-win),b.한 사람이 이기고 다른 사람도 이긴다(win-lose),c.한 사

람이 지면 다른 사람도 진다(lose-lose).⑦ 집단 의사를 결정 시 구성원

간 향을 이해하기이다.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조정기술 개발을 한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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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욕망과 무력감으로 인해 합리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덕 항기술이다.간단히 집단의 압력과 도덕 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시에 항하기 한 기술로 설명된다.이는 명백

한 계 계와 다양한 이해 계에 한 욕망이 강하게 지배하는 직장의

실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사실 실제 직업생활에서의 갈등은

단순히 도덕 단의 합리성이나 정당성,혹은 타당성 차원에서 해결되

지 않는다.근로자의 행동은 우월한 힘을 가진 리자로부터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무력함,즉각 보상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에 의

해 강한 향을 받는다.따라서 이러한 무력감과 욕망에 해 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Brinkmann,Henriksen(2008:627)은 이의 방안으로 집단의 압력과 도

덕 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지시에 항하는 개인 인 항 기술을 제

안한다.이는 크게 ‘말하기’,‘반 하기’,‘벗어나기’,‘무릅쓰기’의 략으로

범주화해볼 수 있다.먼 상 자의 지시,집단에 의한 요구,다수가 가

지는 도덕 입장이나 권 에 따르려고 할 때의 무력감을 극복하는 도덕

항 기술 개발은 ① 잠재 희생자나 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범 를 고려하기 ② 이들의 입장 어도 한 가지 이상에 해 공감해

보기 ③ 행 후의 결과를 상하고 분석해보기 ④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제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을 미루기 ⑤ 명령에 따르는

행 의 옳고 그름을 고려하기 ⑥ 자신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나 집단의 의

견,권 에 해 도덕 성을 회의해보기 ⑦ 반 를 한 의지력의

요함을 인식하기 ⑧ 잠재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재를 수용하기보다

반 하거나 피하는 략을 계획하기 등이다.다음으로 욕망을 고려하거

나 따르려고 할 때,이에 한 도덕 항 기술의 개발은 ① 잠재 희

생자들이나 혹은 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하기 ② 이들의 입장

어도 한 가지 이상에 한 공감해보기 ③ 행 후의 결과를 상하

고 분석해보기 ④ 즉각 으로 생겨나는 욕망을 지연시키고 이에 한 찬

반을 비 으로 검토하기 ⑤ 단기 인 만족보다 장기 인 결과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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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기 ⑥ 욕망이 다른 도덕 인 동기보다 더 강한 힘이 있음을 인식하

기 ⑦ 욕망이 자신의 품성을 시험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등이다.

다양한 조정기술과 도덕 항기술들은 윤리 단의 결과가 수행

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인 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2)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요소에 용

2017년 등학교 1,2학년부터 순차 으로 시행될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이 에 비해 자신,타인,사회․공동체,자연․ 월과의 조화

로운 계,그리고 이를 구 하기 한 실천 역량을 강조한다.특히 배

려 인 인간 계와 정의로운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계를 구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가능성을 높인다.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체계에서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이 가능한 내용요소를 두 가지 목표 하에 분류하여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1)순환 계성에 기반을 둔 일의 의미 자각 련

일과 직업이 가지는 순환 계성을 통한 일의 의미 자각은 직업을

통해 사회 안에서 향력을 주고받는 인간이 아닌 ‘사회 인격’으로서

인간의 특성,고용,실업이라는 주제에서 나타나는 일의 가지는 사회․국

가 차원의 성격,공동체의 선과 연결되는 개인의 이익,일에서의 탁월

한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동체에서의 향력을 내용으로 한다.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이와 연 하여 다룰 수 있

는 내용요소는 ․ 학교 도덕의 ‘자신과의 계’,‘사회․공동체와의

계’ 역,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는 주로 ‘사회와 윤리’ 역,윤리와 사상

은 ‘인간과 윤리사상’,‘사회사상’ 역에서 찾을 수 있다.주요 내용요소

는 자신의 삶의 모습과 삶의 목 ,인간의 계 속성,사회 정의 등의

내용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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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학교 도덕에서 ‘자신과의 계’는 ‘도덕 인 삶’,‘도덕 행동’,

‘자아정체성’,‘삶의 목 ’,‘행복한 삶’등을 내용요소로 한다.일반화된

지식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덕이 핵심 인 역할을 한다는 것

에 해 이해하고,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가지고,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이다.직업윤리교육과의 연계는 이와 같은

내용요소를 직업과 연결시키는 것이다.구체 으로 직업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닮고 싶은 직업인의 모습,직

업생활과 여가 가정생활에 해 이야기할 수 있다.학생들은 삶이라

는 추상 주제를 직업이라는 좀 더 구체 이고 실 주제로 이해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능동 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직업의 의

미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단순히 생계유지를 한 수단에 머무르거나

자아실 과 인격완성이라는 개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도록 한다.그리

고 새로운 사회 계를 형성하게 해주어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가능하

게 하며,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향력을 발휘하며 이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직업의 계 속성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

록 설명한다.직업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사회 존재로서의 자신,책임

있는 일의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주 로부터의 인정과 감사, 차 확

되는 자신의 향력 등이 개인의 행복과 연결된다는 은 반드시 강조되

어야 한다.이와 같은 차원에서의 행복감에 한 강조는 일 역할에 최선

을 다하려는 의욕을 북돋을 수 있다.

‘사회․공동체와의 계’ 역은 ‘인간존 ’,‘문화 다양성’,‘세계 시민

윤리’,‘도덕 시민’,‘사회 정의’등을 내용요소로 한다.일반화된 지식은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편도덕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

과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고,국가공동체의 도덕 시민으로 사회 정의

평화통일 실 에 기여하며,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체의 도덕 문

제 해결을 해 노력해야 한다.”이다.직업윤리교육과의 연계는 고용과

실업을 주제로 다루는 것이다.이를 사회 정의와 연결하면 공정한 경쟁

과 부패라는 문제에 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구체 내용은 정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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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경쟁과 정책으로 인해 개인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다.학생들은 이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이해

하고 공감하며 이러한 부당함을 개선하려는 극 의지를 키울 수 있

다.부패를 주제로 해서는 이익 추구보다는 청렴 등 도덕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 큰 행복감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청렴을 주제로

해서는 공동체의 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인정을 얻게 해주고

언제 어디서든 도덕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다는 을 일깨운

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사회와 윤리’ 역의 ‘직업과 청렴의 윤리’,

의 일반화된 지식은 “직업윤리는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가치와 행동 규범을 의미하며 청렴의 윤리가 직업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부패를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이다.이와 같은 내용요소에서 직업의 순환 계성을 일깨운다면

직업윤리교육이 가능하다.구체 으로 직업생활을 통한 새로운 계를

맺을 수 있으며,자신의 일 역할에 충실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낸다면

이는 공동체의 선에 기여하며,동시에 자신의 향력을 강화시킨다는

이다. 한 직업생활에서 청렴을 유지함으로써 도덕 으로 무결 한 생

활을 하고 이로 인한 도덕 당당함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 으로 더 큰

행복과 연결된다는 을 일깨우는 것이다.

‘사회와 윤리’ 역의 ‘사회 정의와 윤리’의 일반화된 지식은 “사회 정

의는 크게 분배 정의와 교정 정의로 나 어지는데,분배 정의는

사회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실 되며,교정 정의는

국가가 법 집행을 통해 불법 행 나 부정의를 바로잡음으로써 실 된

다.”이다.이와 같은 내용요소는 청년실업, 임 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

입으로 인한 반듯한 일자리의 창출,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고용 시

여성과 남성의 차별,국내 노동자의 역차별,정년 피크제를 둘러싼 청장

년층의 일자리 문제,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안정 등 고용과 실업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직업윤리교육이 가능하다.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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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다양한 의미를 고용 실업과 련된 실 이고 구체 인 문제

에 용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정의에 한 이해의 폭과 깊이

를 키울 것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인간과 윤리사상’역의 ‘인간에 한 다

양한 ’의 일반화된 지식은 “인간은 타인과의 계 속에서 윤리를

수하며 바람직한 삶을 할 수 있는 사회 존재이다”이다.이와 같은

내용요소는 인간의 존재 특성이며,나아가 인간의 생존 조건 그 자체

가 되는 ‘계성’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의 문제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직

업윤리교육과 연결되도록 한다. 계성은 극 이고 창조 인 일 역할

을 수행하게 하는 동기가 되며,자기 이익이 아닌 공동체 체의 이익을

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동기로 연결된다.

(2)도덕 갈등 해결 능력 강화 련

‘도덕 갈등 해결 능력’은 상황에 한 윤리 인식 능력,윤리 사

고․ 단 능력,수행능력의 함양을 통해 강화된다.이와 같은 세부 인

능력은 직업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실제 갈등 상황을 통해 함양되도록

한다.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이와 련되는 내용 역은

학교 도덕의 ‘타인과의 계’,‘사회․공동체와의 계’,고등학교 생활

과 윤리의 ‘ 의 삶과 실천윤리’,‘평화와 공존의 윤리’,윤리와 사상의

‘서양윤리사상’,‘사회사상’이다.여기에서는 이익추구와 계 조직 운

원리를 가지는 직장의 독특한 성격과 직업생활에서의 마주치는 구체

갈등 상황을 다룸으로써 직업윤리교육이 가능하다.

학교 도덕에서 ‘타인과의 계’역의 ‘평화 갈등 해결과 폭력의

문제’에 한 내용요소의 일반 지식은 “바람직한 인간 계를 형성하기

해서는 상 방을 존 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고,갈등이 발생하

는 경우 합리 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를 평화 으로 해결해야 한다.”이

다.이와 같은 내용요소는 직장 내 인간 계의 특징과 이로 인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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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가정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직업

윤리교육이 가능하다.직장은 다양한 가치기 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공

간이며 각자 이해 계가 첨 하게 립하는 공간이다.이와 같은 특징은

이곳에서의 갈등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음

을 짐작하게 한다.만일 직업생활에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면 삶의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업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다.이 게 직장이라는 구체 공간을 가정하여 갈등 상황을 상상해보게

하는 것은 갈등이라는 주제를 보다 실 이고 구체 인 자신의 문제로

인식시킨다.이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동기를 자극하여 보다 극 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나아가 실제 직업생활에서 갈등 상황

발생 시 한 행동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비 교육의 효과를 얻

을 수도 있다.

폭력의 내용요소는 직업생활 내 계 계에서 권력의 문제와 연결하

여 교육할 수 있다.학생들은 아직 계 계가 명확한 인간 계를 경험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계를 가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계 내 약자의 입장에 서 으로써 이제까지의 인

간 계에서와 다른 새로운 인식이 가능하다. 표 으로 구조 폭력에

해 인식을 들 수 있다.학생들로 하여 항시 약자의 입장에 놓인 개

인 근로자가 느끼는 구조 폭력과 이로 인한 무력감을 상상해보게 할

수 있다.옳지 못한 상사나 집단의 요구,직업생활에서 부당한 행에

한 처방안을 생각하도록 하여 무력감을 명하게 극복하고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학생들이 이러한

계를 미리 상상하고 자신의 고용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상사

의 부당한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한 방법을 생각해보고,의

견을 주고받으면서 객 입장에서 명한 해결 방법에 한 힌트를 얻

을 수 있다.이와 같은 논의는 미래의 직업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 의 삶과 실천윤리’역의 ‘윤리 문제

에 한 탐구와 성찰’의 내용요소는 “ 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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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근 방법에는 도덕 탐구와 윤리 성찰이 있으며 윤리의 실천

을 해서 도덕 탐구와 윤리 성찰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를 일반

지식으로 한다. 생활의 다양한 문제 하나로 직업생활 내 딜

마를 다루는 방법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직업윤리교육이 가능하다.직

업생활은 시간 으로나 삶에 미치는 향의 측면에서나 우리 삶에서 매

우 큰 비 을 차지한다.직업생활에서 마주하는 윤리 문제 상황은 사

회에의 진출을 목 에 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가지는 미래에 한 막연

한 불안감을 실의 문제로 구체화시켜 이해할 수 있게 해 다.그리고

이 게 구체화된 상황은 자신의 문제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자발 이고

열정 으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태도로 이어질 것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서양윤리사상’ 역의 ‘도덕의 기 :도덕

단과 행동의 근거’의 내용요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성과 타인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은 주체의 올바른 도덕 단

과 행동의 원천이다.”를 일반 지식으로 한다.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

:옳고 그름을 단하는 기 ’의 내용요소는 “행 의 옳고 그름의 기

은 선의지에서 비롯되는 도덕 의무를 강조하는 의무론의 입장과 행

의 결과가 최 다수의 최 행복을 산출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결과론

의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를 일반 지식으로 한다.여기에서는 직업

생활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에 해 각자 도덕 단을 내

리고 그에 한 근거를 제시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직업윤리교육과 연결

시킨다.도덕 단의 근거로서 이성과 감정,옳고 그름의 단 기 으

로서 당 와 결과는 직업생활 내의 도덕 갈등 해결 상황에서 사고와

단의 과정에 작용하며 상호 의견의 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에 한

정당화의 논리로써 활용될 수 있다.특히 의무론과 결과론과 같은 윤리

이론은 갈등 상황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다.갈등의 본질에

한 악과 이해는 서로 간의 입장의 근본 차이를 확인하게 하여 이를

조정하는 데에 큰 도움을 다.



- 159 -

2.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방법 용

도덕과 교육에서의 직업윤리교육은 이에 하고 효과 인 교육 방

법으로 가르쳐졌을 때 원래의 목 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다.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은 내면의 동기화 요소와 외면의 수행능력에

계하는 요소를 동시에 함양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에 합한 교육 방법으로 다양한 커뮤니 이션 활동을

제안한다.커뮤니 이션 활동은 력 이고 개방 자세로 어려운 문제

들과 마주할 수 있는 능력,객 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하

고 자신의 생각을 비 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세련되게 다듬는 능력을 포함한다(Flynn,1994:18).자신

의 생각을 비 으로 검토하며 능동 으로 다듬는 과정은 자신의 내면

가치 과 태도와 계한다.그리고 다른 사람과 마주하고 화하는

과정에서 상 의 이야기에 해 매 순간 그 진 를 단하고,이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은 민감성,

단력,조정능력과 계하며 도덕 갈등 해결 능력의 강화와 직결된다.

이러한 능력들은 기본 으로 상 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제한다.

경청은 자신과 타인의 생각 간에 공통 과 차이 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

여 생산 인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게 만들어 다(Bagnall,1998:324).

이와 같이 커뮤니 이션 활동은 능동 인 자기반성과,민감성,순발력,

단력,조정능력 등 다양한 능력의 함양에 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

다 상 에 한 배려와 존 의 자세를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 그 자체

로 훌륭한 교육방법이다.커뮤니 이션을 통해 학생들은 객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 가

가지는 가치,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상 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은 이해와 공감은 합리 조정과 타 의 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커뮤니 이션 활동 소그룹 토론,딜 마 토론,

디스커스(discourse:담론)48)를 소개하고 이의 의미, 용 방법,그리고

실제 수업 모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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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그룹 토론을 통한 일의 의미 자각하기

(1)소그룹 토론의 의미와 방법

Miller,Coady(1986:17-18)는 토론 수업이 직업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효과 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를 직업윤리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그룹 토론 방식

을 제안한다.

소그룹 토론은 5명 정도의 그룹의 구성원으로 진행되는 토론이다.의

미있는 토론 수업을 해서는 수업에 들어가기 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진행 방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 학생들이 안정된 상태

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토론의 주제는 직업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윤리 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선

정한다.주제는 가상 상황이나 실제 사건 둘 다 무방하다.그러나 주의할

것은 가 학생 수 에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이다.갈등 상황에서 학생들은 상황에 한 윤리 인식 방법,

일에 해 상 방이 가지는 가치,6가지 사고와 단 기 을 하게

활용하며 토론에 임하도록 한다.

소그룹 토론은 도덕 갈등 상황 해결 능력의 강화에 을 두고 제

안된 것이다.하지만 학생들이 다양하게 자신의 의견을 극 으로 피력

48)‘discussion’은 우리말의 토론과 토의로,그리고 ‘discourse’은 이야기나 담화,담론, 는

논의이다.‘discussion’은 우리말의 토론으로 통용되고 있지만,‘discourse(독:diskurs)’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를 들어 Habermas의 『도덕의식과 소통 행

』를 번역한 황태연(1997)은 이를 ‘논의’로 번역한다.『의사소통행 이론 1,2』를 번역

한 장춘익(2007)은 이를 ‘담론’이나 ‘담화’ 는 ‘언술’이 아닌 ‘토의’로 번역한다.그리고

이에 해 Habermas가 ‘diskurs’를 화자가 청자가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내세우고 상

의 주장에 해 서로 비 을 제기할 수 있는 칭 구조를 갖는 화의 경우에 제한하여

사용하 으므로 이 을 부각시키기 한 것이라고 말한다(Habermas,장춘익 역,2007:

9).한편 Habermas의 ‘discourse’를 활용한 도덕수업방법에 한 연구가 활발한 일본에서

는 부분의 연구에서 이를 ‘ディスクルス’로 표기하며 어 발음 그 로 사용하고 있다

( 笠原 等,2012;渡邊満,大嶋澄子,2000).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

지 않은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discourse’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기하지 않고 어 발음 그 로를 사용하여 한 로 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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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주제라면 굳이 직 인 갈등 상황을 주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왜냐하면 토론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

롭게 개진되고 이를 들음으로써 주제에 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소그룹 토론은 일의 의미 자각을 한

목표를 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구체 방법은 먼 소그룹별로 서로

의 의견을 교환하며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면서 그룹 구성원

체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다.그리고 이를 학 체 학생들에게 발표

하는 것이다.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데 소그룹별로 각자

의 의견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고 이를 기 을 세워 분류하게 하는 것

이다.이를 확 하여 학 체의 의견을 칠 에 붙이고 새로운 기 을

세워 분류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한다.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기 을

세워 분류해보고 여러 차례 논의를 계속하면서,학생들은 주제에 해

보다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소그룹 토론에서 평가는 수업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평가

기 은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들을 어떠한 기 을 세워 분류하고 이에

해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지이다.평가의 결과는 즉시 학생들에게 알려

평가가 다른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수업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다.평가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논리에서 보완해야할 들을 생

각하도록 자극된다.더불어 학생들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타인의

을 수용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다 논리 이고 정교한 사고를 발 시켜 나

갈 수 있다.

소그룹 토론은 학생들의 사고의 폭과 깊이를 넓 주고 커뮤니 이션

인 계능력을 향상시켜 다.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 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 으로 찰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오해

없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는 설명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은 커뮤니 이

션 능력의 향상과 직결된다.이와 더불어 상 를 배려하고 존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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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끝까지 주의 집 해서 듣는 것은 인 계능력과 연결된다.

(2)소그룹 토론 방법을 용한 수업 모형

일의 의미 자각을 한 소그룹 토론 수업은 다음의 [그림 8]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도입

(교사) 발문

 

전개

(학생) 개별 활동

1. 발문에 대한 의견을 메모지에 적기

(학생) 소그룹 활동

1. 그룹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기준

을 정해  분류하기 

(학생) 전체 활동

1. 자기 그룹의 의견을 칠판에 붙이고 

이에 대해 발표하기 

2. 이를 분류하여 제시하고 설명하기 

3. 칠판에 붙인 전체의 의견을 기준

을 세워 분류해보기

(교사) 질문하기

1. 적절한 질문으로 보다 깊이 사고할 

수 있도록 격려

⇆

평가

(교사)

1. 자신의 의견을 타당성 있게 전개

하고 있는가?

2. 다양한 의견을 타당한 기준에 따

라 분류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가?

3.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며 적

절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리

(교사) 후속 교육

[그림 8]소그룹 토론의 수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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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수업 모형은 앞서 제시한 순환 계성에 기반을 둔 일의 의미

와 련되는 내용요소의 수업에 용하도록 한다. 를 들어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학교 도덕의 ‘자신과의 계’ 역의 ‘삶의 목 ’의

내용요소에 용해볼 수 있다.

학교 도덕의 ‘삶의 목 ’의 내용요소는 “본래 가치에 근거한 삶의

목 추구가 도덕 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도덕 공부를 통해 이해하

고,자신의 삶의 목 을 도덕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다”를 성취기 으

로 한다.이러한 도덕 이야기를 구성하기 해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자신의 삶의 목 은 무엇인지에 해 스스로 묻고

이에 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하지만 학교 학생들에게 삶이란 추상

이고 무거운 주제를 제시하고 그 목 과 가치에 해 단도직입 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따라서 삶의 역을 직

업으로 한정지어 제시하여 구체 이고 실 주제로 바꾸어 다면 좀

더 효과 인 수업을 기 할 수 있다.이와 같은 교수․학습활동을 해

수업과정에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으로 다음을 제안해본다.

1.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싶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그 직업을 통해서 실 하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3.이 직업을 유지하기 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4.직업을 가지거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이 직업을 얻기 해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6.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거나 혹은 실업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

게 할 것인가?

7.자신의 직업에서 큰 성취를 이루어냈을 때 과연 가 가장 기뻐할

것이며, 구에게까지 어떤 이익을 수 있을까?

어떤 직업을 희망하며 왜 희망하는지에 해 묻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

신이 평소 가지고 있지만 깨닫지 못했던 삶의 목 과 추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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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가치와 의미를 희망하는 직업과 그 이유를 유추하는 과정에서 깨달

을 수 있다.학생들에게 어떤 직업을 희망하며 왜 희망하는지에 한 물

음을 던졌을 때, 부분은 직업이 가지는 경제 보상,사회 지 ,공

동체를 한 헌신,자아실 등 직업의 의미에 해 그동안 학습해온 객

사실들을 별다른 사고 없이 자동 으로 이야기한다.이 때 교사는

다음과 같은 추가 인 질문을 하게 던지면서 자신의 삶에서 직업의

의미를 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49)

1.‘최 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2.그 때 몇 살이었나요?

3.이 꿈을 가 격려해줬나요?혹은 실망시켰나요?

4.꿈의 어떤 이 당신에게 매력 이었나요?

5.이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6.무엇을 해야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7.꿈을 선택할 때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사실에 향을 받았나요?

8.이 꿈을 선택할 때 가 가장 큰 향을 미쳤나요?

9.이 꿈을 선택할 때 주 의 상황이 어땠나요?

이와 더불어 후속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향을 주고

받으며 이러한 계 속에서 성장하고 완성되는 사회 존재로서의 인격

을 깨닫도록 한다.구체 으로 직업생활이 졸업 후 사회 계를 이어

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직업을 유지하고 성공 직업생활하

기 해서 기능 인 노력뿐만 아니라 도덕 결 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에 해 일깨워 다.이로써 직업생활의 소 함과 삶에서 요한 가치

가 무엇인지에 해 깨달을 수 있다.학생들이 직업과 진로에 한 막연

한 생각을 말이나 로 표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에 한 구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는 은 이 수업 모형이 가지는 다른 장

49)구성주의 진로상담 기법의 질문을 참고하여 변형해서 개발한 것이다(Thorngren,Feit,

2001: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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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수업 도입 시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은 직업의 선택뿐만 아

니라 직업을 유지하거나 여기에서 성공하기 한 노력,실업에 한

책 등에 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게 하여 수업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

게 해 다.

소그룹 토론은 독자 인 교수․학습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가장 기본 인 토론 방법으로 다양한 커뮤니 이션 활동에서 부분

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따라서 교사는 토론 수업의 방법을 충분히 숙

지하고 학생들을 안내해야 한다.

2)디스커스와 도덕성강화훈련을 통한 도덕 갈등 해결 능력 강화

(1)디스커스를 통한 도덕 갈등 해결 능력 강화

가.디스커스의 의미와 방법

Habermas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가 개인의 내면에만

을 둔 개인주의 인 한계를 가진다고 본다.50)Habermas는 개인의 도덕

성을 사회 환경이나 체제와의 상호성이라고 하는 에서 악하고

이의 성숙을 상호행 (사회 행 로써 언어 커뮤니 이션 행 )의 발

달단계로 이해하 다.커뮤니 이션 행 는 “언어 행 능력이 있으

50)Kohlberg는 도덕성에 한 연구를 통해 도덕성 발달의 단계를 체계화하 다.이러한 발

달 단계는 딜 마 토론에서 주인공이 어떠한 행 를 취해야만 하는가에 한 이유를 설명

하는 방식,즉 도덕 정당화의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Kohlberg에게 있어 최우선 목

이 되는 도덕 성숙은 도덕성의 좀 더 높은 수 으로의 이동이며 도덕교육의 목 은 도

덕성의 발달을 진하는 것이다.Kohlberg는 도덕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가치 주입 교육과

가치 명료화의 두 가지 방법 모두를 비 하면서 도덕 토론(moraldiscussion)이라는 커

뮤니 이션 활동을 제안하 다.이는 인지구조의 질 인 환이 불균형에서 균형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동화와 조 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인지 발달론에 근거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딜 마 상황을 제시하여 불균형 상태를 경험하게 하고 토론이라는 커뮤

니 이션 활동을 통해 보다 고차 인 균형 상태로 성장시켜 나가는 방법을 제안한다.이

와 같은 딜 마 토론은 통 인 도덕수업이 가지는 가치 주입이라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학생들의 도덕 발달 단계를 높여 수 있는 새로운 도덕수업의 방식으로 등장했다

(Habermas,황태연 역,1997:64-65;渡邊満,大嶋澄子,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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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발화로 하든 발화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든)서로 계 맺는 둘 이

상의 주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련된다.행 자들은 그들의 행 계획과

행 를 일치된 의견 아래에서 조정하기 하여 행 상황에 한 상호이

해를 추구한다.”(Habermas,장춘익 역,2007:53).간단하게 말하면 커뮤

니 이션 행 는 상 의 행 계획을 조정하기 해 언어를 매개로 상

호주체 간에 일치에 이르도록 서로에게 이해를 구하는 행 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 이션 행 는 커뮤니 이션과 디스커스라는 두 개의 수 으

로 구분된다.커뮤니 이션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말이나 행동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커뮤니 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사

람들은 우선 힘이 아닌 화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이야기하고 상 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상 와 자신이

모두 함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을 ‘디스커스’라고 한

다.Habermas는 이를 ‘커뮤니 이션에 한 커뮤니 이션’이라고 규정한

다.Habermas는 커뮤니 이션의 문제를 디스커스에 의해 해결하려고 하

는 태도를 ‘커뮤니 이션 이성’51)이라고 하며 타인과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때,이를 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야말로 인간이 이성 이고

도덕 이라는 증거라고 말한다.나아가 디스커스를 통해 구체 인 도덕

의 기 가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笠原 等,2012:113-117).이와 같이

Habermas에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내 인 존재방식이

나 행 원칙이 아닌 개인들이 구축하는 사회의 원칙으로 구체 인 디스

커스 속에서 드러난다.그러므로 디스커스는 개인에게 내재한 도덕성의

단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보다 나은 단을 내리는 데 목 을 둔다( 笠

原 等,2012:119-120).

Habermas는 이에 주목하여 새로운 윤리학을 정립한다.디스커스를

거쳐 합의에 이르고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보다 합리 인 원

51)커뮤니 이션(의사소통) 합리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공동체 안에서 행 의 비강압

조정과 합의를 통한 행 갈등 해소의 여지가 커진다(Habermas,장춘익 역,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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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도출해 내는 것,한마디로 상호주체 인 디스커스에 의해 서로가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을 직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이와 같이 디스커

스 윤리학은 최종 으로 행 지향 의미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생활세계에 있어서 윤리학의 논증 요구를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도

덕 일상직 은 철학자의 계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Habermas,황태

연 역,1997:151)는 그의 윤리학이 가지는 실천 지향 성격을 집약 으

로 나타낸다.

Kohlberg의 딜 마 토론과 비교를 통해 디스커스의 특징을 밝히면

딜 마 토론은 인지 측면의 도덕성 성숙에 방 을 두는 것에 비해 디

스커스는 상호 간 행 기 을 확립하여 이를 실천하는 것에 방 을 둔

다는 이다.이에 따라 딜 마 토론이 ‘열린 결론(openend)’을 추구한

다면 디스커스는 상호 간 합의를 통해 공통된 행 의 기 을 마련하는

‘닫힌 결론(closeend)’추구한다.

보다 나은 논거를 가지고 모여서 화하고,서로를 납득시키고 합의

하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교육 효과를 가져다 다. 한 서

로 합의한 규칙을 지킨다는 약속을 하고 이 게 만든 약속을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려는 자세와 태도 역시 교육 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교육 효과는 디스커스가 실천을 지향하

는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방법으로 합하다는 사실을 증

명해주며 이의 활용에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해 다.

개인과 개인의 연결(간주 성)에 의해 사회규범이 구축될 수 있다는

디스커스 윤리학은 실천 디스커스52)를 해 다음의 원칙을 제시한다.

52)Habermas에 의하면 인간은 세 종류의 세계에 련하며 살아가고 있다.일과 사물의

계인 객 세계,타인과의 계인 사회 세계,자신과의 계인 주 세계가 그것이

다.인간은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세계를 둘러싸고 타자와 커뮤니 이션을 교환하며 살아

간다.그리고 각각의 세계와 계에 응하는 세 종류의 디스커스로 구별되게 된다.디스

커스 에서 사실의 세계,즉 객 세계를 둘러싸고 교환되는 것은 ‘이론 디스커스’이

라 일컫는다.그리고 타인과의 계에서 선·악,정·부정의 단이나 그 이유를 둘러싸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실천 디스커스’라고 한다.마지막으로 자신과의 계인 주

세계를 둘러싼 디스커스가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일상에서는 거의 없다.실

천 디스커스 에서 등한 입장에서 일반화의 가능성을 통해 화하여 합의된 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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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화원칙(U)

모든 개인의 이해를 만족시키기 해서는 일반 으로 그 규범을 따

를 때 (장차)발생하는 결과나 부작용들에 해 모든 당사자들이 인정

할 수 있어야(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안보다 이들이 인정한 선택의

결과나 부작용이 더 낫다고 생각되어야)한다(Habermas,황태연 역,

1997:106).

디스커스원칙(D)

당사자들이 모두 실천 디스커스에 참가할 수 있을 때만이 타당성

을 가지는 규범이 된다(Habermas,황태연 역,1997:175).

이와 같은 원칙을 수하는 디스커스는 통 도덕교육에서의 주

입․세뇌의 문제와 가치 명료화에의 주 ․편 이라는 문제를 동시

에 극복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다(渡邊満,大嶋澄子,2000:52). 한

이러한 장 은 일치된 목표와 한정된 공간에서의 공동생활을 하는 직업

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따라서 직업윤리교육에 합하다.

나.디스커스를 용한 수업 모형

합리 커뮤니 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행 의 원칙을 합의를 통해 도

출해 내는 디스커스를 수업에 활용하기 한 지침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

다.

개인으로서도 납득할 수 있고 사회 으로도 정당한 단으로 인정되며 그 후의 행동을 방

향 짓는 정당한 힘을 갖춘 것이 된다.Habermas는 타인과의 사이에 생기는 사실 인식이

나 행동의 선악시비를 둘러싼 문제를 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즉 커뮤니 이션

행 야말로,‘ 으로 올바르다’고 부르기에 걸 맞는 이성 ·도덕 인 태도의 표 이라

고 말한다.나아가 행 의 선악시비를 둘러싸고 교환되는 실천 디스커스를 통해서 구체

인 도덕 규범의 기 가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다.이와 같은 커뮤니 이션 행 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높은 수 의 능력으로 이는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

라 자기 주변의 문제를 커뮤니 이션 행 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몸에 익

나가는 것이다( 笠原 等,2012: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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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교사) 딜레마 상황을 제시

 

전개(제1차 판단) 

(학생) 개별활동

주인공이 해야 할 행위를 생각한다.

- 선택지가 다수일 경우 각 행위의 결과를 예측한 후 행위를 선택

 

전개(제2차 판단)

(학생) 디스커스  (대화의 규칙에 기반을 둔) 

1. 소그룹별 디스커스 

- 제1차의 ‘예측 결과’에 대해 토론

- ‘행위기준’을 결정

2. 전체 디스커스

- 모두가 정한 ‘행위기준’을 바탕으로 어떠한 행위를 선택할 지 학급의견을 정리한다.

 

3. 최종판단(close end)을 도출

  

정리

(교사) 후속 교육

1.학 구성원 모두가 이야기에 참가할 수 있다.:모두가 등한 입장이다.

2. 가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해도 괜찮다.:자기 성실성에 기반 해서

단이유를 말한다. 략 행 는 인정되지 않는다.

3.어떤 발언도 수용할 수 있다.:타자의 발언에 의해 자신의 마음이

움직인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4.모두가 납득한 규범은 모두가 지켜나간다.: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에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渡邊満,大嶋澄子,2000:53).

이와 같은 지침과 실천 디스커스를 한 두 가지 원칙을 교수․학

습과정에 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9]와 같다.

[그림 9]디스커스를 용한 수업 모형53)

53)자료:杉中( 笠原 等,2012:120)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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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스의 교수․학습방법은 도덕 갈등 해결 능력 강화와 련된

내용요소의 수업에 용한다.그리고 구체 으로 규칙이 상호 간 성실한

커뮤니 이션과 상 를 배려한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며,참여자

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보다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정의로운 규칙을 합

의하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주제의 수업에 용하도록 한

다.

를 들면,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사

회 정의와 윤리’의 내용요소는 정의로운 사회로 발 하기 한 다양한

정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구체 으로 사회 이익과 손해의 분배

에 계하는 분배 정의와 불법 행 나 부정의한 법 집행을 바로잡는

것에 계하는 교정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내용요소로

고용과 계된 다양한 실 문제에 해 디스커스를 진행할 수 있다.

고용과 련되는 갈등 상황은 사회 정의의 에서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 과 근로조건에서의 격차

문제는 분배 정의와 교정 정의의 두 가지 에서 모두 근할 수

있다.이를 통한다면 정규직의 사회 정의를 한 단,비정규직의 차별

우 개선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추가 으로 이를 한 다

양한 정책에 해 논의해볼 수 있다.이와 하여 추가 인 논의의 주제

를 몇 가지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1.연공임 체계

2.동일 노동,동일 임 의 원리

3.법 고용안정 보장과 노동시장 유연화

4.고령화 추세 속에서 정년연장과 조기퇴출

5. 기업과 소기업의 고용과 임 에서 격차 확

6. 출산을 진하고 여성 고용률을 낮추는 고용시스템54)

54)자료:김 호(2015:5-6)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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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스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 정의라는 명확한 기 하에 이에

격하게 반되는 정책이나 제도,혹은 행이 개선되어야만 하는 문제

임을 인식할 수 있다.그리고 객 입장에서 이를 교정하기 해 상호

간의 이해와 양보를 요구하는 실천 가능한 합의 을 발견할 수 있다.

(2)도덕성 강화훈련을 통한 도덕 갈등 해결 능력 강화

가.도덕성 강화훈련의 의미와 방법

Brinkmann,Henriksen(2008)은 도덕 갈등 상황에 한 Kohlberg식

딜 마 토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주목하 다.그들이 주목한

것은 첫째, 실에서 갈등 상황의 해결이 단순하게 도덕 가치기 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에 의해 지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둘째 그룹 토론

의 과정에서 그룹 내 우세한 개인들에 의해 토론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었다.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험 참가자 반 이상이 갈등 상황

에서 도덕 정당화에 근거한 단보다는 상황에 따른 단을 했다.그

리고 이들의 단은 성별의 차이,문화 배경,이해 계 당사자와의 친

함의 정도나 이해 계와 긴 하게 연 되어 있었다(Brinkmann,

Henriksen,2008:628-630).이러한 결과는 도덕과를 통한 직업윤리교육

에서 개인의 친 감에 의한 선호나 이해 계의 문제를 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을 시사해 다.

다음으로 그룹 토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연구에서는 그룹

내 우세한 개인의 단이 그룹 체의 의견에 강하게 향을 미치고 있

었다(Brinkmann,Henriksen,2008:630).이는 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단에 해 자신이 없고,그 기 때문에 쉽게 그룹 내 다른 구성원들로

부터 향을 받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만일 그룹 내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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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력을 가진 개인이 피상 이고 자기 이익의 논리만을 주장하는 수

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그의 의견이 그룹 체의 도덕 단의

기 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비록 그룹의 구성원들이 그

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세한 개인의 향력 아래에서

는 그룹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기보다 침묵해 버리는 략을 택하

기 쉽다.학교교육에서 이러한 략을 취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이후

에도 계속 커뮤니 이션에 한 부정 인식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이

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해 주는 은 앞서와 같이 합리 합의와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실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다.특히, 계 계

가 명확한 실제 직업생활에서는 부분의 단이 힘 있는 리자 일인

일부의 소수 집단의 의지에 의해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한마디로

드러나는 계 계에서 약자의 치에 있는 부분의 개인 근로자들은

합리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침묵을 유지하는 방

법을 선택하고 리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무력한 개인으로 락한다.

실에서 직업윤리는 근로자들의 능력(capacity)이나 자질의 문제가

아닌 권력(power)의 문제로,직장의 운 방식이나 시스템 체의 문제

로 귀결된다.직장의 운 방식이 자유로운 근로자들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권 이라면,설사 일부의 직장만이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된다고

할지라도 이 같은 방식이 존재하는 한,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도

덕 사고와 단능력에 한 논의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의 함양에 을 두는 직업윤리교육 역시 그 실

효성이 강하게 회의될 것이다.이와 같은 실 상황이 쉽게 바뀔 수

없는 것이라면 직업윤리교육은 도덕 사고 능력의 함양뿐만 아니라 명

백한 권력 계가 상존하는 직장에서 근로자로서 개인이 겪게 될 무력감,

이해 계 당사자들 간의 친 감,그리고 이해 계에 한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 방법에 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Brinkmann,Henriksen(2008:626-630)은 실의 직장 내 단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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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 들을 극복하고 도덕 사고와

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해 ‘도덕성 강화훈련(moral

fitnesstraining)’을 제안한다.이는 갈등 상황에서 그룹의 압력과 도덕

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지시에 순응․충성하기보다 이에 항하는 개

인 인 도덕 항기술들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방법이다.

도덕성 강화 훈련은 도덕성에 계하는 인지 측면과 정서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실제 직업생활에서의 권력 계로 인한 무력감과

인간이 가지는 이기 욕망을 조 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는

에서 수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덧붙여 도덕성 강화 훈련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의 역을 넘어서는 차원에 있는 작업장의 운 방식과 체제

를 합리 이고 민주 으로 변화시키기 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개입과

개인 근로자들의 연 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수 있다.이와 같

은 장 은 개인 능력과 사고와 단 능력의 함양에만 국한되었던 기존

의 직업윤리교육의 내용을 획기 으로 확장하는 것이다.따라서 이를

한 구체 교육 내용은 개인 차원의 노력과 연마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동을 도모하고 욕구와 무력감의 극복하는 실제 략을 극 으로

개발하도록 구성한다.

나.도덕성 강화훈련을 용한 수업 모형

Brinkmann,Henriksen(2008)의 도덕성 강화 훈련에 한 설명에 기반

을 두고 이를 교수․학습과정에 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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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교사) 딜레마 상황을 제시

 

전개(제1차)

(학생) 개별활동 : 객관적 판단

취해야 할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한다. 

- 딜레마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

- 판단의 이유를 정당화

 

전개(제2차)

(학생) 소그룹 토론 : 외부적 요소가 개입된 판단

자신이 실제 행위를 선택한다. 

- 실제 행위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친 요소를 확인

- 자신의 선택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 

- 정당화 가능하다면 그러한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 정당화 가능하지 않다면 3차로 진행 

 

전개(제3차)

(학생) 소그룹 토론 : 도덕적 저항 기술 개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선택하게 한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한다. 

-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

- 욕망과 무력감 처리의 방법을 확인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

 

정리

(교사)

후속 교육

[그림 10]도덕성 강화 훈련을 용한 수업 모형

도덕성 강화 훈련의 교수․학습방법은 도덕 갈등 해결 능력 강화와

련된 내용요소의 수업에 용한다.도덕성 강화 훈련을 용한 수업은

윤리 사고와 단의 방법을 학습한 이후 실제 수행을 한 방안을 탐

구할 수 있는 주제에 합하다.그리고 행이나 친분에 의해 자연스럽

게 행해지는 부정의함에 해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에 합하다.



- 175 -

를 들면,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학교 도덕의 ‘타인과의

계’ ‘평화 갈등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와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수업에 용해볼 수 있다.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요소는 갈등이 발생할 경

우 이를 평화 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구체 으로는 폭력의

비도덕성과 이에 한 처 방안을 궁리․모색하고 처하는 능력을 키

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러한 내용요소에 도덕성 강화 훈련의 수업방

법을 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수업이 가능하다.

부분 폭력의 문제를 생각할 때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 폭력을 상

상하기 쉽다.하지만 힘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구조 이고 체제 인 폭

력은 좀 더 실 이며 쉽게 바 기 힘들고 개인 차원의 처 능력을

넘어서며 넓게는 사회 부정의와 연결된다. 학교 학생들에게 구조

폭력에 한 논의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그 지만 학교 시기

가 해당되는 청소년기(12세～18세)는 자기의 치,능력,역할 책임에

해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정체감은 성

․사회 ․신체 ․심리 ․도덕 ․이념 ․직업 특성을 모두 포함

하는 개념이다(김태훈,2008:95).따라서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시민으

로서의 역할에 한 교육은 올바른 정체성 정립을 해 필수 이다.사

회 부정의와 연결되는 구조 폭력에 한 이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폭

력의 종류와 성이나 인종,계층에 한 각종 편견 역시 구조 폭력을

양산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다.직업윤리교육과 련해서 구조

폭력의 문제나 딜 마 상황에 한 논의 주제로 다음을 제안해본다.

사례 1.인턴 기간 리자가 지붕에 두고 온 장비들을 가져와 달라

고 부탁한다.안 지침에 의하면 지붕에 올라가려면 안 장

비를 사용해야 한다.그러나 안정장비는 이미 지붕으로부터

모두 철수된 상태이다.

사례 2. 리자가 유효기간 만료의 냉동식품을 가져오라고 부탁한다.



- 176 -

리자는 이 재료를 사용하려고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다.

사례 3.인턴으로 있는 회사에서 리자가 주말에 잔업을 해달라고

부탁한다.그리고 커다란 액수의 료를 제시하고 있다.그러

나 그 돈은 신고 되지 않는 불법 인 돈으로 이를 받게 되면

탈세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Brinkmann,Henriksen,2008:

629).

제시되는 상황들은 실제 직업생활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이다.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해 미리 생각해 으로써 권 와 결

탁한 부당한 요구에 한 항기술의 략을 구상할 수 있다.이 때,

항기술은 단순한 회피,지연 등의 개인 차원에 한정되어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도덕 으로 정당하지 못한 상 자의 요구나 명령은 더 큰 공동

체의 이익과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해 반드시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교사는 항기술의 한 방법으로 국가의

다양한 기 에 개입을 요구하는 략을 개발하도록 안내한다.개인이 아

닌 사회나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이며

의무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제시된 사례 사례 3의 딜 마 상황은 구조 폭력의 문제

의 문제로만 환원할 수 없다.이 상황에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개인의 강

한 욕구가 개입되어 있다.도덕 항기술은 권력 계에서 오는 무력

감을 이겨내는 훈련뿐만 아니라 이익을 한 욕구나 친분 계에서 오는

딜 마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훈련을 포함한다.이와 계되는 딜 마

상황에 한 주제로 다음을 제안해본다.

사례 1.수업 후 쉬는 시간에 친구가 비싼 나이 세트를(학교의 소

유)자기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다.

사례 2.친한 친구가 특정 과목의 수업을 어려워하고 있다.그 친구가

시험 에 선생님이 치 채지 않게 답안을 보여 것을 요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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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인턴으로 있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매번 심시간 이

후 1-2시간 정도 늦게 나타난다.동료는 들키지 않기 해

리자가 나타날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사례 4.한 학생이 교사의 차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

고 있다.그런데 나는 이 학생이 무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왜냐하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차를 훼손했다는 것

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Brinkmann,Henriksen,2008:629).

제시된 사례에 해 이야기하고 이에 한 한 행동 략을 마련

하면서 학생들은 합리 사고와 단만이 아니라 권력 계에서 오는 무

력감이나 이해 계나 친분 계에서 생기는 욕구 등에 한 각자의 략

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항 기술은 비된 커뮤니 이션 활동보다는 실제 상황을 통

해 학습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다. 를 들어 다양한 그룹별 과제를 수

행하면서도 도덕 항기술을 배울 수 있다.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역할을 분담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간 질문을 던지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등 자유롭게 다양한 행동 방식들을

선택한다.과제를 마친 후 교사는 학생들에게 서로 간의 행동방식에

해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수 있다.피드백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

의 선택과 단 과정에서 상 가 어떠한 에서 실망감을 느 는지를 알

게 된다.이처럼 그룹 활동을 통해서도 다양한 이해 계 당사자들의 입

장을 악할 수 있다.이들 사이의 권력 계와 이해 계를 분석해내고,

이를 고려한 행동 략을 구상하며 그에 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

다양한 커뮤니 이션을 활용하는 교수․학습방법 역시 평가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평가 항목은 작업장의 상황과 문제에 한 윤리

으로 인식,윤리 사고․ 단,성공 수행을 한 기술이다.구체

평가내용은 상황에 한 인식 능력, 립하는 가치 기 악 능력,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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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척도/ 체 수

3– 24-30기 이상

2– 18-23기 충족

1– 12-17향상필요

0– 0-11 추가지도

기

이상

기

충족

향상

필요

추가

지도

학생 활동
수

3 2 1 0

Ⅱ

역

1.갈등하는 요소들을 악하고 있는가? 2

2.경쟁하는 기 가치들을 악하고 있는가? 2

3.이해당사자들을 악하고 있는가? 2

Ⅲ

역

4.가능한 해결책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가? 2

5.가치 단기 을사용하여상호간해결책을평가하는가? 2

6.상황에 알맞은 해결책을 선택하는가? 2

Ⅳ

역

7.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표 하는가? 2

8.타인의 의견에 수용 자세를 가지는가? 2

9. 의를 지키며 활동에 참여하는가? 2

10.해결책을 실행 시 어려움을 충분히 상하는가? 2

총 0 20 0 0

입장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가치 단 기 의 활용능력,타인의 감

정과 입장을 공감하고 커뮤니 이션할 수 있는 능력이다.구체 평가

방법은 수업 커뮤니 이션 활동의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 정도와 발언

의 내용이다.이를 한 학생활동 평가 양식은 다음의 <표 15>과 같다.

<표 15>학생활동 평가 양식55)

학생활동 평가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방법은 학생들이 각 활동에서

정 행동과 부정 행동을 보일 시 기본 수 2 에서 수가 가감되

는 것이다.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에서 평가는 그 성과를 평

55)자료:Miller,Brown(1990:64),GDTAE(연도불명,20)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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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이를 수에 반 한다는 직 목 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장에

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과 역량들을 키우기 한 노력을 객 화하여 평

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다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는 의미를 가진다.따라서 수행에 한 평가는 완성도의 우열을 평가하

고 등 을 매기기는 것에 치 하기보다는 수행의 여부만을 기록하여 이

를 평가에 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덕과 교육에서의 직업윤리교육에서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학생 자신으로부터의 내면 자각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진 의 별이 가능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계하는 교육은 일반 교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통해 개발 가능하다.하지만 가치와 정서,그리

고 도덕성과 같은 실천 지혜를 다루는 교육은 차원이 다르다.이는 특

수하게 계획된 교육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차원에 한 고도의 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Blatt,Kohlberg(1975:

132)는 도덕 발달이론과 도덕 추론 구조의 향에 해 이해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 양식을 분석하며 나아가 더

수 높은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고 말한다.따라

서 효과 인 교육을 해서는 인간의 발달 단계,특히 도덕성 발달에

한 문 지식을 갖추고,최고의 도덕성에 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

으며, 상자별 그리고 내용별로 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취사선택하

고,이를 하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교사와 이들의

양성 교육기 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56)

56) 재 우리나라 교육 제도 내에서 지식과 함께 정서 ․도덕 역에 한 교육을 떠맡

고 있으며 이론 지식만이 아닌 실천 지혜를 가르치는 유일한 교과로 도덕·윤리 교과

를 들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으로 유일하게 공식 인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서 도덕과 교육에 한 문성을 습득한 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도덕 교과의 교사들

은 도덕 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덕한 사람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비계 설정 근 발달지 를 활용하여 ‘안내된 반성’을 이끌 수 있는 훌륭

한 지도력을 갖추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정창우,20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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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악화 일변인 고용과 경제 상황은 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들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각종 병폐를 낳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해

사회의 다방면에서 극 책과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교육의 분야에

서 역시 외가 아니다.과거 일과 직업에 한 교육은 개인의 일자리와

경제 생산성의 문제를 문 지식을 교육하고 기술을 훈련시키는 방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 다.그러나 최근의 논의들은 이러한 방법이 근본

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이들은 일자리와 경제 생

산성 문제가 보다 근본 으로 개인의 의식과 연 되는 문제라고 주장한

다.따라서 문제의 해결책은 이러한 차원에서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 반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 개인주의는 학교교육을

통해 우리 삶에서 일과 직업이 가지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요구들을 증

시키고 있다.일이 가지는 본래 의미를 되살리고,이를 인간의 삶과

연결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직업윤리교육으로 개념화할 수 있

다.이와 같이 오늘날 직업윤리교육은 사회의 제 문제들과 지배 흐름

의 한 련성 아래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다양한 교과를 통해 일의 의미와 요성,직업에

한 정 태도와 근로정신의 함양 등을 교육해왔다.그리고 제6차 교

육과정 이후부터는 학교교육활동 반을 통한 근로정신 함양교육을 권장

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책임지고 교육할 수 있는 주 교과목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침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직업윤리교육을 해 교

과교육을 통한 교육방법을 제안하고 그 구체 방안을 모색하 다. 재

학교교육에서 직업윤리교육과 한 련을 가지는 교과는 실과(기술․

가정),진로와 직업,그리고 도덕과이다.이들 특히 도덕과가 직업윤

리교육의 목표 내용과 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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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연구의 목 은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실천 교수․

학습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이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의 과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 다.

먼 ,직업윤리의 정의와 특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윤리교육

의 목표와 내용요소를 제시하 다.다음으로 교육과정 변천과정에서 직

업윤리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 다.이후 직업윤리교육과

련성이 높은 실과,진로와 직업,도덕과의 교과서를 분석하여,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타당성을 구명하 다.마지막으로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내용 구 방안을 제시하 다.

첫째,‘직업윤리와 직업윤리교육의 의미’에서는 본격 인 연구에 앞서

직업윤리의 정의를 구명하 다.이를 해 우선 다양한 선행연구에서의

직업윤리에 한 정의를 개 하고 이를 분석하여 풍부한 교육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직업윤리의 정의를 새롭게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 직업

윤리(vocationalethics)는 일에 한 정 가치 과 직장 내 갈등 상황

을 도덕 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그리고 일에 한 정

가치 은 직업생활에서 자신의 일 역할을 수행해내며,이 과정을 비

으로 바라보고 도덕 ․기능 으로 이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자세

태도로 정의된다.다음으로 직업윤리의 특성을 밝 그 외연 의미를

분명히 하 다.직업윤리는 직업생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 역할을 우

선시하는 태도의 특성을 가진다.그리고 다양한 갈등 상황의 해결을

해 인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익을 향한 욕망, 계 계에 따른 무

력감,맥락에 한 실천에 심을 두는 등 다양한 차원을 고려한 사고

와 단 방식을 가진다는 역시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

이와 같은 이해에 바탕을 두고 직업윤리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제시해보

았다.직업윤리교육의 목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된다.하나는 내면

으로 일에 해 정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외면 으로

직업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윤리 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직업윤리교육의 내용은 일과 직업의 가치와 의미,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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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에 한 윤리 인식,직장 내 갈등 문제에 한 윤리 사고와

단,직장 내 갈등 문제 해결을 한 조정기술과 수행능력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이와 같이 내용 역은 이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직업윤

리교육과 련된 내용을 분석하는 틀로 활용되었다.

둘째 ‘교육과정 변천과정에서 직업윤리교육 련 내용’에서는 교육과

정별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내용을 분석하여 종합 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 다.분석결과,교육과정 변천과정을 통해 직업

윤리교육에 한 교육 이해가 차 진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그러나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교육 내용은 여 히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하나,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교육

외 인 측면,주로 사회경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를 들어 가정생활의 안정,직업에서의 성공,원만한 직업생

활,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 에 이바지하는 자세,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에 처하는 자세 등이다.이와 같이 뚜렷하고 단기 목 은 이에

여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목 달성을 한 기계 훈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락시킬 우려가 있다.둘,개인 차원의 능력과 노력만을

배타 으로 부각시키고 있었다.이는 일과 직업 역에 한 사회의 책

임을 방기하는 것이고,공동체에 한 배려보다는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

하는 개인주의 시민들을 양산해낼 우려를 낳는다.셋,주로 선택 과목

이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교과의 과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교육의 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직업윤리교육에 한 개인 ․사회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향후 직업윤

리교육의 개선방향을 내용의 충실함 보강,사회 ․공동체 차원으로

직업에 한 이해를 확장,모든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교과와 과목을

통한 교육으로 설정하 다.

셋째,‘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필요성’에서는 도덕과 교

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타당성을 다양한 근거를 들어 논증하 다.먼

직업윤리교육과 련성을 가지는 교과로 실과(기술․가정),진로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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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도덕과를 선정하고 각 교과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직업윤리교육의 가

능성을 타진하 다.구체 으로 실과(기술․가정)는 생계유지,사회구성

원으로서의 역할수행,자아실 등의 직업의 세 가지 의미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 다.실과에서 직업의 의미는 진로탐색과 설계를

한 극 동기를 부여의 수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건 한 직업

역시 직업생활에서 성공하기 한 요건 하나로 서술되었다.진로

와 직업의 경우에는 직업윤리교육과 련되는 실제 이고 성취동기를 자

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를 들어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인간 계

기술,갈등 해결 방법,장인정신,성실,창의성, 문성, 동과 책임의식

등의 실제 기술과 덕목들에 한 서술을 들 수 있다.이뿐만 아니라

성공 인 직업인과의 인터뷰 등 직업인들의 성공사례를 제시하며 직업에

서의 성공을 한 노력과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있었다.그러나 실과나

진로와 직업은 직업 성공을 한 개인 차원의 능력과 노력만을 강조

하고 있었다.더구나 진로와 직업의 경우 이와 같은 내용 한계뿐만이

아니라 입시 과목이 아닌 교과목의 특성상 실제 교육활동이 제 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이와 같은 한계들은 교과교

육의 성격과 목 에 계된다.이는 직업윤리교육을 해 교과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교과교육의 목 자체를 왜곡하고 크게 훼손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따라서 이들 교과를 통한 직업윤리교육은 근본 으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도덕과의 경우,도덕,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은 모두 직업

윤리교육과 한 련성을 보여주었다.특히 도덕의 내용 구성 원리인

가치 계는 직업윤리교육의 내용 역과 직 으로 연 되었다.생활의

제 역의 문제를 다루는 생활과 윤리 역시 직업윤리교육의 모든 내용

역과 교차되고 있었다.이 은 동․서양 한국의 윤리사상과 사회사

상을 다루는 윤리와 사상에서 역시 마찬가지 다.이와 같이 내용 상

하게 연 성은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합성을 증명해

다.직업윤리교육은 이해보다는 수행에 방 을 두고 이에 계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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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이에 비해 도덕과 교육은 행동의 동기

로서 개인의 자발 의지를 최우선 으로 강조하고 이를 북돋우기 한

다양한 설득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직업윤리교육과 도덕과 교육의 이

와 같은 특성은 상호 보완 가능하며 연계교육으로 인한 정 시 지를

기 하게 한다. 한 이론 이고 경험 연구의 결과는 직업윤리가 일반

도덕성의 성숙과 긴 하게 연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넷째,‘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내용 구 방안’에서는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구체 내용과 수업을 통한 구 방

안을 제시하 다.먼 도덕과 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 다.설정된 목표는 ‘순환 계성에 기반을 둔 일의

의미의 자각’과 ‘도덕 갈등 해결 능력 강화’이다. 자의 경우는 도덕과

교육의 특성을 반 하여 인간의 계성을 직업생활에 확 용한 것이

다.이를 통해 일 역할의 수행을 한 극 지향의 태도를 자극하도록

하 다.여기에서는 순환 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인의 일 역

할의 수행이 기업이나 사회를 한 일방 사나 헌신이 아닌 자신의

사회 향력을 확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하 다.도덕

갈등 해결 능력 강화는 수행을 강조하는 직업윤리교육의 특성을 반 한

것이다.이의 능력을 상황의 윤리 인식 능력,윤리 사고와 단능력,

수행능력으로 세부 으로 구분하여 구체 지식과 기술 내용을 제안함으

로써 교육 가능성과 효과의 증 를 도모하 다.그리고 이와 같은 목표

와 교육 내용을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용하여 내용

요소를 선정․제시하여 실제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 다.

효과 교육은 알찬 교육 내용과 함께 이를 하게 달할 수 있는

교육 방법에 의해 완성될 수 있다.도덕과를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효과

를 극 화하기 해서는 이에 한 교육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도덕성의 발달이 직업윤리와 정 상 계를 가진다는 연

구 결과를 근거로 직업윤리교육의 효과 교육 방법으로 커뮤니 이션

방법을 제안하 다.커뮤니 이션은 상호 간 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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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이를 상 에게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달할 수 있는 능력

을 길러 다. 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다양한 선택지를 확인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여 더 나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다.

이는 도덕과 교육을 통한 직업윤리교육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커뮤니 이션을 활용한 수업 방식으로

소그룹 토론,디스커스,도덕성 강화훈련을 제안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

하 다.이후 일의 의미 자각을 해서는 소그룹 토론의 방법을 도덕

갈등 해결 능력 강화를 해서는 디스커스와 도덕성 강화훈련의 방법을

용할 것을 제안하고 수업 모형을 제시하 다.

무엇보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가장 요한 자원으로 학생들이 도덕 삶에 해 충분하게 상상하고 비

으로 사고하도록 격려하여 학생들의 도덕성 성숙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본 연구는 인간의 발달 단계,특히 도덕성 발달에 한

문 지식을 갖춘 교사와 교사 양성기 에 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하

다.

본 연구는 직업이 개인과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일이

라는 일 일의 칭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님을 밝 냈다.일과

그 수행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은 개인들에게 다른 생활공간

으로서의 직업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이 공간을 자신의 의지 로

구성해나가는 주체로서의 극 태도를 구하고 있다.향후 직업윤리

교육에 한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에 기반을 두고 직업윤리의 함양을

한 다양한 실천 교수․학습방안의 마련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 186 -

참 고 문 헌

1.국내문헌

1)단행본

김기홍 외(1999),『한국인의 직업윤리에 한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

원.

김충기(2004),『직업교육과 진로교육』, 주 :한국학술정보.

김태훈(2008),『도덕성 발달 이론과 교육』,고양:도서출 인간사랑.

김형찬 역(2009),『논어』,서울:홍익.

노상윤(1995),『직업윤리』,부산:동아 학교출 부.

박순성 외(2004),『 환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직업윤리 모색 :철학

기 와 사회 제도』,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백충용(2007),『민주사회의 직업윤리』,서울 :동양문고.

옥 필 외(2013),『교과서의 일-직업 련 내용 분석 연구(Ⅱ)- 학교

교과서를 심으로-』,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무근(1993),『직업교육학 원론』,서울 :교육과학사.

이상철,김 군(2001),『(주제 심)직업윤리』, 구 :정림사.

이 외(2008),『한국인의 직업의식 직업윤리 실태』,서울: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임언 외(2008),『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 모델 구축 :총 보

고서』,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연 외(2009),『진로개척을 지원하는 도덕과 교과통합 진로교육』,서

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 오 외(2005),『직업윤리와 교육』,부산 :부산 학교출 부.

장홍근 외(2007),『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국제비교 맥락에서

본 한국인의 직업의식』,서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성훈(2015),『괴물과 함께 살기 :아리스토텔 스에서 루만까지 한 권

으로 읽는 사회철학』,서울:미지북스.



- 187 -

정윤경 외(2011),『교과 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매뉴얼』,한

국직업능력개발원.

정윤경 외(2014),『한국인의 직업의식 직업윤리(2014)』,한국직업능

력개발원.

정창우(2004),『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서울:교육과학사.

______(2013),『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 』,서울:울력.

주인 (2010),『직업기 능력 역 성취기 연구』,서울: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직업과 미래연구회(2014),『행복한 성공인을 한 직업과 윤리』,신지서원.

직업윤리교재간행 원회(1998),『미래사회와 직업윤리』,서울:교육과학사.

최훈 외(2013),『 사회와 직업윤리』,춘천:강원 학교 출 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5),『직업과 윤리』,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청소년학개론』,서울 :교육과학사.

2)논문

강원일(1996),“직업윤리교육의 강화방안에 한 연구”,제주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김기홍(2002),“다학문 차원에서 직업윤리교육의 가능성에 한 논고”,

교육의 이론과 실천,7(2),97-115.

김 호(2015),“공공성과 리포럼:노동의 미래 시리즈,청년에게 최악의

한국고용체제 구조와 해법”,서울 학교 행정 학원 공공성과

리연구센터.

김 환 외(2011),“한의과 학 직업윤리 교육 황을 통해 바라본 의료

인 윤리교육 방법론 연구”,한의학연구소 논문집,19(2),13-24.

김병숙 외(2007),“재직 근로자의 직업윤리 의식조사”,진로교육연구,

20(1),55-73.

김상돈(2011),“행복과 도덕교육의 계에 기 한 도덕과 교육 활성화 방

안:도덕과교육의 과학화를 지향하며”,도덕윤리과교육,34(34),



- 188 -

81-114.

한의사 회(2006),“ 한의사 회 윤리강령”.

박경미(2005),“ 사회의 직업윤리교육에 한 연구”,동아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박은주(1996),“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윤리교육 실태 연구”,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박종훈(2015),“공공성과 리포럼:노동의 미래 시리즈,기술진보와 노동

의 미래”,서울 학교 행정 학원 공공성과 리연구센터.

박찬구(2012),“장애의 포용을 넘어 - 비나스의 타자 윤리 ”,한

국학 앙연구원 콜로퀴엄,2012.8.9.

박천수(2013),“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주일보,2013.06.17.

배 기(1988),“산업사회의 직업윤리에 한 교육학 근”,직업교육

연구,7(1),51-62.

소경희(2007),“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

육과정 함의”.교육과정연구,25(3),1-21.

심재갑(1987),“사회의 변천에 따른 직업윤리의 변화.직업교육연구,6(1),

95-102.

안 ,이용경(2008),“직업윤리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

- 등학교 교사를 심으로-”,직업교육연구,27(4),107-128.

양미경(2014),“사회문제의 교육문제화에 한 비 담론의 의의와 한

계”,교육원리연구,19(1),31-50.

우 권(2013),“직업윤리에 한 창의지성교육 용 연구”,연세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유호종(2004),“행복교육과 도덕교육”,도덕교육연구,16(1),237-256.

윤 진(2002),“도덕과 교과서의 직업윤리 내용 분석 개선 방안”,한

국교육개발원.

이미식(2013),“ 등 도덕과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 방법에

한 연구”, 등도덕교육,42,151-174.



- 189 -

장원태(2005),“ 국시 인성론의 형성과 개 :유가,묵가,법가를

심으로”,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______(2014),“선진시 '知'개념에 한 연구 -본성론 련 문헌과

「묵경」을 심으로”,서울 학교 인문 학 동아문화연구소,42,

3-63.

정귀 (2011),“배움터지킴이의 질 향상을 한 직업윤리 교육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 회자료집,11,449-458.

정성훈(2009),“루만(N.Luhmann)과 하버마스(J.Harbermas)의 립구도에

한 하나의 이해”,진보평론,40,237-259.

______(2013),“사회의 분화된 합리성과 개인의 유일무이한 비합리성”,

사회와 철학,25,135-168.

정 교(2013),“고등학생의 직업윤리 의식 실태 조사에 근거한 직업윤리

교육 개선 방안 연구”,한국교원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정창우(2005),“제7차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한 검토와 개선

방향 탐색 ”,도덕윤리과교육,21,1-32.

______(2012),“나바에츠(D.Narvaez)도덕발달 이론의 특성과 도덕교육

함의”,도덕윤리과교육,37,329-361.

정홍기(1992),“직업윤리와 련된 고등학교 윤리교과서 체제개선”,도덕

윤리과교육,3,301-311.

정훈,강진형(2013),“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이 조직신뢰,직무만족에

미치는 향”,한국경호경비학회지,37,7-28.

최 (2008),“국내 조리사의 직업윤리교육의 황과 개선방안에 한

탐색 연구”, 연구,22(4),265-279.

편경희(2006),“직업 자아실 의 에서 본 통합 도덕교육”,평생

학습사회,2(1),37-61.

하정혜(2001),“도덕자본의 에서 본 직업윤리”,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index(검색일:2015.12.13.).



- 190 -

3)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2009a),『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등

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______________(2009b),『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고등

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______________(2011a),『 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11-361호,별책2.

______________(2011b),『 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11 361호,별책3.

______________(2011c),『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별책4.

교육부(2014),『2009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학교 교육과

정 해설 총론 증보편』.

______(2015),『도덕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6.

______(2016),『 등학교 도덕 3,4,5,6』,서울:동아출 (주).

박찬구 외(2016),『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서울:천재교육.

변순용 외(2016),『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서울:천재교육.

서우석 외(2016),『 등학교 실과 6』,서울:동아출 .

양윤택 외(2014),『 학교 진로와 직업』,서울: 앙교육.

이춘식 외(2013),『 학교 기술·가정2』,서울:천재교육.

_________(2014),『고등학교 기술·가정』,서울:천재교육.

장석민 외(2014),『고등학교 진로와 직업』,서울:미래엔.

정창우 외(2013),『 학교 도덕 1,2』,서울:미래엔.



- 191 -

2.국외문헌

1)단행본 번역서

Arington,RobertL.,김성호 역(2013),『서양윤리학사』,서울:서 사.

Barbash,Jack(1983),TheWorkEthic-ACriticalAnalysis,Industrial

RelationsResearchAssociation.

Gardner,Howard,함정 역(2010),『굿워크 굿워커』,서울:학지사.

DepartmentofLabor(1991),WhatWork Requires ofSchools.A

SCANS Report for America 2000, Washington, D. C.

Secretary'sCommissiononAchievingNecessarySkills,

Durkheim,Emile,권기돈 역(1998),『직업윤리와 시민 도덕』,서울 :새

물결.

Habermas,Jürgen,황태연 역(1997),『도덕의식과 소통 행 』,서울

:나남출 .

_________________,장춘익 역(2007),『의사소통행 이론 1:행 합리성

과 사회합리화』,서울 :나남출 .

Kazanas,H.C.(1973),TheMeaningandValueofWork,Information

SeriesNo.71,NationalInstituteof Education,Washington,

D.C:OhioStateUniv.,Columbus.CenterforVocationaland

TechnicalEducation.

_______________(1978),Affective Work CompetenciesforVocational

Education,Information Series No.138.,Washington,D.C: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National

InstituteofEducation.

Kidder,RushworthM.(1995),How goodpeoplemaketoughchoices,

New York:Morrow.

Luhmann,Niklas,박여성 역(2010),『사회체계이론1』, 주 :한길사.

Marx,Karl,김수형 역(2009),『자본론Ⅰ-상:정치경제학 비 』,서울:비 .



- 192 -

Miller,Pamela F., Brown,D.K.(1990),Vocational Ethics: A

SupplementaryInstructionalPacket.Springfield:IllinoisState

BoardofEducation.

Miller,PamelaF.,Coady,William T.(1984),ReportoftheProceedings

oftheConferenceontheFutureWorldofWork(92),Southern

IllinoisUniv.,Carbonda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986),VocationalEthics.Toward

theDevelopmentofanEnablingWorkEthic(53),Springfield:

IllinoisStateBoardofEducation.

Naylor,M.(1988),VocationalEducation and the Work Ethicin a

ChangingWorkplace.ERIC DigestNo.78.,Clearinghouseon

Adult,C.,andVocationalEducation,Columbus,E.R.

Palmer,LisaL.(2004),Theperceivedimportanceoftheoccupational

workethicamongadultstudentsintechnicalcolleges,UGA.

Pojman,LouisP.,Fieser,J.,박찬구 외 역(2011),『윤리학 :옳고 그름

의 발견』,서울:울력.

Rest,JamesR, Narvaez,Darcia,문용린 외 역(2006),『(윤리경 시

의) 문직업인의 윤리발달과 교육』,서울:학지사.

Sen,AmartyaK.,박순성,강신욱 역(1999),『윤리학과 경제학』,서울:

한울아카데미,1999.

Spencer,LyleM.,Spencer,SigneM.,민병모,박동건,박종구,정재창

역(2003),『핵심역량모델의 개발과 활용』,서울:PSI컨설 .

Weber,Max,박성수 역(2006),『 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

신』,서울:문 출 사.

笠原道雄,田代尙弘,堺 正之 編著(2012),『道德敎育の可能性 -德は

教えられるか』,東京:福村出版株式 社.

日本医師 (2008),『医師の職業倫理指針〔改訂版〕 ̶̶平成20年6月 ̶̶』,東

京:社団法人 日本医師会.



- 193 -

2)논문

Bagnall,RichardG.(1998),“Moraleducationinapostmodernworld:

continuingprofessionaleducation”,JournalofMoralEducation,

27(3),313-331.

Blatt,MosheM.,Kohlberg,Lawrence(1975),“Theeffectsofclassroom

moraldiscussionuponchildren'slevelofmoraljudgement",

JournalofMoralEducation,4(2),129-161.

Boatwright,John R.,Slate,John R.(2002),“Development of an

Instrumentto Assess Work Ethics”,JournalofIndustrial

Teacher EducationJournalof IndustrialTeacher Education,

39(4),36-62.

Brauchle,PaulE.,Azam,M.S.(2004),“RelationshipsBetweenSelected

Demographic Variables and Employee Work Ethics as

PerceivedbytheSupervisors”,JournalofIndustrialTeacher

Education,41(1),37-54.

Brinkmann,Johannes,Henriksen,AnnM.(2008),“VocationalEthicsas

aSubspecialtyofBusinessEthics-StructuringaResearch

and Teaching Field”,Journal of Business Ethics,81(3),

623-634.

Buchholz,Rogen A.(1978),“An EmpiricalStudy ofContemporary

BeliefsAboutWorkinAmericanSociety”,JournalofApplied

Psychology,63(2),219-227.

Bull,H.(1985)Theuseofbehaviouralobjectives,JournalofFurther

andHigherEducation,9(3),74-80.

CLAWS:CreatingLivableAlternativestoWageSlavery(2004),“What

isawageslave?”,Http://www.whywork.org/about/faq/

wageslave.html.(검색일:2015.08.07.)



- 194 -

Dean,B.(1996),“ThePuritanworkethic”,http://www.anxietyculture.

com/puritan.html.(검색일:2015.08.07.)

Dearden,Robert(1984),“Educationandtraining”.WestminsterStudies

inEducation,7(1),57-66.

Dose,JenniferJ.(1997),“Workvalues:Anintegrativeframeworkand

illustrativeapplicationtoorganizationalsocialization”,Journal

ofOccupational& OrganizationalPsychology,70(3),219-240.

Flynn,G.(1994),“New skillsneededforsuccessinthe21century”,

PersonnelJournal,73(7),17-18.

Ford,Frances A.,,Herron,Ray V.(1993),“The teaching ofwork

ethics:Currentpractices ofwork program coordinators in

Georgia”,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Convention,Nashville,TN,December.

GeorgiaDepartmentofTechnical& AdultEducation(연도불명),“Work

EthicsProgram Online”,1-25,Http://lor.gvtc.org/uploads/

sea142/WE_01.htm.(검색일:2015.08.09.)

Goldstein, Bernice, Eichhorn, Robert L.(1961), “The Changing

Protestant Ethic: RuralPatterns In Health”,Work,And

Leisure,AmericanSociologicalReview,26(4),557-565.

Hammond,PhillipE.,Williams,Kirk R.(1976),“TheProtestantEthicThesis:A

Social-PsychologicalAssessment”,SocialForcesSocialForces,54(3),579-589.

Hill,RogerB.(1997),“Demographicdifferencesinselectedworkethic

attributes”,JournalofCareerDevelopment,24(1),3-23.

Hill,RogerB.,Petty,Gregory C.(1995),“A new look atselected

employabilityskills:A FactorAnalysisOfTheOccupational

WorkEthic”.JournalofVocationalEducationResearch,20(4),

59-73.

Hyland, Terry(1992), “Moral vocationalism”, Journal of Moral



- 195 -

Education,21(2),139.

______________(1995),“Morality,work and employment:Towardsa

valuesdimensionin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Journal

ofMoralEducation,24(4),445-453.

James,Ian(2010),“A Frameworkfordeveloping vocationalmorals”,

Journalof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62(4),395-413.

__________(2012),“MoralLearningfortheWorkplace:ARoleforVET”.

InternationalJournalofTrainingResearch,10(2),132-148.

Kim,SooJung(2007),“Identifying Work EthicConstructsUsing A

Korean Translation OfThe OWEI”,DoctorOfPhilosophy,

TheUniversityofGeorgia.

McMahon,M.,Watson,M(2005),“OccupationalInformation:WhatChildren

WanttoKnow”,JournalofCareerDevelopment,31(4),239-249.

McPherson,David(2013),“VocationalVirtueEthics:Prospectsfora

Virtue Ethic Approach to Business”,JournalofBusiness

Ethics,116(2),283-296.

Miller,MichaelJ.,Woehr,DavidJ.,Hudspeth,Natasha(2002),“The

MeaningandMeasurementofWorkEthic:Constructionand

InitialValidationofaMultidimensionalInventory”,Journalof

VocationalBehavior,60(3),451-489.

Petty,Gregory C.(1995),“Vocational-technicaleducation and the

occupational work ethic”, Journal of Industrial Teacher

Education,32(3),45-58.

Petty,GregoryC.,Hill,RogerB.(2005),“Workethiccharacteristics:

Perceivedworkethicsofsupervisorsandworkers”,JournalOf

IndustrialTeacherEducation,42(2),5-20.

Predmore,SarahR.(2005),“AnotherPositiveforCareerandTechnical

Education:A Good Work Ethic”,Techniques:Connecting



- 196 -

EducationandCareers,80(3),52-55.

Shanahan,K.J.,Hyman,M.R.(2003),“TheDevelopmentofaVirtue

EthicsScale”,JournalofBusinessEthics,42(2),197-208.

Smart,Brian(1985),“Therightto strikeand therightto work”.

JournalofAppliedPhilosophy,2(1),31-40.

Thorngren,JillM,Feit,Stephen S.(2001),“Thecareer-o-gram:A

postmodern career intervention”,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49(4),291-303

Tydings,FloraW.(2003),“A comparison ofwork ethicdescriptors

among technical college advisory committee members,

instructors,and students”,Unpublished doctoraldissertation,

UniversityofGeorgia,Athens.

Wells,JaneL.(1998),“TeachingVocationalWorkEthicsUsingDirect,

IndirectandSelf-EvaluativeMethods”.JournalofVocational

andTechnicalEducation,14(2),47-52.

Yankelovich,Daniel,Immerwahr,John(1984),“PuttingtheWorkEthic

toWork”.Society,21(2),58-76.

渡邊満,大嶋澄子(2000),“コミュ二ケーション的行爲の理論に基づく道德

授業の創造”,兵庫教育大学研究紀要,20，49-61．



- 197 -

Abstract

A StudyonSubstantialization

ofVocationalEthicsEducation

:Focusedonmoraleducation

ChangYuJeong

DepartmentofEthics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Asyouthunemploymentrateanddepressedeconomicsituationhit

a record high everyday,itdrives allwalks oflife to seek a

breakthrough.Strengtheningofvocationalethicshasbeenproposedas

oneofitsoptions.Meanwhile,vocationalethicshasbeenconsidered

toincreasethepossibilityandstabilityofemploymentatindividual

level,toenhancetheefficiencyofproductionatsocialandnational

level,topromotethedevelopmentofnew technologies,andtobe

associated with the enhancementofnationalcompetitiveness and

image.Inrecentyears,assuchissueasintegrity,anti-corruption,

and so on havebeen thewordsoftown,they havebeen more

important.Accordingly,theneedofvocationalethicseducationisalso

stronglydemandedtocomeinplace.However,studieswithrespectto

vocationalethics education are close to none,compar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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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sus of the whole society for the need.Furthermore,as

employmentstatusgetsworseandaseriesofproblemsareexposed

accordingly,the implementation ofvocationalethics education has

becometasksthatthegovernmentandsocietyhavetodourgently. 

Inthisrespect,thispresentstudyproposestheimplementationof

thevocationalethicseducationthatarebotheffectiveinpracticeand

meaningfulineducationthroughmoraleducation.

Vocationalethicsisgenerallydefinedasbeing'codeofconductfor

peopleengagedinaparticularoccupationtokeepby'.However,this

definition only emphasizestheone-sided andpassiveaspectofit,

limitingthepossibilityofeducationaldiscussionsthatisbasedonthe

spontaneity ofasubject.Firstofall,therefore,thisstudy defined

vocationalethicsinordertofindawaytopracticalvocationalethics

education.Inthisstudy,vocationalethicsisdefinedas'astanceand

attitudetoestablishapositivevalueofworkandanabilitytosolve

conflictingsituationsinworkplace'.Furthermore,itisdefinedasan

effortthata positivevaluein work helpsperform one'srolein

vocationallife,observestheprocesswithacriticalmind,andimprove

it functionally and morally.This definition of vocationalethics

stressesthepracticalityandthespontaneityofanactor,andopensa

waytothepossibilityofactiveinterventionbyeducation.Bythis

definition,vocationalethicseducation isaimed toimprovepositive

vocationalvalues and strengthen an ability to solve problems in

workplacemorally.Itwellrepresentspractice-orientedcharacteristics

of vocational ethics education. By applying the concept of

'competence'which hasbeen known to predictperformanceasa

directcauseoffulfillmentmoreaccurately,thisstudycomposedthe

contentsofcomposedvocationalethicseducation.Itsintentli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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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thepossibilityofultimateaccomplishmentandenhancing

theeffectivenessofeducationthroughvocationalethicseducation.In

detail,thecomponentsofvocationalethicseducationaredividedinto

4categories:'themeaningandvalueofworkandvocation','moral

awareness of the problems in workplace','ethicalthought and

judgementon conflicting mattersin workplace,'askilltomediate

conflictingproblemsinworkplaceandtoperform.Itisusedasatool

to analyze the contents related to vocationalethics education in

educationalcurriculum andtextbookslateron.

Infact,workandvocationaretheareasthatcan'tbeleftoutin

ourlifeand related toalleducationsby any means.Itcan'tbe

thoughtthatvocationalethicseducationhasneverbeenappliedto

schooleducation.Nevertheless,the reason why vocationalethics

educationisendlesslydemandedisthatitseffectivenessisendlessly

doubted and questioned. Therefore,itis necessary to precisely

analyzetheachievementsvocationalethicseducationhasattainedso

farandproposeactionplansinordertounderstandtheunderlying

meaningofsuchdemandandrespondtoitproperly.Forthispurpose,

thisstudydiachronicallyexaminedthecontentsrelatedtovocational

ethicseducation,which hasbeen manifested in thecourseofthe

transitionofeducationalcurricula,whileevaluatingthesuccessand

failureandfindingimprovements.Theanalysisfoundthateducations

relatedtovocationalethicshasbeenbusyplayingonlyaremedial

and instrumentalroletorespond to socialdemand underagreat

influenceofsocialatmosphere,ratherthandevelopingitsownlogic

and justice and pursuing the substantialization ofeducation.Of

course, the recent educational curricula show considerable

advancementinvocationalethicseducation.Nevertheless,the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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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stillcharacterized with passive and performance-oriented,and

limitedtoindividualeffortanddevelopmentofability.Moreover,the

limitwasfoundthatthereisnoleadingsubjectthatcanguidesthe

directionandinstructionofvocationalethicseducation.Asaresult,

vocationalethics is taught and learned as a selective subject,

specialized course, or sporadically educated through creative

experienceactivities. 

Thefoundimprovementsaresummarizedasfollows.First,itis

necessarytohighlighttheactivevolutionofasubjectinvocational

ethics education,Second,itis importantto respectreasoning as

processaswellasperformanceasresult.Third,thecontentsof

vocationalethicseducation should bedealtboth in individualand

socialdimension.Last,itshouldbetaughtasageneralcoursein

commoncurriculum.Allofthesesimplymeanstheimplementationof

substantialvocationalethicseducationincurriculum education.

ToFindapropersubjectthatcanaccommodatevocationalethics

education,this study has chosen such subjectsclosely related to

vocationalethicseducationasPracticalCourse(technologyandhome

economics), Career And Occupation, and Moral Education and

analyzed the contents ofthose subjects.The results found that

PracticalCoursehighlightsthemeaningandimportanceofvocation,

butbarelydealswiththecontentsthatcanpromotereasoningand

understand vocation in socialdimension.Career And Occupation

promotes subject's strong motive to archive an vocation and

stimulatesamotivetobesuccessfulinvocationallife.However,like

Practical Course, it has limiation in promoting reasoning and

understand vocation in socialdimension.Furthermore,CareerAnd

Occupationisnotproperlytaughtbecauseitisasubjectnot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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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ollegeentranceexamination.Therefore,evenitseffectivenessis

questionable.

Forthisreason,thisstudyselectedMoralEducationasasubject

where vocationalethics education can be effectively taughtand

verifiedthevalidityinvariousways.First,itanalyzedthecontents

ofEthicstextbooks(including MoralEducation forelementary and

middle schoolcurriculum and 'Life and Ethics'and 'Ethics and

Ideology')inassociationwithvocationalethicseducation.Theresults

showedthatMoralEducationiscloselyrelatedtotheallsectionsof

contentsofvocationalethicseducation.In addition,they havenot

only educationalcontents corresponding to the improvements of

vocationalethicseducation,butalsotheintegratededucationofthose

twoeducationswasprovedtobeabletoenhanceeducationaleffect

further.

Basedon this,thepresentstudy suggestedapracticalplan to

vocationalethicseducation through Ethicscurriculum.Firstofall,

thisstudysettwodirectionsoftheintegratededucationtogoonthe

basisofthecharacteristicsandgoalsofthetwoeducation.Oneis

'awarenessofworkbasedoncircularrelationship'andtheotheris

'strengthening an ability to solve ethicalconflicts'.The former

emphasizes the relation between moraleducation,highlighting the

distinctionofahumanwhowantstoextendhisinfluenceasasocial

beingbylinkingtheconcept'virtue'oftheEastandtheWest.The

latterstressesthepracticalaspectofvocationalethicseducation.In

detail,itattemptsto strengthen an ability to perform and attain

throughawareness,thought,judgement,andmediatingskill.Andthis

study found and proposed thedetailed contents fitto these two

directions from MoralEducation Curriculum of 2015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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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Revision,andguidedamethodtoapplythem toschool

field.Alongwiththis,itguidededucationalmethodusingavarietyof

communications and proposed an implementation method in actual

classes.In addition,thisstudy expects an empiricalstudy to be

conductedandsupporttheeffectivenessoftheproposedmethodsso

thatthevalueofthisstudycanbemoreacknowledged.

keywords:vocationalethics, vocationalethicseducation,

mora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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