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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내러티브 접근을 기반으로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초등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을 모색

하는 데 있다. 내러티브 접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의 영역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교육학에서 이루어진 내러티브 접근을 활용한 교수 ․

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를 분석해보면, 첫째, 패러다임 사고 와 내

러티브 사고를 대비시켜 교육의 문제는 전자에, 해결방안은 후자

에 있다고 보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둘째, 내러티브 접근을 기반으

로 한 수업을 강조하지만 기존의 인격교육에서의 이야기 활용 수

업과의 차별성이 없었다. 셋째, 내러티브 접근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거대 담론화에 치

우치기 보다는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 영역이 타일러 식의

패러다임적 사고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러티브 사고를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에 반영하여 균형점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

다. 교과서 속 이야기를 통해 내러티브 접근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교과로 도덕, 수학, 과학 교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교과

제시되는 교과서 속 이야기는 지면 관계 상 스토리 라인이 단순하

고 1인칭 자아 중심의 예상 가능한 전개로 인해 실제 학생들의 실

생활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는 결국 교과서에 제시된

불변의 고정된 진리를 교사가 해석해서 전수하도록 조장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접근의 이론적 논

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내러티브 접근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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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이론에 따른 수업 방안의 구체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야기를 교과 목표에

맞게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그 이야기가 도덕과 교육에서 추구하

는 덕목을 소개하고 학생을 유의미한 토의 및 토론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떤 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야기 활용을 위한 수업모형의 틀, 검증의 틀을 제공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을 설계하여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에 적용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년별 학생들의 수준과 이해도를 고려한 이건의 이야기

형식 모형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이해 단계를 바탕으로 도덕 이야

기 수업 모형을 설계하여 이해를 돕고 실생활과 도덕교과 속 지식

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주요어 :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 내러티브 접근, 이야기

학 번 : 2013-2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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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이야기 수업모형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 내러티브적 접근(narrative 

approach)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학분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의 영역에서도 내러티브적 접근에 대한 연구는 교과교

육과 교사교육, 교육과정 분야, 질적 연구방법 등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내러티브적 접근에서 중요한 개념인 내러티브1)는 인간의 사고, 

지식과 실재, 의식,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박민정, 2006). 맥킨타이어(MacIntyre, 1985)는 내러티브란 모든 인간

이 삶을 이해하는 기본 원리이며, 인간은 이야기를 통하여 자아를 구성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콜즈(Coles, 1989)는 우리는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통해

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 문화, 생각뿐만이 아니라 좋은 행위

와 그렇지 못한 행위, 옳은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 그 사이에 존재하는 윤

리적 딜레마 등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한다.   

   2015년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그 흐름에 따라 ‘기능

(skills) 영역’에서 도덕적 대인관계능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으로 도덕적 경

험 이야기가 반영되어있고 학년군별 내용을 기존의 영역별 주제 나열식의 

정태적 표현에서 벗어나 화두형의 내용 제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수 · 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도 

감정과 욕구의 적절한 표현에 대해 학생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내러티브적 접근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러티브 사고는 어의적으로 보면 

내러티브를 만드는 마음의 인지적 작용이며, 내러티브는 내러티브 사고의 산

1) 한승희(2006)는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사고’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내러티브는 이야기 또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가리키며, 내러티브 사고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인지적 작용을 의미한다. 그는 이 양자가 상호 형식을 주고받기 때

문에 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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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다. 내러티브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그 기본

적인 의미는 이야기 혹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강현석, 2005: 91-92). 

브루너(J. Bruner)의 내러티브 사고양식은 기존의 인시심리학과 인식론적 

접근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으며 ‘내러티브 사고’를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패

러다임 사고와 대비하여 그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패러다임 사고와 내러티브 사고의 특징

구분 패러다임 사고 내러티브 사고

인식론

물리적 세계의 사물을 다룸. 행위자의 의도와 해석을 다룸.

인과적 관계의 논리에 기초함. 있음직한 가능성에 기초함.

지식과 의미의 발견을 지향함.
지식과 의미의 생성과 교섭을 

지향함. 

보편적이고 탈맥락적인 원리를 다룸. 개별적 특수성에 초점을 둠. 

교수

학습

진리의 인식을 우선적 목표로 함. 진리의 구성을 우선적 목표로 함.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함.

학생의 개별성을 강조하며 모든 교실 

참여자의 목소리가 권위를 갖는 

자원이 됨. 

교육내용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학생과 유리되어 있음.

교육내용은 학습과정을 통해 

구성되며 학생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 

  브루너(Bruner, 1986: 11)는 인간이 경험을 배열하는 독특한 방식을 서로 

환원할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보고,  그 두 가지의 사고양식을 패러다임적 

혹은 논리 과학적인 사고양식과 내러티브적인 사고양식으로 구분했다. 우선

적으로 패러다임적 혹은 논리 과학적인 사고양식은 “좋은 이론, 정확한 분

석, 논리적인 증거, 건전한 논증, 추론적인 가정에 의해 지도되는 경험적인 

발견 ”(Bruner, 1986: 13)을 이끄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내러티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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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의 적용은 “좋은 이야기, 마음을 사로잡는 드라마, 반드시 진리인 것은 

아니지만 믿을 수 있는 역사적인 설명들을 이끈다. 그것은 인간의 의도와 행

위, 그리고 그들의 과정에 특징을 이루고 있는 추이와 결과들을 다룬

다."(Bruner, 1986: 13)라고 지적하고 있다.

   패러다임적 사고는 주로 자연현상을 인과관계로 파악하는 논리적인 사고

양식이다. 반면에 내러티브 사고는 인간이 탐구의 대상이며,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맥락과 의도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내러티브 사고

는 있음직한 사건에 대해 인과관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있음직한 가능성

과 개연성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패러다임적 사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

식을 상정하고 그러한 지식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내러티브 사고는 

상황과 맥락,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교육이 주로 패러다임적 사고에만 치중하였음을 비판하며 내러

티브 사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지식은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전현정, 장현석, 2009). 

   브루너의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내러티브 사고에 주목하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을 제안하는 이건(K. Egan)은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이 교육심리학

의 영향으로 인해 편협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였다(Egan, 1988). 

특히 피아제의 연구는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아동의 학습과

정이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활동

적인 조작에서 상징적인 개념화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교수 · 학습 활동

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건은 실제 

아동들의 사고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동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가장 강력한 학습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류의 교육과정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점들이 

무시되어 왔다고 비판했다(전현정, 2009).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성상 객관주의적 교육과정만으로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은 

명제적 지식 중심의 지식관을 넘어서 인지적, 정서적, 감정적, 윤리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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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인정하는 열린 지식관을 지향한다. 

또한 동질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과 달리 인간은 다양한 사고양식

과 표상형식을 통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며 표상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지식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학

습자 각자의 경험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식과정에서 인식 

주체의 적극적인 지식구성과 재구성을 강조한다(박민정, 2006:3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야기 수업 모형의 내러티브적 접근을 반영한 도

덕 이야기 수업 모형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

여 학교 도덕과 수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도덕적인 이야기를 수업에 활용하는 전통적인 

방식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도덕 경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덕

교육에서 도덕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덕적인 이야기를 통해 

가치규범과 덕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도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력

과 판단력을 높인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도덕적인 이야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삶과 그 의미를 이해하여 공유하며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

망을 갖게 된다. 또한 자기 자신의 도덕 경험 이야기는 도덕적 자아 형성을 

돕는다. 정체성의 발견은 개인의 참된 욕구와 특성이 무엇인가를 찾아 가능

한 한 그것들을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진실하고 자발적인 내적 감정의 표현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 참되고 

정직하게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배우고, 나의 내부의 소

리가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

가를 발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남궁달화, 1999: 163). 

   도덕적 주체로서의 올바른 자아 형성을 위해 태펀과 브라운(Tappan & 

Brown, 1984)은 ‘저자의식(authorship)’을 말한다. 개인이 자신의 도덕경험

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개인은 자기 이야기의 저자가 되어 경험을 숙고하

여 내러티브 형식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도덕적 권위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개인이 도덕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 것에 대해 숙고할 수 있게 된다. 태펀은 이러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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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식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도덕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즉, 저자의식은 저자권위라고도 불리는데, 이를 통해 화자는 스스로 

도덕적 가치를 발견하고 도덕적 주체성을 확립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즉 

자기의 도덕 경험을 이야기하는 활동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

로 반문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인간은 내면적으로 도덕의식을 발전시키며, 결국 도덕적 자아와 

도덕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된다. 

   내러티브 사고를 반영한 이야기 수업 모형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도덕교

육과정의 흐름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도홍찬(1999)은 내러티브 접근법

의 이론적 전제를 콜버그 이론이 놓치고 있는 자아의 사회·문화적 착근성과 

진리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보았다. 내러티브 접근법은 학생들을 학습

의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는 인격 교육에서의 학습자관을 탈피하여 이야기를 

매개하며 능동적으로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적극적인 학습자관

을 추구한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의 목표, 내용 체계, 교수 · 학습방법을 좀 

더 탄력적이고 실생활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는다(도홍찬, 1999: 5).

   초등 도덕과는 도덕 발달 특성상 초등1∼2학년의 바른생활과와 중등 도

덕과 교육을 연계하는 중간단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학생들이 덕과 

인격을 형성, 발달시켜 가기 위해서는 도덕 수업 시간에 배우고 익힌 가치규

범과 행위 양식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과 행동으로 구현하면서 익혀 가야 

하기 때문에 초등 도덕과는 학교와 가정 및 사회와의 연계 지도를 필요로 

하는 교과이다.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초등도덕교육에서 학생들의 구체적

인 행동 실천을 위한 강력한 동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도덕교육은 인격완성을 중시해 온 우리의 교육적 전통을 바탕으로 학생

들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도덕적 인간’을 길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내

러티브는 도덕성의 요소인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이 분절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초등도덕과 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김회

용, 2004: 11). 이것은 “도덕성의 세 가지 요소를 하나로 묶는 것이 이야기

의 기능 중 하나”라는 브루너의 지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내러티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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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삶 전체를 회고하면서 단순히 과거에 어떤 일이 일

어났는가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성찰하

게 함으로써 도덕적 지식, 도덕적 행동, 도덕적 판단이 자연스럽게 내면화하

는 것을 돕는다.  

   본 연구는 실천 연구 영역 중에서 도덕과 교수 ․ 학습 방법론에 집중하여 

초등 도덕과 교육의 개선을 위해 내러티브 접근법을 구체화한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고찰해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내러티브에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덕교육에서 내러티브의 개념을 반영한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을 탐구해보

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먼저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내러티브 접근의 

등장배경과 이론적 기초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이야기 수업 

모형의 탐구양식, 교육과정 구성 원리, 교수-학습방법을 탐색하고, 초등학교 

도덕 발달 수준에 맞는 이건(K. Egan)의 이야기 수업모형을 중심으로 방법

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을 설계할 것이다. 또한 도덕교육

과의 상관성을 통해 도덕 교육에서의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 활용의 필요성

과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수업

에서의 적용사례들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에서 

도덕성 발달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중 내러티브 접근법을 기초로 한 

이야기 수업 모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도덕교육의 방법론의 하나로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이 구체적으로 무엇

인지를 이건의 이야기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어떤 학문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주된 특징은 무엇이며 도덕교육적 의의가 무엇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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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와 도덕과 교육의 관계를 연구하고 초등학교 

도덕교육에의 적용 및 활용을 논하고 학교교육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생각

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연관된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의미를 밝

히는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야기 수업 모형과 

관련한 연구 논문과 보고서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교육학 분야에서 내러티브가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은 데에는 

브루너(Bruner, 1985)가 당대의 통념에 해당하는 명제적 사고양식과 대비를 

이루는 내러티브 사고양식(narrative mode of thought)을 제기한 것이 직접

적인 계기가 되었다. 내러티브 사고양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교육학 

연구 분야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도덕교육분

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브루너 이후로 미국의 도덕 심리학자들과 도덕교

육학자들, 이를테면 길리건(C. Gilligan), 나딩스(N. Noddings), 태펀(M. 

Tappan)등에 의해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이재호, 2015: 1). 콜버그(L. 

Kohlberg)는 전통적 도덕교육이 이른바 덕 보따리식 접근을 취함으로써 덕

목들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칸트와 피아제로 연결되는 도덕성의 형식에 대한 관

심을 도덕교육 분야에 정착시키는 연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콜버그의 

도덕 이론은 연구 방법과 대상, 내용, 이론의 기본적 전제에 대하여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즉 인지 발달 도덕성 이론이 도덕 영역의 다면적 특질을 충

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지 발달 도덕성 이론은 개인의 실생

활 도덕 경험의 인지․정의․행위적 요소의 복잡성을 적절히 포착할 수 없으며, 

특히나 성, 인종, 계층, 문화적 차이 등의 맥락적 요소가 개인의 도덕 경험

에 의미를 형성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었다(Tappan & 

Packer, 1991). 이것은 결국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인식하며 합리적

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근대적 주체 개념을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열거한 내

러티브 학자들마다 다소 상이한 관점과 방법론적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내러티브 사고양식이 ‘어떤 일련의 사건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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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한다(White, 1981).’거나 ‘도덕적 판단과 행동 사이를 중재하는 기능을 

한다(Day, 1991).’ 는 점에서는 공통된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연구된 도덕교육에서의 내러티브 접근은 도덕과 교육에 

직접적 관심을 두기보다는 교과와 생활간의 장벽을 넘어 학교와 일상생활이

라는 범교과적인 실천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독립된 ‘도덕과’라

는 교과가 없기 때문에 도덕교육에서 내러티브 접근이 범교육적 실천 방안

에 초점을 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이재호, 2015: 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과를 통한 도덕과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내러티브 접근법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념과 원리를 알아보고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

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이 전개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러티브적 접근법의 대표적인 수업양식인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

이 그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구성주의 그리고 페미니즘

은 그 자체로 이론적 이해의 대상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구성주의 그리고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내러티브 접근의 교육적, 철학적 의미를 밝히는 일

은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

해서도 도움을 준다. 도덕성과 이야기의 관계를 통해서 도덕과 교육에서 이

야기 수업 모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야기 수업모형의 특징과 원리를 알

아볼 것이다. 또한 교육에서 이야기의 가치와 지금까지의 교육에서 이야기 

수업 모형의 방법을 분석해보고 기존의 전통적 이야기 수업 모형과 내러티

브 접근법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비교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 볼 것이다. 

   둘째,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 내러티브 접근법을 구체화한 이건의 이야기 

수업 모형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의 새로운 모형의 

설계를 논의할 것이다. 캐나다 교육학자 이건(K. Egan)은 인지발달 이론에 

기반을 둔 인지이론들이 인지와 정서, 합리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을 이분법

적 대립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그것들이 서로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현재의 학

교 교육이 지식의 구성에서 정서나 상상력의 역할을 경시하고 합리성에 기

초한 인지활동만을 강조함으로써 상상력과 정서적 요소가 인지활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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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라는 점을 간과했음을 지적한다. 그는 지식의 구성에서 인지, 정서, 상

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러티브를 주요 학습수단으로 본다. 앞서 언급

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이건은 이야기 수업 모형을 제시했다. 이건의 

이야기 수업 모형은 내러티브 접근에 근거하여 이야기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상상력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창의 융합 인재

를 기르는 취지하에 창의 융합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의 모형은 인지활동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키워

주는 상상력에도 무게를 두고 있으므로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적절한 대안

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의 모형을 초등 도덕과 교육에 적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초등 도덕과 교육에 이건의 이론의 필요성

을 도덕성과 이야기의 관계를 언어와 문화적 맥락, 실생활 중심의 도덕경험, 

통합적 도덕성의 발달, 도덕적 정체성 형성을 통해서 제안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이건의 모형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밝히고 그 점에서 초등 도덕

과 교육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개선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셋째, 앞서 밝힌 이건의 이야기 수업 모형의 도덕교육적 의의, 도덕과 교

육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도덕교육에서 적절한 모형을 설계해서 제

안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제안한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내러티브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이건의 이야기 수업 모형을 기

본으로 하되 초등 도덕과 교육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존의 도덕과에서 활용

된 이야기 수업모형방법들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 역시 담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도

덕 이야기 수업 모형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실제 수업에

서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

으로 전통적인 도덕 교육에서 활용되는 교훈적인 이야기와 배려의 도덕성을 

교육에 적용한 나딩스의 대화적 교수법, 근접발달영역까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내러티브 행위의 주체를 교사에서 학생으로 전환해 학생 스스로가 도

덕적 경험을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덕적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내러티브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 중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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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이끄는 내러티브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알아본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이 도덕교

육에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

해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의 함의를 밝힘으로써 도덕과 교육에서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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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이야기 수업모형의 등장 배경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그 이론적 배경은 내러티

브 접근이다. 내러티브 접근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 수업 모형과 기존의 전통

적 도덕교육에서의 이야기 수업을 교육 방법에서 비교해보면 이야기의 의미

와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 도덕과 교육에서 내러티브 접근이 강조된 것은 최

근의 일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흐름에서 기본적이고 핵심적

인 가치의 전달을 강조하며, 배려와 공동체를 지향하는 접근으로 이동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도덕과 교육은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행동은 학생들에게 추상적인 원칙을 가르침으로써 가능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의 맥락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

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등장

한 것이 도덕과 교육에 내러티브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도덕교육에서의 이야기 수업 모형과 내러티브 접근법에서의 이

야기 수업 모형을 비교하면 먼저 이야기의 의미와 수업의 방법상에서 큰 차

이가 존재한다. 전통적인 수업에서의 이야기는 인류의 전통적 가치와 덕목이 

담겨있으며 학생들의 인격함양에 도움이 되는 문학 작품이나 도덕 이야기들

이다. 그러나 내러티브 접근법에서의 이야기는 개인들의 실제 삶의 이야기이

다. 즉 개인이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덕적 결정이나 행동을 결정하

도록 요구하는 실제적 도덕 경험 이야기를 의미한다. 또한 방법상에서도 전

통적인 수업에서는 도덕적 전통과 권위의 힘을 통해 학생들에게 중요한 덕

목을 전수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방법론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러

티브 접근법에서는 수동적인 학습자관을 탈피하고자 하며 학습자에게 스스

로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안내한다. 왜냐하면 학생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구성하고 조직할 때에는 반드시 그 학생은 어떤 도덕적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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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도덕과를 야기하며, 도덕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이 그러한 관점

의 저자가 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경험을 말하는 것은 학생 스

스로 도덕적 권위를 표현하고 그 도덕적 가치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내러티브 접근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전통적 이야기 수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1) 인식론적 패러다임의 전환

   

   이야기 수업 모형의 근간이 되는 내러티브 접근법은 보편적인 진리를 인

식하며 합리적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대적 주체개념

에 입각한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반향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내러티브 접

근법은 서구 문화의 전통적인 이성 중심과 남성중심의 세계관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즉 도덕교육에서 내러

티브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배경은 사회·문화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

즘, 인식론적 입장에서는 구성주의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포스트모더니즘 담

론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

떤 규칙을 인간이 이성적 사유 능력으로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객관적 

지식이 구축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더니즘을 비판했다. 이러한 담론은 

1960년대 문화와 예술 부분에서 일어나서 1980년대에서는 학계에서도 본격

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에 영향을 주며 새로운 인식론으로서 자리를 굳혀갔고 점점 교육학 분야에

서도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근대의 인식론적, 명제적 교육방법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러한 비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근대주의

의 지식관에 대한 비판이다. 모더니즘 교육은 합리주의, 기술공학주의, 행동

주의에 입각하여 논리-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식만을 강조

했다. 따라서 인과적인 사고양식만 편향적으로 강요하는 문제를 가져왔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은 교육에서 명제적 지식 중심의 지식관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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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지적, 정서적, 감정적, 윤리적, 기능적 지식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인정하는 열린 지식관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근대주의에서 추구

한 지식의 보편성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화, 기호 등을 적절하게 포함시킬 

수 없으며 보편적 지식을 강조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인간 세계의 이질성

(heterogeneity)을 간과하였으며 다양한 언어들, 관점들, 내러티브들을 경시

했다고 비판 받는다(Eisner, 1994; Harste & Leland, 1994; Polkinghorne, 

1988). 

   동질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과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에

서는 인간은 다양한 사고양식과 표상형식을 통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며 표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사

고양식이나 표상체계만을 강조해온 편향적 교육논의를 반성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앎의 방식과 다차원적인 삶의 측면들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다

양한 표상형식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박민정, 

2006).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열린 지식관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식의 의미는 단지 명제적 진술의 앎뿐만이 아니라 행하

는 것, 생활하는 것, 경청할 줄 아는 것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목영

해, 1995). 포스트모더니즘담론은 교육에서 명제적 지식 중심의 지식관을 

초월하여 인지적, 윤리적, 정서적, 기능적인 모든 종류의 앎도 중요함을 강

조한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말하는 새로운 지식은 열린 자아를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 관여된 모든 종류의 경험이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관의 변화는 학교 지식교육이 지닌 문제에 대해 더 나아가 

교육 전반과 학교의 도덕교육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과 변화를 요청하

고 있다(김회용, 2004: 2). 백(C. Back)은 로티(R. Rorty)의 관점에서 포스

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도덕교육의 방향으로 도덕성의 포괄적 접근, 다원주

의적 접근, 비권위적 접근을 주장했으며, 구성원들 간의 상호이해와 포용을 

확장시켜야한다고 했다(Back, 1995). 

   도덕교육의 내러티브적 접근은 학생들의 도덕이야기에 중점을 둔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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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실제적 삶에서의 도덕적 갈등선택과 관련된 도덕 경험에 대한 이야기

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도덕교육의 다원주의적 접근, 비권

위적 접근과 동일한 입장에 서 있다. 자신과 타인의 삶에서 등장하는 도덕적 

이야기들을 말하고 듣는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자아뿐만이 아니라 타인

의 삶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관계 지향적이다. 이것은 배려와 대화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근간으로 할 때 가

능하다(김회용, 2004: 4).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도덕교육의 연구 분야도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

을 우선시하는 접근에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의 전달을 강조하고 배려

와 공동체를 지향하는 접근으로 이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의

무윤리론을 비판하며 덕윤리를 강조한 메킨타이어와 연관된 덕목록적 접근, 

최근 미국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는 인격교육운동, 배려의 도덕성과 도덕지능 

문제 등이 있다(조난심, 2003: 25-44). 이러한 전환의 이유는 도덕교육에

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지식을 찾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

맥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고미숙, 2000). 

   즉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이런 인지적 전환에 

영향의 받았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1960-70년대 풍미했던 인지발달론에 대

한 하나의 대안책으로 제안되었다. 내러티브적 접근을 강조한 사람들은 개인

의 실제 삶에서의 도덕적 갈등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

고, 내러티브가 도덕적 경험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차원들을 표현하고 재

현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Tappan, 1991: 244-245). 

   구성주의는 “인식의 대상은 무엇인가?”와 “인식은 어떻게 해서 성립하는

가?”의 두 물음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구성주의는 최근의 인지심리학, 철

학, 그리고 인류학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이란 일시적이고 발달적

이며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는 것

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이라는 것은 인지적 주체(Cognitive 

subject)로서의 개인의 인지적 작용의 결과로서 현상에 대한 개별적 의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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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해석이라고 본다(강인애, 1998: 23). 즉 구성주의는 지식이나 학습에 

대한 규명에 있어서 인지적 주체로서의 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고 인

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뿐만 아니라 그 인식의 구조가 어떻게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갖는다. 

   구성주의 이론에 의하면, 개개인은 자기의 인식의 범주에 의해서 해석하

고 행동한다(von Glasersfeld, 1987). 이 이론은 다른 여러 인지론적 접근에

서처럼 어떤 사건이 단순히 원래 형태 그 차제로서 개인에게 나타난다고 보

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인지구조 체계에 의해서 경험을 형성한다고 본다. 사

람들은 어떤 상황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

동을 자기가 생각하고 제재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려고 능동적으로 

행동한다(황윤한, 1997: 35). 

   그러나 지식구성에 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해서 구성주의적 인식론과 

상대주의적 인식론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구성주의

는 개념이 사회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개념 

구조는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와의 직접적인 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 

사회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목적 성취(goal achievement)는 종종 그 

사회 구성원들 간에 있어서 합목적적 방책의 일치와 관련된 하나의 사회 현

상이다. 특히 문화는 사건이나 사람 그리고 사물들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있

어서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 노력을 일치시키는데 절대적인 것이다

(Applegate & Sypher, 1988). 물론 구성주의적 인식론이 상대주의적 인식

론과 부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측면을 지닌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구성주의적 인식론과 상대주의적 인식론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것

은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 교육 심

리학에서 인식론의 발달에 관한 주요 모델들은 모두 상대주의적 인식론과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상호 독립인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구성주의적 인

식론을 발달론적 관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정창우, 

2006: 166). 쿤(Kuhn, 1991)은 개인의 인식론이 절대주의 혹은 객관주의로

부터 상대주의로 이행하며 최종적으로 평가론적 혹은 구성주의적 인식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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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발달한다고 주장하고 그 둘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쿤에 

의하면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지닌 사람은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고려를 중

시하고 각각의 주장이 엄격하게 상대적이라고 믿지만, ‘정교한 평가적 인식

론(a sophisticated evaluative epistemology)’ 인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지닌 

사람은 어떤 주장의 어떤 측면은 수용 가능하지만 다른 측면은 그렇지 않다

고 말한다(정창우, 2006, 재인용). 도덕과 교육은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지

닌 성숙한 인간으로의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주의와 

구성주의의 차이를 통한 정확한 이해는 중요하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덕교육에서 구성주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체계를 유지하면서 구성주의의 동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그 이후의 교육과정을 살펴

보겠다. 간단하게 보면 교육과정에서의 큰 틀은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은 배

운다는 기존의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 학습 내용을 인지하고 

협력적인 토의과정을 통해 구성해내는 의미 추구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7차 혹은 그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교

육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보면 ‘학습’과 ‘교수’이

론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성주의교육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확인

할 수 있다.

   구성주의 교육은 기존의 교육과정이 학생을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만들고 방법에 있어서도 강의식, 일제 수업 등에 의해서 학생들의 고등사고

능력과 창의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주

의적 교육에서는 학생을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능동적인 창조자로서 학습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또한 활동 그 차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활동을 어

떻게 하는가 하는 활동 양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지식을 

학생의 머릿속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수자 또는 학습자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구성주의 입장에서 도덕교육은 사회의 특정 규범을 지시하고 전수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의 합의된 가치를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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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주의는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닌 

인식 주체의 능동적 학습에 의해 구성되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들의 경험을 중시하는 내러티브적 접근과 통하며 도덕교육에서 도덕 이

야기 수업 모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2) 전통적인 철학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 

  

   미국의 선도적인 페미니스트 잭슨 카츠(J. Katz)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 누구의 지식에서 말하고 있는지, 누구를 제외하고 있는지를 

묻는다.2). 그는 비유를 들어서 지배적인 사고가 무엇인지, 누구의 지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그는 미국에서 사람들은 ‘인종’이라

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아시

아계 미국인등을 떠올린다고 말한다. 또 다른 예로 ‘성적취향’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적 취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를 떠올리며 ‘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성을 떠올린다. 즉 각각의 

예에서 볼 때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지배적인 단체는 그 의미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백인은 인종적인 정체성도 없고 어떠한 인종의 

범위나 문화에 속하지도 않고 이성애자는 마치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지 않

고 남성은 성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사실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그 

지배 구조를 재생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작용하여 그 지배단체는 지배라

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자기 성찰이 부족한 것도 있고 성찰

이나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권력과 특권의 핵심적인 특징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과 연관시켜 볼 때 페미니즘 담론은 전통적인 철학이 보편

성과 중립성을 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지 못

했다는 사실과 철학적 담화의 주체로서나 대상으로서 여성은 철학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철저하게 침묵되거나 배제되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Filmed November 2012 at TEDxFiDiWomen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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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철학자들의 편견이나 태도에서 비롯된 것

이 아니라 철학적인 틀 자체의 편향에서 비롯된 것이며, “철학적 담화에 내

제하는 구조적 필연성에 의한 것이다(Rosi Braidotti, 1991: 177)." 는 문제

의식에서 페미니스트 철학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러티브적 접근을 고려하기 전에 페미니스트 접근법을 고찰하는 이유는 

내러티브적 접근은 길리건과 그녀의 동료들에 의해서 고취되어졌기 때문이

며(Tappan, 1991: 244),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도덕성을 지식의 문제뿐

만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로 이해한다는 점 때문이다(Held, 1995: 

154-155). 페미니스트 인식론을 단 하나의 뜻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하지

만 공통된 특징들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인식론에서 여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여성의 경험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식의 주체로서 여성을 인정하며 인식주체는 지식의 핵심에 

인식자의 흥미, 태도, 가치가 내재한다고 보고, 더 이상 지식의 핵심과 정서

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객관적이고 보편적

인 지식을 중시하는 입장으로부터 맥락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미

숙, 2011: 163). 나딩스(Noddings)가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페미니스트 

윤리학’은 다양하기 때문에 도덕교육에 대한 통일된 관점을 제안하기는 어렵

지만 페미니스트 윤리학이 자아를 타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

는 관계이론에 근거해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 주체는 관계적 자아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고미숙, 2011: 242). 길리건은 자아를 관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여성들에게는 권리의 갈등에서보다 책임의 갈등에서 도덕적 딜레

마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한다. 여성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규정지

을 뿐만 아니라 배려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민감하고 배려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여성들의 특성이 자기 

자신과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포함하게 되는 것

이다(Gilligan, 1982). 페미니스트 윤리학에서는 자아는 특정한 타자와 관계

를 맺고 있는 관계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관계적인 자아는 전통

적 윤리학에서처럼 의무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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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에 대한 애정에 의해서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된다. 따라서 관계적인 자아

에 대한 강조는 자연스럽게 맥락과 내러티브의 중요성으로 이어진다. 

   보편주의적인 윤리학에서 이상적인 도덕적 행위자는 책임 있는 도덕적 

판단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고립되고 중

립적인 인식주체이다. 그러한 윤리학에서는 개인들의 자아를 개별적이고 분

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현실을 뛰어넘는 객관성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정체성

을 정의하고 추상적이고 공정한 규칙과 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정의와 권

리 지향의 목소리를 지니게 된다고 한다(추병완, 1998: 2-3). 그러나 페미

니즘에서는 앎의 과정이 보편적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모든 앎이 특정한 

인식주체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이나 입장을 포함한다고 본다. 또한 도

덕적 주체는 현실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보편주의 

윤리학자들은 이것이 독립과 공정성에 위협이 된다고 보지만 배려 윤리학자

들은 잘 판단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으로 이해한다(고미숙, 2011: 166). 

페미니스트들은 공정성의 추상적인 규범이 도덕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한다(Sevenhuijsen, 1998: 59-60). 페미니스트들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타자의 요구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타자의 의도, 의미,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적인 지식과 내러티브적인 형식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이기보다는 맥락

적이고 내러티브적인 사고양식”(Gilligan, 1982: 19)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리건(Gilligan, 1982)은 임신중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면접을 통해서 여성들의 실생활 도덕경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의 경험이 도덕교육의 내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논

리적인 추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맥락 속에서 그 개인의 의도와 의미

를 파악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페미니스트 인식론을 통해서 인식론, 즉 지

식이 개인적인 경험, 입장에 근거해야 하며 타자들의 경험과 주관성을 고려

하자는 주장은 우리의 도덕적 지식에 대한 관점을 더 넓혀 준다. 도덕적 지

식은 추상적인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상황적이며 맥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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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도 있으며 이를 도덕교육에 적용하면 학생들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도덕적 지식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알려고 하면 그 경험은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미

숙, 2011: 172). 그럴 때만이 그 사람의 의도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것은 바로 내러티브적 접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내러티브적 접근은 시간의 맥락을 포함하여, 맥락 속에서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다(Day, 1991: 307). 

   즉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전통적 관점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복권시킴으로써 도덕적 지향의 차이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도덕적 주체로 관

계적 자아를 중심에 놓았으며 내러티브와 맥락의 주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도덕교육의 내러티브 접근에 큰 영향을 주었다. 도덕교육에서 

내러티브 접근은 이야기를 통해 실제 삶의 맥락을 반영하며 수업에서 배제

되었던 학생들의 이야기,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재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

다. 길리건이 실생활의 도덕 갈등과 선택에 나타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려와 관계성이라는 또 다른 도덕적 지향점을 찾아낸 것 같이 내러티브 접

근은 도덕적 지향의 다원성과 차이를 인정하며 이러한 도덕성이 표출되는 

실생활의 다양한 도덕 경험을 중시한다. 

2. 이야기 수업모형의 개념 

   

   도덕교육에서 교육방법으로서 이야기가 적용되는 사례는 다양하다. 따라

서 초등도덕과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을 설계하기 위

해서는 이전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야기를 활용하는 

도덕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도덕적 교훈을 담

고 있는 이야기나 도덕적 딜레마를 갖고 있는 이야기 혹은 문학 등을 활용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유형은 배려교육론에서 중요한 대

화적 이야기, 내러티브 접근법의 자기 자신의 실생활 도덕경험 이야기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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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는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보면 이야기를 활용한 연구는 교육과정 설계와 

방향 탐색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에서부터 교과별 수업모형에 이르기까지 주

제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의 주된 특징은 개별 교과나 수업방법

상의 차원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1) 이야기의 가치와 중요성 

   내러티브 접근이 학문의 전 영역에서 주목을 받게 된 주요한 이유(Egan, 

2005; Lipke, 1996; Zazkis & Liljedahl, 2009; 최혜실, 2011)는 첫째, 인간

의 인지구조가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심리학적 발견 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 초까지는 정보의 소유 자체가 매우 중요했지만 그 이후 인터넷의 

대중화, 스마트폰의 실용화에 따른 정보의 폭발로 자신에 적합하거나 감동적

인 정보만을 선택하는 인식의 변화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시대 사이버 

공간의 영향으로 가상성의 강조와 사이버 가상공간을 현실공간으로 이동하

여 설명하거나 적용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이야기의 유행을 가져왔다.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의 순간적 경험과 개인적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

획이다. 이야기는 삶의 목표를 이해하는 형식으로서 기능하며, 일상의 행위와 

사건들을 에피소드적 단일체로 결합시켜준다. 그것은 우리 삶의 과거사를 이해

하고 미래의 행위를 계획하는 틀을 제공해 준다. 그러한 기본적 기획을 통해서 

인간 존재는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Polikinghorne, 1988: 11). 

   폴킹혼(Polikinghorne)이나 맥킨타이어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혹은 내러티브의 형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내

러티브, 즉 이야기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이야기(story)는 ‘어

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이다. 어원적 의미를 보면 내러티브란 라틴어 narráre에서 온 것으로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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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짓거나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인물과 사건 등이 시공간적

으로 관계 지어지고 이야기 형태로 엮여서 알게 하는 것, 어떤 공간을 배경

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인물, 사건, 사연들이 인과관계를 갖고 엮여서 말해

지는 이야기가 바로 내러티브인 것이다(유병열, 2009,: 135). 

   태펀(M. Tappan)은 “내러티브는 우리의 시간성(temporality)과 개인적인 

행위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요한 안이다”(Tappan, 1991: 245)라고 

언급했다. 즉 변화하는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식 능력은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질

서화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태펀은 “개인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기록해야 

할 때마다 자연적인 충동은 이야기(story)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종류의 시

간적인 순서로 관심 있는 행위와 사건들을 열거하는 것은 내러티브

(narrative)를 짓는 것이다”(Tappan, 1991: 245)고 설명한다. 태펀은 내러

티브를 이야기 말하기(story-telling), 이야기와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내러

티브는 일렬의 사건들을 단순하게 약술하는 것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

면 사건에 속한 모든 중요성, 의미나 가치는 사건 그 자체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에 의해 사건에 투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사건들의 순서가 포함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순전히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물리적인 사건과 또 다른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활동을 

포함하여 인간의 경험, 행위, 고통을 재현하는 이야기이다(Carr, 1986: 

19-20).  

   이야기 덕분에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했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영위할 수 있었기에 당대의 문화는 이야기를 통한 인간 상호간의 소통이 만

들어 놓은 지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문화가 한 세대에

서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 역시 이야기의 전달력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가진 내러티브성은 인간의 존재기반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 

이야기는 역사를 초월하여 범문화적으로 마치 삶 그자체인 것처럼 존재한

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Barthes ; Tappan & Brown, 1989: 185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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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야기가 근본적으

로 인간의 경험인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야기

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해능력을 통해

서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경험이 이야기적 형식을 통해

서 이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을 화이트

(White)는 역사적 사건의 서술과 전승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과거의 특

정한 시공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것들이 이야

기적 상황으로 구성되고 전수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역사적 이야기는 

단순한 일련의 사건들의 개요 이상으로서, 인간의 삶에서 특정한 경험으로 

취사선택되고 이야기적 상황으로 구성됨으로써 정당성과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 생활의 보편적인 이야기로서 문화의 기능은 인간 경험

이 이야기적 상황으로 구성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사회의 준거 틀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야기는 인간이 공유하는 실제적 삶에 대한 메

타규범(metacode)의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White ; 도홍찬, 2011: 

23 재인용). 

   멕킨타이어 역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인간의 삶과 행위를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야

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시작과 전개, 종

말과 같이 인간의 삶과 자아는 이야기적 문맥 속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을 때 

통일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인간이 탄생에서 죽음까지 하나의 이야기를 살아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측면과 함께 

타인 삶의 이야기에 조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은 나의 것이 아닌 타인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내 삶의 이야기는 자신

이 속한 공동체의 과거 이야기와 무수한 타인의 이야기와 얽혀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야기가 가진 이러한 공동체적 착근성은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적 통일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공동체의 어떤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공동

체의 이야기는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가 밝혀질 때 우리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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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행위를 통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개인은 공동체

에서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하며 타인의 요

청에 자신의 이야기를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MacItyre, 1985: 

300-332). 

   이건(Egan, 1981)은 오늘날의 학교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야기를 통한 수업 모형을 가장 강

력한 수업 모형임을 강조했다. 이야기 수업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야기가 문화적으로 공통적이며 세상과 경험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

력한 양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Egan, 2005)은 이야기는 두 가

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감정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서술 단위’이다. 갈등이 전개되는 도입부가 

있고 갈등이 복합해지는 위기, 갈등이 해소되는 결말이 모두 갖춰진 특정한 

종류의 단위이다. 둘째,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풀리지 않은 물음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갈등과 마주치는 인물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

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를 조직하고 알리거나 환경에 의미를 만들

게 하는 힘이 있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이야기는 삶과 유사하게 관

련시킬 수 있으며 학습해야 할 내용을 학습자가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이유는 이야기는 초인지적 방법에서 기억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뇌가 쉽게 인지할 수 있고 그 후에 학습이 유의미하게 연결되게 

돕는다. 그리고 의미를 구성하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이야기는 독립된 사건이

나 사실들이 서로 뜻이 통하고 의미를 가지도록 서로 관련짓고 연결한다. 그

리고 이야기는 공동체 의식에 공동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연

스럽게 학습자가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하고 공유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서로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2) 교육방법으로서 이야기 수업 모형

   

   이야기 수업 모형은 대체로 스토리텔링으로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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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텔링은 이야기 수업 모형의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적 의미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the action of telling stories)'으로 넓게는 모든 종류의 이야

기를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민담, 설화, 전설, 동화 등의 언어로 된 서사뿐

만 아니라 영화, TV, 드라마, 뮤직비디오, 만화, 게임, 광도 등 비언어적 서

사들도 스토리텔링의 범위에 속한다. 

   이야기 수업 모형의 교실 수업에서의 기능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Mello, 2001; Eills & Brewster, 

1991; Behmer, 2005). 첫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이다. 이야기의 

풍부한 맥락적 요소들은 수업 내용에 대한 유의미성을 증가시켜 주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수업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쉽게 이해한다. 둘째, 학습에 대

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이 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감정이입

을 통해 이야기 속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 셋째, 정서 개발의 기능이다. 이

야기의 풍부한 맥락은 학습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개발하는데 도움

이 된다. 도덕교육에서도 위의 장점들은 전달된다. 

   인격교육자인 킬패트릭은 기존의 가치교육이 학생들이 존재 의미를 찾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를 도

덕교육의 핵심 요소로 만들 것을 주장한다(Kilpatrick, 도홍찬, 2011: 32, 재

인용).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기를, 그

리고 자기 이야기에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

기가 자체의 구성과 계획을 가질 때 의미를 가지는 것과 같이 이야기로서 

개인의 삶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

는 삶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것까지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Kilpatrick, 도홍찬, 2011: 32, 재인용). 따라서 도덕성은 단순

한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 인생에서 하나의 역할 놀이라 할 수 있으며 도덕

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야기적 전망 속에 있어야 한다. 이야기는 삶에 대

한 열정과 기개, 곧 덕성을 제공해주기에 영웅주의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일상의 삶은 더 이상 과거 영웅들의 삶과 같지는 않지만 우

리들 모두 소영웅으로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그는 역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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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Kilpatrick, 1993: 190-210). 

   이처럼 이야기에 대한 도덕교육에서의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덕교육에서 내러티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훈적이 이야

기는 학생들의 도덕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행동의 모

델을 제공하고 그러한 이야기 속에는 바로 인류의 지혜, 경험, 선악의 도덕

적 가치와 덕목이 들어있기에 학생들은 이야기를 통해 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다. 인간의 지혜와 사상이 집적된 이른바 “위대한 전통”(the Great 

Tradition)이라고 일컫는 이야기들은 동서양 공히 전인교육의 중요한 학습내

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도덕적 이야기들이 일찍이 인격교육의 

학습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도홍찬, 2011: 31). 오늘날도 위와 같이 도덕적 

교훈이 담인 내용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문학이나 이

야기를 활용한 인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

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간단한 그림 동화책부터 일반 문학서적까지 다양

하나 도서들이 활용되고 있다. 

   두 번째는 최근 발달한 해석학적이고 내러티브적인 심리학에 영향을 받

은 것으로서 도덕적 경험이 이야기나 내러티브를 통해 주로 표현되고 재현

된다(Tappan, 1998: 151-152)는 유형이다. 콜버그의 인지발달론이 도덕적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련의 표준이 되는 가설적인 딜레마를 사용한 것

과 달리 이 유형에서 내러티브적 접근은 도덕적 갈등과 선택에 대한 개인의 

실생활 경험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둔다. 본 연구는 실제 삶의 이야기를 하도

록 하는 후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지만 전자 역시 도덕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유형이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내러티브 접근법은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도덕

적 탐구 및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과 교육이 현실적인 생활의 맥락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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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늘날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다루되, 어디까지나 도덕․윤리적인 관점을 다룸으로써 도덕과의 정체성을 강

화하고자 하였다. 도덕적 탐구란 도덕 문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고, 

조사하고, 판단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

다. 특히 학생들이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 능력과 공감능력 및 올바른 

도덕적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 진술

에서 탐구 부분을 부각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도덕적 갈등과 선택에 직면했을 때 이야기적 형식을 빌려 

자신의 도덕적 선택과 결정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야기는 인간의 삶과 도덕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동시에 우리의 도덕경험을 매개

하고 형성한다. 따라서 도덕 교육에서 이야기 수업 모형은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으며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도덕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 이야기 수업 모형이 활용되

고 있다. 기존의 유형들은 박정호(2008), 허희옥(2006), Eills & 

Brewster(1991), 김회용(2011) 등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표-2> 이야기 활용 수업 모형

연구자 전 활동 중 활동 후 활동

박정호

주제선정

이야기 조식

이야기 소개

이야기 선택

이야기 분석

이야기 설계

이야기 표현

이야기 수정 보완

학습평가

심화 보충

학습정리

허희옥

학습주제, 소재, 배경선택

정보 선정, 주요사건 설정

캐릭터 설정, 플롯구성

대사 및 내레이션 개발

예비정보 제공

이야기 제공

이야기 내용 요약

이야기 제작 활동

학습 지원

정보 제공

Eills & 

Brewster

분위기 조성/복습

배경지식 제공 도입

학습 내용 제시

통제적 연습 표현

확인

차시예고 

김회용
수업준비

도입

전개

집중

확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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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들을 살펴보면 각 교과별로 교과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가장 창의적

이고 적절한 방법이 이야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야기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거나 논의를 하는 유형과 이야기 자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최근 이야기를 활용한 수업은 수업내

용을 구체적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습자들이 

수업 내용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다양한 교과에

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국어 및 도덕교과 뿐만이 아니라 수학, 

과학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허진주(2011)는 수학과 수업에서 이

야기를 활용한 수업은 어떤 이야기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맥락으로부터 수학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고 주장

한다. 특히 역사적 발달 과정을 재조직하여 학생이 수학적 개념을 재발명하

도록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야기를 활용한 수업 

모형은 학습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여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 

관련된 선행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선행 개념에 대

한 설명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학습에 적합한 지적 조건을 갖도

록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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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야기 수업 모형의 개선 가능성 탐색

   도덕교육에서 이야기 수업 모형은 전통적으로 교사가 도덕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습자와 논의하면서 옮고 좋은 삶에 대해 탐구하는 도덕과 교수 

· 학습의 한 유형이다. 근래에 들어와 덕·인격 교육이 부각되면서 특히 강조

되고 있는 내러티브 접근법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기존의 이야기 수업과

는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수업 모형은 태펀의 도덕 

자기 이야기하기 수업과 이건의 이야기 수업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이건의 이야기 수업 모형을 분석해서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모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논의해볼 것이다. 

1. 이야기 수업 모형의 활용 실태 분석

   

   도덕과 교육의 목표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기르는 것이다. 자율

적이라는 것은 타율적 도덕성에 반대되는 것으로 옳고 바른 일을 합리적인 

판단과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실천해 가는 것을 말하며, 통합적이라 

함은 지 ․ 정 ․ 행의 측면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고르고 조화롭게 갖

추면서 성숙시켜 가는 것을 뜻한다. 인격은 이러한 도덕과 학습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도덕적 자질과 덕성을 형성하여 지니게 된 사람으로서의 바람직한 

됨됨이를 말한다. 그러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의 도덕과 수

업에서 교사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교과에서 무

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교과교육의 본질이며 도덕교육의 목표달성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도덕과 수업에서 이야기 수업모형은 학

생들에게 도덕적 상황에서 규칙 또는 격률보다 더 나은 안내를 수행한다. 실

천적 선택과 행위가 문제가 되는 도덕적 상황에서 규칙과 격률들은 경험에 

관해 아주 함축적인 일반화를 내놓지만 이야기는 추상적인 덕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를 들어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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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삶과 그 의미를 이해하여 공유하

며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다. 또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준거해야 할 도덕 원리와 가치 규범이 무엇이며, 그것을 따르는 삶이 

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된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훌륭한 도덕적 삶의 모형을 얻고 덕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본보기로 따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도덕적 이상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게 외며 우리 사회와 인류의 역사 과정 속에

서 축적되어온 도덕적 경험과 훌륭한 도덕적 전통 및 지혜를 자라나는 세대

들에게 전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야기 수업모형은 도덕교과에서 꾸준

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일방

적인 교화나 주입식 수업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들을 살펴보

고 이야기 수업 모형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과 이야기의 상관성

   맥킨타이어(A. MacIntyre)는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삶의 전

체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에서 왔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개인들은 

삶의 분열과 단절, 소외와 고립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삶의 전체성

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며 특히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문제

와 관련지어 사유할 경우 더욱 그러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 인간의 삶에 있

어서의 덕의 통일성은 오직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되고 평가되는 어떤 하나

의 통일된 삶의 특징으로서만 이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MacIntyre, 

1984: 184). 한 인간의 통일성과 전체적 삶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의 

자아 내지 정체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맥킨타이어의 관점은 결국 인간 

자아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여기서 역시 그는 자아와 이야기의 관계를 강

조한다. 하나의 통일성으로서의 자아의 개념은 하나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

어 중간을 거쳐 끝을 맺는 것처럼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의 통일성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맥킨타이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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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인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도덕과 교육의 방향을 인지, 정의, 행동

의 요소를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만이 우리는 인간의 행위와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이 덕에 대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힘입어 도덕적 지식, 판단력

과 같은 인지적 영역과 함께 도덕적 가치와 태도, 도덕적 습관이나 실천과 

같은 정의적 및 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도덕과의 개정 방향과 목표,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교육이 다른 교과와는 달리, 도덕적 덕목과 

규범 및 가치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도덕적 사유와 실천을 연계하는 윤

리학적 접근 방법을 방법론적인 축으로 명시하였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과 교육은 어떤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 교과가 아니라 도덕적 주체로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덕적 사고, 판단, 정서, 실천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인지, 정의, 행동의 도

덕성 통합은 도덕과를 도덕 교과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목표설정에서도 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했던 목표와 같이 인지·정

의·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개정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생활 속에서 제

기되는 여러 가지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 사

고력과 판단력, 실천 동기 및 능력을 함양하여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생명윤리, 정보윤리, 환경윤리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현실적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

제들로서 생활 속의 도덕문제를 통해 도덕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

역을 통합적으로 발달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수업 구성시 1차시에는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에, 2차시에는 정의

적 측면에, 3차시에는 행동적 측면에 비중을 둠으로써 도덕성의 세 측면을 

골고루 다루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도덕성의 세 요소는 반드시 분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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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세 요소는 우리가 도덕적 상황에 놓였을 때 통

합되어 긴밀히 연결되면서 나타난다. 개개인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 개인의 

삶의 실제에 대한 인식은 총체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현상에 

대한 인식을 지식으로, 또는 정서로 분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

식 속에는 그 지식이 요구하는 정서가 녹아있으므로 정서를 제외한 지식만

을 인식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세 요소를 이해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총체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되고 내러티브 접근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 수업 모형은 그 대안이 될 것이다. 도덕과 

교육에서 내러티브 접근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도덕경험에 대한 개인의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 속에는 도덕성의 인지·정의·행동의 요소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별적 중요성을 지닌 각각의 요

소를 분리해서 추상적으로 연구할 수 있지만 실제의 도덕경험과 이야기 속

에는 개별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연관된 상태로 들어있

다고 보아야 한다(김회용, 2004: 84). 

   내러티브 접근법을 반영하는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통합성은 도덕성을 삼

분하는 전통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도덕성이 인지, 정의, 행동의 복합적인 연

계와 상호작용의 총체적인 산물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이 관점에서는 인

간의 도덕적 선택과 가치가 개입되는 도덕경험 역시 내러티브의 과정을 통

해 표현될 수 있으며 도덕적 내러티브는 인간의 도덕경험을 통합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생활 도덕경험의 내

러티브적 구성은 도덕적 주체의 인지 전략에 따라서 분절된 도덕 경험이 하

나의 통합적 의미망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다. 즉 내러티브 사고와 활동을 

통해 도덕성의 세 요소는 상호작용하게 되며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수업을 

통해 통합적 도덕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로리츤과 재거(Lauritzen & Jaeger)는 이야기, 구성주의 학습이론, 그리

고 목표 이 세 토대를 바탕으로 는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개발 템플릿을 제

시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가장 중요

한 요소이며 학생들을 심도 있는 탐구로 이끄는 구체적인 텍스트이자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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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탐구거리를 찾으며 동시에 

이야기적 의미구성 방식으로 탐구를 진행시킨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학생들

이 보다 잘 기억하고 삶과 밀접하게 관련시키며 의미구성을 촉진하고 유의

미한 맥락에 빠져들며, 개인차를 조정하고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Laurizen & Jaeger, 1997: 87). 

   내러티브적 접근을 통해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내러티브와 교육과

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내러티브가 곧 교육과정’이라는 관점을 지지한

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교육의 과정이 내러티브 혹은 내러티브 사고 양식에 

의해 재개념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강현석, 2005: 97). 로리츤과 재

거(2007)는 학습을 자연스럽게 조직하는 것으로서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것

에 주목한다. 그들은 학생들이 하나의 이야기와 같은 형태로 교육과정을 경

험한다는 아이디어를 확장하여, 구체적인 이야기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구

성하고자 한다(이정희, 2010: 16). 그들에게 이야기는 학습을 위해 접근하

는 구체적인 생활이야기이자,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실제적인 

‘맥락’이며, 학생들이 그들의 학습을 의미 있게 구성해나가는 연속적인 과정, 

즉 ‘교육과정’이다(이정희, 2010: 16). 

   도덕과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전제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교과서 단원 구성을 보면 각 차시별로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 있으며 

각각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1차시에서 도덕 이해를 중심으로 수업을 할 

때 생활 관련 가치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고 공부의 주된 방향 및 주제를 인식하는 것을 돕고 있다. 물론 이때의 사

례들은 도덕적 문제 형태의 도덕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만화나 사진․삽화가 

제시되기도 한다. 2차시에는 1차시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와 사려 깊

은 추론 및 판단을 요하는 이야기가 제시된다. 또한 ‘지혜의 샘터’ 라는 부

분을 만들어서 도움이 되는 좋은 읽을거리를 제시하여 마음속에 깊은 감동

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내러티브 접근법은 또한 도덕과 교육과정에 방법적인 측면에 영향을 준

다. 학생들은 ‘매개체’를 통해 배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매체는 결국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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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교재의 구성의 기본 자료로 많은 이야기들이 

사용되고 있다.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내러티브적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교과에서 전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이론들만 전

달하기보다는 이야기 형태로 꾸미거나 일종의 맥락을 설정해주는 방식이다. 

수업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도입 부분에서 제시된 이야기는 흥미로운 자

료로 활용된다. 이해 도구의 기능을 위해서 수업의 중심에 제시된 이야기는 

도덕적 탐구 및 토론을 위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학습에 대한 의미 부여와 

마무리 단계에서의 정리까지 도움을 주기도 한다. 

2) 교과서 속 이야기 형식 분석 

   초등학교 도덕 수업에서 이야기의 역할은 중요하다. 교과서 속을 살펴보

면 이야기 텍스트의 비중을 통해 그 점을 알 수 있다. 교과서 속 이야기에는 

다양한 소재들과 도덕적 혹은 비도덕적 인물들이 있으며 그 속에 각각의 인

물들이 드러내는 다양한 행위 방식과 삶의 모습들이 존재한다(김은수, 

2011: 217). 또한 내용에서부터 작은 삽화까지 학습자들이 도덕현상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이론서와 달리 교과서 

속 도덕 이야기와 삽화들은 표면적으로 수업에서의 주제가 제시되어 있다. 

그것들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적 현상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함과 동시에 실제적이면서도 추상적인 개념이 동시에 

함축된 도덕현상을 쉽게 이해하고 내면화한다.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도덕적 이야기’는 일련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다룬 이야기 또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되는 이야기에서부

터 도덕적 갈등상황을 표현하거나 고민해봐야 할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 사

용되고 있다. 교과서 속의 내러티브 구조를 갖춘 이야기들은 학습자들이 추

상적인 도덕적 덕목을 비유와 은유를 통해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다. 

   도덕 교과서 속 이야기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하며 도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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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차

시

이야기 자료
단

원

차

시

이야기 자료

만화
텍스트

만화
텍스트

이야기 시·격언 이야기 시·격언

1

1 1

5

1 1

2 2 2 2

3 1 3

4 1 3 4 3 1

2

1 1

6

1 1

2 2 1 2 2 1

3 2 3 1 1

4 1 1 4 3

3

1 1

7

1 1 1

2 2 2 1 2

3 1 3 1

4 2 1 4 1

4

1 1

8

1 1

2 1 1 2 2

3 1 3 1 1

4 1 1 4 2

계  5 18 6 계 3 23 4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행동을 표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도덕이라는 개념이 추상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즉 도덕학습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학

년별로도 그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6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이야기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6학년 도덕 교과서 이야기 자료 분석

   <표-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60개 정도의 이야기가 실려 있으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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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제목) 주제 이항 대립쌍 이야기의 전개, 해소

1. 소중한 나, 참다

운 꿈 

올바

른 

자신감-회피, 좌절

부정적-긍정적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잘해

야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

독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간단한 이야기나 시, 격언, 삽화 등이 함께 제시

되고 있다. 개정 편찬 방향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학생들의 경험과 발달 

수준 및 실생활과 연계된 생활 밀착형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하여 이야기 제

재들 역시; 수요자 중심이다. 단원 도입과 정리 부분 및 자율학습 부분은 물

론 매 차시 ‘ 생각 열기’에서부터 마지막 차시가 끝나는 부분까지 학생들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제시해서 이에 대한 도덕적 탐구를 

실행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 및 바람직한 가치 형성을 도모하는 방안

을 추구하고 있다. 이야기의 주제도 그에 따라 왕따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문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명 경시 문제, 인터넷 활용과 중독, 휴대 전화 

․ 스마트폰 사용 등과 같은 문제들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야기를 들으

면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탐구해보면서 자기의 실제 생활에 

반영하고 배운 덕목 가치에 비추어 생활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시된 텍스트의 형식 중에서 어느 정도 도덕 이야기의 형태를 갖춘 이

야기를 이건이 제시한 이항 대립쌍을 포함한 방식에 따라 분류해보면 <표

-4>와 같다. <표-4>를 보면 해당 단원의 이야기 제재들이 국가 ․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국가 

․ 사회적 요구 사항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 인성

교육, 다문화 ․ 다민족 ․글로벌 사회에 대한 준비로서의 국가 정체성 교육, 

전 지구적 관심사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녹색 성장 교육 등이 중심을 이룬다. 

또한 실천 지향적 인성 교육 내용의 강화, 정보통신 윤리 교육의 강화에 따

른 제재들도 볼 수 있다. 

<표-4> 6학년 도덕교과서 속 단원별 대표 이야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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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달리기)
자긍

심
는 것일까? 

2. 알맞은 행동으로

(새것으로 바꾸어주

세요)

절제
절제-낭비

절제-욕심

화가 났을 때 바르게 표현하는 방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3. 갈등을 대화로 풀

어 가는 생활

(동수의 일기)

평화

폭력

(신체, 언어, 사이

버)

-평화 

대화의 의미란? 

학교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4. 평화 통일을 향한 

발걸음(통일 비용 

이야기)

통일 분단 비용-통일비용
바람직한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마

음가짐은? 

5. 배려하고 봉사하

는 우리 (도와줄 필

요가 있을까?)

배려 이해와 공감-독단적 
서로 배려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

야 할까?

6. 공정한 생활(달리

기 대표)
공정 불공정-공정한 판단

개인과 사회가 공정한 세상을 만

들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해야 할

까?

7. 크고 아름다운 사

랑(사랑을 베푸는 

사람)

사랑

용서, 사랑-이기심, 

욕심
성인들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8. 모두가 사랑받는 

평화로운 세상(윤수

네 반 이야기)

평화

전쟁, 폭행, 싸움-

평화

가난, 억압, 차별-

평화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기 위한 실

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단원별로 이야기 형식을 분석해보면 1차시의 기본 학습 단계에서는 도덕

적 지식의 획득과 이해의 심화를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 

이야기는 해당 덕목 또는 주제에 대한 소개와 중요성을 전달하고 학생들에

게 관련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생각열기’에서는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활 속의 가치 사례 내지 도덕적 문제와 한두 가

지의 발문이나 탐구, 논의거기를 담고 있는데 보통 1쪽 정도로 되어 있어 

시간적으로는 약5분정도 소요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데 대



- 38 -

표적인 제재로는 이야기, 만화, 삽화 등이다. 학생들은 이 부분을 학습하면

서 고민거리를 떠올려보고 도덕적 상황에서의 자기의 경험을 나누게 된다. 

‘생각열기’다음에는 ‘도덕적 지식과 이해의 탐구 학습하기’ 부분이 이어진다. 

이 부분에서 역시 1차시에서 배우고 익힐 주요 학습 내용을 도덕 이야기 혹

은 삽화나 간단한 만화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친구 간의 우정과 바람

직한 자세를 배우는 단원이라면 ‘우정과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일까?’ 라는 학

습 내용을 담은 진술 아래에 관련된 예시 자료를 통해서 학습에 대한 탐구

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2차시는 도덕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이 있다. 2차시에서는 생활 

속 가치 사례 내지 도덕적 문제 사태가 다른 차시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

의 도덕적 사고와 사려 깊은 추론 및 판단을 요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핵심적 이야기가 대체로 2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해당하는 덕목에 대한 활

발한 논의를 이끌 수 있는 발문만을 제시하며 마무리를 짓는다. 학생들에게 

결말이 제시되지 않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덕적 갈등부분이 어떻게 해소되

었는지를 상상해보면서 자기만의 답을 찾아나간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1-2차시를 통해 덕목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고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면서 

도덕적 갈등상황을 이해하고 판단 및 선택을 고민한다. 2차시에는 단원마다 

‘지혜의 샘터’라는 개별적 이야기 코너가 존재한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해

당 단원의 도덕 학습 과정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도덕적 지혜를 기르고 참으

로 옳고 좋은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다. 대체로 올바른 생활을 실천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 본보기가 되는 삶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 자기반성과 깊

은 성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한 ‘지혜의 샘터’에서는 전통 이야기

속의 갈등 해결사례들을 제시하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한 내용을 바탕

으로 올바른 판단을 유도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4차시는 실제

로 적용해볼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도덕적 수행력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위 스타트 운동’을 소개하거나 ‘국제 구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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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실천지향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소개한 대표적 이야기들을 제갈현소(2011)의 이야기 범주 

구성 표를 활용하여 분석해보면 6학년 도덕 교과서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된 

8가지 이야기는 모두 만들어낸 이야기이며 자신이 속한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고 현실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실생활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현실에

서 있음직함 도덕적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그 안에서 덕목의 추상적인 의미

를 구체화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경험할 상황을 통해 흥미를 유발

하고 생활 친화적이며 탐구와 실천 체험적인 활동 등을 더 강화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표-5> 초등학교 6학년 도덕교과서 속 이야기 범주 구성

이야기 범주

이야기

(형식)

겪은 

이야기

(사실성)

직접경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표현. 

(말하기/쓰기 중심)

간접경험 텍스트, 영상매체 등의 이야기를 이해 

만들어낸

이야기

(허구성)

환상적인

세계 배경

자신이

속한

문화

배경

환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자신이 속한 문화

권에서 나온 이야기

현실 세계

배경

다른 

문화 

배경

환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다른 문화권에서 

나온 이야기 

현실 세계

배경

자신이

속한

문화

배경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자신이 속한 문화권

에서 나온 이야기

다른 

문화 

배경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다른 문화권에서 나

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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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속의 이야기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주인

공의 내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대다수이다. 하나의 주인공을 설

정하고 그 주인공의 도덕적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그 주인공의 말, 행동 등

을 통해 공감하고 역할채택을 연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이야기들은 그 과정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여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것

이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결말을 예상하게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

어뜨리기도 한다. 

   둘째, 교과서 상의 분량 제한 및 수업 시간의 제한 때문에 스토리 라인이 

단순하다. 제한된 시간 내에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전개가 어색한 경우가 있다. 

1-2쪽의 제한된 분량으로는 도덕적 덕목 혹은 주제를 반영하면서 학생의 

경험을 떠올리는 실생활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

고 분량의 제한은 결국 이야기 자체의 구조적 치밀함에도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즐기고 있는 영화나 만화 등의 심도 있는 갈

등이나 스토리라인에 비하여 교과서 속 이야기는 단순하며 결과가 뻔하고 

갈등하는 주인공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 역시 부족한 편이다. 도덕적 가치 

덕목의 이해와 내면화라는 목적은 정확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교과서 속의 이야기는 종종 단순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만들어놓

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결국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

리고 일방적인 훈계와 같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 

3) 기존의 도덕과 이야기 수업 모형 검토 

   

   도덕 이야기 활용 수업은 도덕적 이야기를 통해 가치규범과 덕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도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가장 널리 알려진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도덕 이야기 수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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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단계를 살펴보겠다. 

   첫째, 학습 인식과 동기 유발의 단계는 해당 차시에서 다루는 덕목 및 가

치규범과 관련하여 생활 속의 가치 사례나 있을 법한 사례 또는 깊이 생각

해볼만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배려에 관련

된 수업이라면 작은 배려를 통해 큰 기쁨을 얻게 된 사례를 들고 이와 비슷

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는지,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이며 그 원인이나 배경을 논의하는 것이다. 

   둘째, 도덕 이야기의 제시와 주요 내용 파악의 단계는 가장 핵심적인 덕

목을 담은 도덕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야

기의 형태는 읽기자료, 듣기 자료, 만화, 시청각 매체, ICT자료 등 다양하게 

강구될 수 있다. 제시하는 방식 역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될 수 있다. 유의

할 점은 이야기를 적절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단계에서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과제인데 주요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등장인물들이 

누구이고 어떤 말과 행동 등을 했는지 등을 파악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

기 속에 담겨 있는 주요 문제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주요 논의

할 점들인지 등등을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도덕 이야기의 탐구 및 자신의 도덕적 경험 발표와 공유단계이다. 

본격적으로 도덕 이야기와 관련한 가치를 탐구하고 자기와의 관련성을 통해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로 나아가는 단계이다. 자기와의 관련성이 중요

한 이유는 경험적 실험 연구 결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과 관련지어 논의할 때 학생들이 더 진지하게 참여하고 가치에 대한 이해

와 감동 그리고 내면화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주로 하

게 되는 활동들은 등장인물들에 대한 생각과 느낌 및 자신의 도덕적 경험을 

발표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덕적 이해와 판단, 

도덕적 모범을 보고 본받기,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와 의미의 강화 등이 집중

적으로 추구된다. 

   넷째, 자신의 도덕 이야기 또는 유사한 상상의 이야기 구성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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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

학습문제의 인식과 

동기유발

동기유발 및 

학습목표 확인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

도한다.

도덕이야기 제시와 

주요 내용파악

도덕 이야기 제시와 주요 

내용 파악(유도된 질문)

생활 주변의 도덕 이야기를 제시

함으로써 독창성, 유창성, 민감성

을 길러주도록 한다. 

도덕 이야기의 탐구 

및 자신의 도덕적 

경험 발표와 공유

도덕 이야기와 관련한 가

치 탐구 및 자기 연관을 

통한 이해 심화를 도모

제시한 도덕 이야기를 비판적, 논

리적 분석을 통해 그 내용을 탐구

하도록 하며, 자신의 도덕적 경험

을 성찰하게 하며 논리적이고 진

솔하게 발표하도록 한다. 

자신의 도덕 이야기 

또는 유사한 상상의 

이야기 구성

자신의 도덕적 경험과 유

사한 상상 이야기 수정을 

통한 저자의식, 도덕적 책

임감의 형성 도모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게 하고 상상과 유추

를 통해 도덕 이야기를 구성하도

록 한다.

정리 및 확대 적용 정리 및 확대 적용과 실천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지금까지 배

바람직한 가치 의식 및 도덕적 능력과 성향의 형성 측면에서 보면 도덕적 

가치 규범의 내면화를 보다 심화하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주체화와 

개별화를 한층 깊이 도모하는 과정이 된다. 

   다섯째, 정리 및 확대 적용과 실천 생활화 단계에서는 보통의 수업에서의 

정리와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 다룬 가치 규범과 관련하여 학습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면서 지식과 앎의 정착화를 도모한다. 배운 것들을 생활 속으로 

어떻게 확대 적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발표하면서 실천 의지를 다

지도록 한다. 나아가 가치지 형태의 학습지라든지 수행 평가 학습지, 실천 

기록장 또는 점검표, 가정과의 연계 지도 같은 방안들을 적용하여 그 시간에 

배운 가치 규범을 실제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독려한다. 

<표-6> 도덕 이야기 수업의 교수․학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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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이 흔 정 박 미 경 도 홍 찬

1단계 얼개 짜기 도덕적 문제 상황 제시 대화의 계기 마련

2단계 풀어내기 도덕적 주제 확인 대화의 진행

3단계 되풀기 느낀 점 이야기하기 대화의 심화

4단계 나누기 자신의 경험 발표하기 대화의 적용

5단계 새로 맺기 도덕적 이야기 만들기

과 실천 생활화 생활화

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 의문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발표하도록 

한다.  

   

   이건의 이야기 수업 모형을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러티브 접근을 반영한 이야기 모형 역시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흔

정(2003)이 제시한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교과 적용 모형은 얼개 짜기, 풀어

내기, 되풀기, 나누기, 새로 맺기 등 5단계로 구성되었다.3)박미경(2005)의 

내러티브 교수-학습 모형은 도덕적 문제 상황 제시, 도덕적 주제 확인, 느

낀 점 이야기하기, 자신의 경험 발표하기, 도덕적 문제 상황 만들기 등 5단

계로 구성되어 있다.4) 도홍찬(2008)은 내러티브 대화 모형에서 대화의 계

기 마련, 대화의 진행, 대화의 심화, 대화의 적용 등 4단계로 나누어 제시했

다.5)신현우(2011)는 이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표-7> 도덕과 내러티브 수업 모형 비교 

3) 이흔정(2003),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64-112 참조. 
4) 박미경(2005), “내러티브 교수 · 학습 방법의 구안·적용을 통한 도덕적 정서 능력 증

진, 한국교총, 『도덕·윤리분과 현장교육 연구보고서』, pp.20-35 참조. 
5) 도홍찬(2008), “내러티브 도덕과 교육과정의 체계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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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모형들은 학생들의 실제 삶과 평소의 생활 속에서 도덕적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도덕적 대화를 하도록 만든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생

각하는 과정에서 삶을 돌아보고 자신과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

며 결국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위의 모형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도덕적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격려한다는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 즉 위의 모형들에서는 교사의 이야기보다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더 

중심이 옮겨져 있다. 또한 이때의 이야기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며 일반화된 

도덕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시간, 공간, 문화적 맥락 속에서 경험한 

도덕적 이야기들이다(김항인, 2001: 79). 

4) 이야기 수업 모형의 비판적 분석 

   

   기존의 도덕교육에서 이야기 수업 모형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

을 제안하고 있다. 이야기 수업모형을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에 적용할 때 중

요한 점은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학년과 

고학년에 따라 차별화된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 몸의 

특징이나 심리상태 지적특징, 생활특징까지 다르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알고 이야기 수업 역시 진행되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이나 내러티브 접근 자체가 이미 검증된 학습방법이라고 무분

별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학습자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3-4학년과 5-6학년에 적용되는 수업 모형의 중점과 

강조점을 달리할 수 있도록 도덕 이야기 수업 역시 세분화되어야 한다. 1-2

학년은 통합교과의 형태인 바른 생활과로 지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서 제외했다. 

   도덕교육에서 이야기 수업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을 3-4학

년의 경우 전통적인 이야기 수업모형으로, 5-6학년의 경우에는 내러티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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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수업 모형이 되어야 한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교사의 인도에 따라 모범적인 행동이 내재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보고 배울 덕목과의 상관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교사가 덕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읽어주고 학생들과 함께 내재된 

가치를 찾아보고 학생들이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 이

야기 속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도덕적 정서와 감정을 나

누도록 한다. 반면 고학년이 되면 스스로 자기의 도덕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

른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고 타인의 도덕적 경험에 대해 숙고하는 등의 활동

을 통해 자신의 사고, 감정, 행위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적 권위를 형성한다. 

이때 교사는 가치나 덕목의 일방적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혹은 상

호교류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에 내재된 덕목을 파악해내게 하고 그

것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덕목의 내면화를 돕는 조력자

의 역할을 담당한다(이인재, 1999: 20). 

   도덕 이야기 수업에서 가장 비판받아왔던 점은 일방적인 교화의 우려이

다. 따라서 이야기를 선정할 때 공동체의 합의를 반영하고 이야기에 대한 비

판과 토론을 허용하여 교화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 집필진이 도덕 교과서

를 열과 성을 다해 개발한다하더라도 담긴 도덕 이야기가 학생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논의의 장을 만들지 못할 때 이야기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다. 따라서 교과서의 저자가 고심하여 해당 단원을 잘 반영한 이야기

를 선정했을지라도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담당 교사가 다시 한 번 이야

기를 읽고 이 이야기가 그 덕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동료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이야기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토의해야한다. 

   이야기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실제 삶과 연계성이 높은 것이라는 조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가 제시되어야 한다. 도덕과 교육에서 

이야기 수업 모형을 활용할 때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이야기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문학, 역사 소설, 우화, 민화, 창작동화, 신문기사, 사

건 뉴스, 드라마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 소재에서도 고민해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서 교재 목표를 위한 재구성 역시 필요하다. 또한 문화적 배경이 다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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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과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학생들은 다양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고 현실세계와의 비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 세계의 모습

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라서 학생들이 관

심을 갖고 있는 소설, 만화, 영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도덕적 상황을 제시

하고 그 안에서 논의를 심화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에서 이야기를 통해 덕을 가르치는 일이 한 가지 

상황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통해 해당 단원의 목표를 가르

치는데 과도하게 관심을 쏟게 되는 경우 이야기는 덕의 전형적 사례에 국한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도덕 덕목에 대한 전형적인 

이야기만 듣고 피상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덕 이야기 수업

에서 제시되는 이야기들은 학생들에게 있을 법한 실제 상황에서 덕이 구현

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친절은 우선 다정함과 기꺼

이 도우려는 모습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습관들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그러한 친절은 또한 슈바이처나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의도적이고 사심 없는 관대한 행동

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친절이 잘못된 이야기로 전달되면 극단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거나 친절을 베푸는 일이 보답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변질되거나 

생색내기로 이해될 수도 있다.  

2. 이건의 이야기 수업 모형 도입의 필요성

   

1) 발달 단계를 고려한 인지 도구의 활용 

   이건(1998; 2008)은 “교육이란 마음에 어떤 좋은 것을 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이 마음에 ‘어떤 좋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먼저 이건이 주장하는 마음(Mind)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마음에 

관한 이건의 논의는 스펜서(H. Spencer), 듀이(J. Dewey), 그리고 피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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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Piaget)와 같은 진보주의자들이 마음의 발달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 것

을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건(Egan, 2002)은 현대 교육의 실패는 인

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실수 때문이라고 하면서 진화론적·심리학적 관

점에서 인간의 마음을 서술한 스펜서, 듀이, 피아제의 이론을 비판했다. 그

는 비고츠키의 영향을 받아6) 그와 유사한 시각에서 언어의 습득 유무와 문

해력의 발달 정도에 따라 마음의 발달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마음의 

이해에 적절한 ‘인지 도구’를 제안했다. ‘마음의 발달단계는 신체적(somatic)

단계, 신화적 단계(mythic stage), 낭만적 단계(romantic stage), 철학적 단

계(philosophic stage), 반어적 단계(ironic stage)로 구분하였다. 

   이건이 제시한 ‘발달’의 개념은 심리학적 ‘발달’의 개념과는 다르다. 인간

의 정신 안에 발달이 이미 ‘짜여있다’고 생각하는 발달론의 입장과 달리 이

건이 생각하는 발달은 인지 도구의 획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지 

도구는 인류가 함께 만들어 낸 산물, 혹은 같은 지역사회에 속하는 많은 사

람들이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건의 발달 개념은 훨씬 더 사회

적이고 문화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회용, 2015: 

95).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지 도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내러티브, 담화 즉 

이야기이다. 

   이건은 아이들이 각 연령에서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몇 개의 주요 범주들을 제시했다. 아이들이 가장 열중하고 몰두하는 이야기

와 게임들은 풍성한 주제들을 제시해주는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점점 다른 

유형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선호하게 된다. 그는 신체적 이해에 적합한 인지 

도구의 예로 ‘신체적인 감각기관들, 기본적인 상호작용, 감정과 유머’등을, 

신화적 이해에는 ‘이야기, 은유, 심상(image), 농담과 유머, 운율, 리듬’ 등을 

6) 이건은 비고츠키와 견해를 같이하면서 인간의 인지발달을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 

성장이 아닌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간주한다. 비고츠키는 인간의 이해 능

력이 신체의 성장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역사적 도구의 

습득을 통해 발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언어를 인간의 인지 발달에서 가장 결정적 역

할을 하는 도구로 파악하였다(Luria, 1976). 언어의 이해와 활용 정도에 따라 인간의 

이해능력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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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Egan, 1997; 2008; 2010). 앞의 인지 도구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이 이건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러티브 즉 이야기 자체이며 내

러티브를 만들고 구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도덕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

는 단계는 신화적, 낭만적, 철학적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건의 이론은 발

달단계에 맞는 학습과정과 학습을 할 때 고려해야할 사안들을 제안하고 있

다.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 즉 만 7세부터 만 14세까지 다양한 연령층

이 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1-2학년을 가르칠 때 이건의 

이론을 따른다면 그 아동들은 신화적 단계의 이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화적 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과정은 이미 알려진 것들을 

외부세계에 투영해보고 그것들을 세계에 동화시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낭만적 이해에는 ‘현실감, 극단적 경험과 실재의 한계, 영웅과의 제휴, 경이

감, 지식과 인간적 의미, 내러티브적 이해, 반항과 이상을 추구하는 능력, 맥

락 바꾸기, 문식적 시각’ 등을 인지 도구로 제안하고 있다(Egan, 1997; 

2008; 2010).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낭만적 단계는 보통 10세 때부터 일어나서 15-16

세까지를 포함한다. 이 단계의 아이들에게는 ‘타인’의 개념이 발달한다. 이전 

단계인 신화적 단계의 아이들은 요정, 신, 말하는 동물등과 같이 의인화되어 

표현된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세계를 자율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

닌 절대적 존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Egan, 1992: 

103-106). 그러나 낭만적 단계에서는 외부 세계와 반응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신화적 단계가 맞지 않음을 인식한다. 아이들은 자기, 가족 그리고 기

초적인 인간관계들로부터 유도된 기본적인 정서적·도덕적 개념들이 외부 세

계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점점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사고하기 위해 세계를 이용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율적인 세

계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여 낯선 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해야 

하고 자신의 분명한 정체감을 확립해야 한다(전현정, 2009: 178).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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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의 이야기 수업 모형은 해당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이야기 자료의 제시

를 통해 학습의 흥미를 높이고 수업의 목표달성을 돕는다. 낭만적 단계의 학

생들이 관심을 갖는 지식의 특성은 학생들에게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것

들이다. 또한 학생들이 알고 경험해온 것과는 다른 독특성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관심은 다양한 삶의 형태를 느끼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발달단계를 고려한 인지 도구의 활용은 교사에

게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며 동시에 학습자의 효율적인 배움

을 담보한다. 

2) 도덕적 정체성 형성 촉진 

   이야기는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야기는 인간의 

사고, 지식과 실재, 의식,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박민

정, 2006: 27).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맥킨타이어(MacIntyre, 1985)는 내러

티브는 모든 인간이 삶을 이해하는 기본 원리이며, 인간은 이야기를 통하여 

자아를 구성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내러티브는 단순하게 어

떤 사건들을 단순하게 나열하거나 정리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건들에 의미

를 부여하는 인간의 활동을 포함하여 인간의 경험, 행위, 고통을 재현하는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리킨다(Tappan, 1991: 245). 가까운 현실에서 생

각해보면 도덕적 정체성은 개인이 도덕적 상황에 놓여서 중요한 판단을 하

게 될 때 ‘ 결정적인 순간에 비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일반적인 

방식, 혹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를 따르는 행동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을 보면 인간은 물리적 사건 그 차제가 아닌, 그와 관련된 

모든 외적, 내적, 경험들을 재구성하여 이야기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삶을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내러티브 접근법은 이상의 견

해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이야기 수업 모형은 한 개인은 불변의 

진리를 담은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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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경험한 도덕적 사건을 자신의 이야기로 표출함으로써 도덕적 자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김회용, 2004; 7-8).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판단과 행동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동기화의 근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도덕적 정체성을 연구하는 대표

적인 학자인 블라지(A. Blasi), 데이먼(W. Damon)은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

하는 교육은 좁은 의미의 도덕적 규범이나 덕목을 가르치거나 딜레마적 상

황에서의 도덕 판단에 주목하는 교육보다 인간에게 훨씬 더 근본적이며 훨

씬 더 강력한 행동의 지배원리를 갖게 한다고 주장한다(정창우, 2013:102).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아일치

(self-consistency)의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위 사

이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성격심리학의 연구방법을 활용하

여 도덕적 정체성의 이론적 전제를 검증해왔는데 맥아담스(D P. 

MacAdams)는 통합적 성격 모델은 워커(L. J. Walker)와 그의 동료들에 의

해서 도덕적 정체성의 연구의 틀로 활용되고 있다(Walker & Frimer, 2007: 

845-860).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이야기하는 자는 자아와 사회를 통해 도덕적 입

장을 취하고, 이야기의 틀을 짜는 도덕적 이해를 기술하고, 도덕적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비난한다(MacAdams, 2009: 20).” 라는 주장 속에는 이야

기의 도덕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내러티브 접근은 개인에게 

이야기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이어주면서 사회 · 문화적으로 받은 도덕감

을 점검해주고 개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도덕 입장을 정립한다. 맥아담스

는 도덕적 정체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열쇠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도덕

적 성격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삶의 내러티브는 에릭슨(E. Erickson)의 정체

성 단계에 기초하고 있다. 청소년 후기와 성년초기의 사람들은 정체성을 확

립하려는 심리학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오늘의 나는 누구이고 과거의 나는 

누구였으며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지’를 물으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다. 맥아담스는 ‘성격은 성향적 특질과 고유한 적응을 넘어선 하나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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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으로 완성된다. 고 주장한다. 개인은 처한 사회의 문화적 환경의 

토대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하며 특질과 목표와 도식에 기반 

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며 자신의 내러

티브 정체성을 탐구한다(MacAdams, 2009: 19-20). 이러한 내러티브 정체

성은 그 자체로 도덕적 삶의 내러티브를 이룬다. 

3) 실생활 중심의 도덕경험 제공

   

   내러티브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 수업 모형은 도덕과 교육

에서 실제 삶에서의 도덕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도덕적 경험

은 개인이 도덕적 결정이나 도덕적 행위를 요구하는 상황, 갈등,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산 경험을 말한다(고미숙, 2000, 15).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초기에 가상적 도덕 딜레마의 토론을 통한 인지적 추론 능력의 고양

에서 민주적 공동체에서의 실생활 도덕 문제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정의 

공동체적 접근으로 옮겨간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실생활의 도덕 경험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도덕적 결정이나 선택을 한 경험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야기’는 회고적 언급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도덕경험을 떠올리고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높인다. 타인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 것들

을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도덕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에게 일어난 일을 인식하려면 그 사람이 

이야기적 형식을 통해서 스스로의 결정과 행동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통

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회고적 언급이나 이야기의 진위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 외의 방법은 없으며 그것이 삶의 일상적인 일이든 

도덕적 위기에 대한 중대한 결정에 관계된 것이든 사람들이 삶에 의미를 부

여하는 것은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다(Tappan & Brown, 1989: 

188). 

   또한 이야기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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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적 형식으로 구성될 

때 그 사건에는 의미가 부여된다. 그때 의미 체계는 도덕적 가치가 개입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학자 화이트(H. White)는 어떤 사건들이 역사

적으로 서술되었을 때의 역사적 이야기와 시간적 연속선상에서의 단순한 사

건들의 목록 사이의 차이점은 그러한 역사적 이야기가 단연코 특정한 도덕

적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적 이야기는 일련의 사

건에 일종의 정당성과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그 이야기가 써진 것을 대

표하여 도덕적 관점을 정당화하고 유지한다. 역사적 이야기의 저자는 특정한 

일련의 사건들을 말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

는 것이다. 저자는 일련의 실제 사건들에 이야기적 형식과 플롯을 구성함으

로써 이렇게 사건들에 의미, 가치, 형식적 긴밀성을 부여하게 된다(White, 

1980: 13-14). 

   화이트의 통찰은 학생들의 실생활의 도덕 경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실생

활 도덕 경험에서 학생들이 도덕적 문제 사태를 인지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개인이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반사적인 반응이 아니라 당사자의 특정한 도

덕적 관점에 근거한 반성적인 숙고가 개입되는 상황이다(도홍찬, 1999, 

13). 도덕 경험에서 개인의 이러한 도덕 갈등, 선택과 행위는 그것을 나중에 

회고적으로 언급하는 도덕적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반영된다. 그 이야기는 

사건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저자나 화자의 특정한 도덕적 

관점에 근거하여 이야기적 영식으로 구성되어서 도덕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이다(Tappan & Brown, 1989: 189). 

4) 도덕성 발달의 요인으로 언어와 문화적 맥락 제공 

   인지적 발달과 정의에 집중된 콜버그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관계

와 배려를 강조하는 내러티브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그 중 대표적

인 학자인 길리건의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성차의 관한 연구는 도덕성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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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떤 단일한 지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인종, 계급 등의 다양한 상

황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됨을 암시해주고 있다. 도덕성 발달에 있어

서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상황성에 대한 관심은 여러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 

대상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언어와 같은 사회·문화적 상징체계가 

도덕성을 비롯한 인간의 정신활동에 끼치는 의미를 밝히는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야기(언어)가 인간의 삶과 도덕성 발달에 가지는 함의에 천착하는 내

러티브적 접근법 역시 이러한 연구 흐름에 기반하고 있다(도홍찬, 1999: 

35). 내러티브 접근법을 도덕 교육과 도덕성 발달 이론에 도입하고 있는 태

펀은 러시아 심리학자 비고츠키(Vygotsky)가 연구한 인간의 정신 활동에 

있어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다. 비고츠키는 인간의 

사고 중에서도 고등 정신의 작용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작동하고 발전한다

고 본다(조희숙, 1994: 46). 비고츠키는 아동의 언어는 목표달성을 하는데 

있어서 행위만큼 중요하고 결국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심리기능

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아동이 해야 하는 일이 복잡하

고 손으로 조작하거나 직접 만져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언어의 역할은 더 중

요해진다. 비고츠키는 아이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주어진 과제를 성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언어는 인간 고등 정신 활

동과 발전의 매개체이며 아동의 개인적 언어가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비고츠키는 피아제의 자기중심적(ego-centric)언어관을 비판하

며 아동의 개인적 발달에서 언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린 시절의 

자기중심적 언어는 아동의 문제 해결과 계획을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기능한

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이들은 자라면서 성인들에게 도움을 요구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했다면 점점 발전하면서 그들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즉 

사회화된 언어를 내적으로 전환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언어는 개인 간 사

용(interpersonal use)에서 개인 내 기능(interpersonal function)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피아제와는 다르게 언어는 원래 사회적이며 자기중심적 언어

를 거쳐 내적 언어로 내면화되는 것이며 결국 사고 발달의 실제 방향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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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서 사회로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개인에게로 진행된다고 본다(조희숙, 

2000: 19-20). 

   비고츠키의 이론은 도덕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 그것은 인간이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가치가 개입될 

때 언어와 같은 도덕적 담론의 매개를 통해서라는 것이다(Tappan, 1997: 

84-85). 오크쇼트(Oakeshott, 1991, 63)는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인간의 상

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실천’의 양식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도덕적 실천을 구

성하는 조건들은 도덕 원리나 인간행위에 대한 특별한 교훈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통속적인 언어로서 구성된

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견해를 따르면 인간의 고등 정신 기능의 한 형태인 

‘도덕적 기능(moral functioning)7)’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위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일상적인 도덕 언어에 의해 매개되는 ‘실천적 활동’으로 이

해될 수 있다(도홍찬, 1999: 38). 따라서 아동이 도덕적 문제와 갈등, 딜레

마에 직면하게 될 때, 아동은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해결책을 

말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황에 반응하게 된다. 

   도덕적 기능을 논할 때 언어의 중요성 외에 또 다른 고려의 대상은 바로 

도덕발달이 형성되고 진행되는 기반으로서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비고츠

키는 문화가 인간의 고등 정신 기능의 본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는데 인간

의 도덕적 담론 즉 이야기가 내적 도덕 대화의 매개를 거쳐서 인간의 도덕

적 기능을 촉발시킨다고 한다면 문화는 아동이 무엇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도덕발달은 반드

시 사회, 문화, 역사, 제도적 영향력에 의해서 형성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

적 도덕 대화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 사이의 정신 과정 역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형성되는 언어 같은 담론 등에 의해서 매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들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덕적 

7) 태펀에 따르면, 도덕적 기능은 도덕적 판단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도덕 문제나 갈등에 

대처한 개인한테 야기되는 정신적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도덕 기능은 전통적인 도덕 

발달 심리학에서의 도덕성의 역할과는 달리 도덕적 인지·정의·행위를 하나로 통합

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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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기준들은 특정한 사회, 문화, 언어적 환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도덕적 기능은 말과 언어 담론의 형식에 의해서 매개되는데 그러한 

매개는 주로 내적 언어, 특히나 내적 도덕 대화의 형태로 일어난다. 따라서 

이야기 수업 모형은 도덕적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가장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 

3. 이건 이야기 수업 모형의 특징과 함의 

1) 사회화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

   이건(Egan, 1997)은 현재의 학교교육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그렇게 된 

원인으로 학교교육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목적을 조합하고 

있음을 들었다. 이건(1997; 1999; 2008; 2010)은 현재의 교육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세 가지 교육 개념의 목적들의 결점과 근본적인 상호 양

립 불가능성을 명료히 드러내고 있다. 세 가지 목적들을 살펴보면 ‘사회화’, 

‘학문적 이데아’, ‘발달’이다. 그런데 사회화는 복종과 순응을, 학문적 이데아

는 회의 정신과 자율성을 기르기 때문에 부합할 수 없고, 이데아가 기존의 

고정된 지식 체계를 중시하는 반면 발달개념은 학생들의 필요와 흥미를 기

반으로 삼아 배워야할 지식을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부합할 수 없다고 보

았다. 

   또한 이건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사회화와 교육은 그 차이가 

희미하다 하여도 본질적으로 그 구별을 명심해두어야 하는데 과거 반세기 

이상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논의할 때 사회화 기준이 점점 커지

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는 사회화의 폭이 

커짐에 따라 과거에는 가정과 같은 사회교육기관들이 해야 할 것들에도 책

임을 지게 되었다. 오늘날 학교의 위기가 있다면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사회

화에 있어서 계속 늘어다는 역할 증대와 그 책임을 마구 수용했다는 데 기

인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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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학교의 사회화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건은 학교

가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이든지간에 학교는 사회화에 있어서 부수적인 역할

을 수행해야 하며 교육과 사회화를 체계적으로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조직적

으로 일어나는 교육연구와 교육과정 선택 등의 교수 실제에 혼란이 오는 것

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건은 전반적으로 사회화 기준을 교육의 주도적 방향으로 이끈 듀이의 

강력한 영향은 전체적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사회교과들(social studies)의 

위치에서 알 수 있다고 언급한다(Nyberg, D., & Egan, K. 1981). 사회적 결

과의 가능성에서 형식적 교과들이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시도로 듀이는 

모든 교과들을 묶어 사회교과들을 교육과정의 중심에 놓는다. 그러므로 사회

교과들이란 “모든 영역의 교과목들을 방향지우고 조직하는 아주 중요한 

것8)”이라고 말한다. 이건은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으로 역사와 지리 같은 교

과도 사회화 기준에 사로잡힌 사회교과들의 교육과정 속으로 녹아버릴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자율적 지식의 한 형태이고 자체적 논리의 탐구방

법을 가진 역사 그 차제를 위한 연구나 그리고 섬세한 역사의식을 발전시키

는 연구를 위한 기준이 명백히 없어질 수 있다. 

   이건(Egan, 1981)은 넒은 의미로 사회화는 유용한 직장생활의 준비와 

일상적인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활동에의 참여, 즉 활동적 시민정신을 의미

하는 반면 교육은 이와는 다소 달리 역사적 전망과 정신생활을 포함하여 문

화적 측면을 향유하는 좀 덜 실제적인 성향 및 능력과 관련된다. 학교가 사

회화와 교육 모두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믿음과는 달리 

이건은 학교는 그 두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교육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건과 나이버그는 ‘사회의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학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화가 학교교육의 주요 목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와 이상적 교육적 결과에 대한 

상을 제시해주는 실제적 임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교육이론을 위한 

8) Dewey, J. (1958). Philosophy of education (p. 18). Littlefield, Adams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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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를 폭넓게 마련하고 있다. 피아제의 저작에 근거한 이전의 교육이론들이 

교육실천가들에게 부적절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비판하면서 나이버그와 이건

은 자신들이 직접 교육적 발달단계를 기술하고 신화적, 낭만적, 철학적, 반

어적으로 나누고 있다. 이런 단계들은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

지 학생들의 진급과정과 병행하고 학습단위와 수업계획의 원리로 연결되고, 

잠재적인 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제시해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그 단계

들은 경험적으로 시험해 보면 교육적 관심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

한다. 

   이건과 나이버그의 이론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하자면 첫째, 교육

과 사회화의 차이에 대한 강조와, 시험점수, 컴퓨터 기술공학, 효율성의 준

거가 교육의 장을 압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해 도출해 

낸 결론은 학교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

킨다.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어떤 가치가 교육과정에 표현되어야 하는

가 하는 문제는 지난 세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각 세대가 새

로운 답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나이버그와 이건이 공립학교에서 비판적인 사고, 철학적이고 역사

적인 각성, 지적인 담론을 야기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 또한 중요하다. 초

등학교에서의 기본적인 읽기, 셈하기의 시험점수가 몇 해 동안의 하락추세 

이후 상승추세에 있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적절한 최소한의 기술들을 꽤 지

니고 있지만 이해력, 분석력 또는 그와 유사한 높은 수준의 사고활동들에 있

어서는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적 증거로 볼 때 이러한 영역에 이건과 나이버

그가 초점을 맞춘 것은 매우 적절하다. 

   셋째, 나이버그와 이건은 교육심리학이 수업, 교육과정, 학생들이 그들이 

행한 것을 바라보는 방식 등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비판한 

점이다. 지배적인 주류 이론인 교육심리학에 대한 비판은 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심리학적인 시각이 어떻게 교사와 교수들

의 매일의 일과와 정신에 파고드는지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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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 ‘처리’ 모형

(컴퓨터 주의)

마음의 ‘구성’주의모형

(문화주의)

지향점
정보처리, 

구조화된 정보처리 양식

마음의 구성(의미 만들기 과정), 해석

학적 의미 형성

2) 수업에 대한 이건의 두 가지 은유

  

   이건의 수업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수업에 대한 이건의 기본적인 은

유를 이해해야 한다. 이건은 수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그는 수업을 이해하는 지배적인 은유를 기계적 

접근(Mechanistic approach)으로 설명한다. 이 접근에서는 최종적으로 생산

될 물건을 계획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해 조립해야 할 부품들을 결정하고 이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노동자를 선발하고 조직하여 만족스럽게 생산되었는

지를 평가한다(송영민, 2009: 9). 즉 먼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을 선택

한 후에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는 형태를 지배적인 수업에서의 은유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건은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위에서 

전통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타일러(Tyler)의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우

리가 경험을 인식하고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은 이런 직선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인식은 교육의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브루너

(Bruner, 1996: 42-49)는 인간의 마음을 ‘정보처리이론’의 영향을 받은 정

보‘처리’모형과 ‘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마음의 ‘구성’모형 두 가지로 나누

어 설명한다. 강현석(2007, 2007: 323-324)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표

로 간단하게 정리했다. 

<표-8> 컴퓨터주의와 문화주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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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신념
컴퓨터 연산주의 문화주의/ 문화 심리학

전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성과
해석적 의미 형성 활동과 

간주관성

목표

코드화된 정보의 흐름을 처리하는 

명세적인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시

스템에 의한 기술

복잡하고 맥락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의미형성과정의 해석

이상적

모델
인공 지능 문화 속의 마음

방법

일관적인 컴퓨터 연산 처리와 규칙

의 적용, 기술적인 조작을 통한 형식

화

의미의 해석학적 순환, 내러티브 해

석

교수-

학습의 

관점

실증주의적, 논리적. 직선적, 계열적 해석학적, 역동적, 순환적 

한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예측가능한 모

든 우연성을 처리할 수는 없음.
간주관성 문제 

   

   정보 ‘처리’ 모형은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와 같다고 가정하여 미리 규정

된 규칙에 의해 통제 받는 인공지능처럼 설명한다. 반면에 마음의 ‘구성’모

형에서는 인간문화의 사용에 의해 마음이 구성되고 실현된다고 본다. 인간의 

마음은 미리 규정할 수 없을뿐더러 규칙에 의해서만 통제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의 정보처리와는 달리 경험에 대한 기억과 상상력을 

사용한다. 이 때 경험은 인간이 속한 문화적 상황과 맥락에서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은 문화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하

며 아이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경험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것을 기초로 하여 선택해야 한다(전현정, 2009: 177). 

   이건(Egan)은 그러한 내용을 가장 자연스럽게 조직하는 방법으로서, 그

리고 기계적 접근에서 나온 수업방식에 대해 대안적인 방안으로 이야기를 

활용한 모형을 제시했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의미를 수립하는 방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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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에는 “인지적”의미와 “정서적”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Egan, 1986: 

33). 이건은 기존의 타일러식의 교육과정 설계의 수업만 강조한다면 학생들

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부분에 소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과학자의 

업적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의미구성능력과 과학자적 안목에 의

해 결정되듯이 학습 또한 개별 지식의 합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어떤 주제

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로리츤과 재거

(Lauritzen Jaeger, 1997)는 유의미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다른 학문을 연결

시키는 본질적 요소를 맥락이라고 보며, 맥락에 의해 전통적인 교과 영역 접

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건이 주장하는 이야기 수업 모형 역시 맥락을 통한 내러티브성을 강조

하며 학습자인 아동을 교사가 채워야 할 빈 존재로 보지 않고 명확하게 설

명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 도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본다. 아이들이 

선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즐겨 읽고 이해하는 이유는 ‘선과 악’이라

는 대립적인 개념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Egan, 1997). 

이건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항 대립쌍(binary Opposite)9)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아이아이들은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가지

고 그들 간의 타협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해 나간다

(Egan, 1986: 15). 이야기 속의 이러한 변증법적 방식을 중요한 요소로 활

용한 것이 이건의 이야기 수업 모형의 큰 특징이다.

3) 교육적 발달단계에 관한 교육이론

   

   이건은 발달에 관한 교육이론이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규명하

고 그것들을 일반적인 체계로 조직했다. 아동들이 각 연령에서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단계들을 범주에 놓고 부가적인 관찰과 검증을 

통해 그 틀을 이론화했다. 이러한 체계는 4개의 주요 교육적 발달단계는 신

9) 선과 악과 같은 단순히 대립적인 개념을 넘어서 인간의 의도와 감정 등에 공감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Ega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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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단계, 낭만적 단계, 철학적 단계 그리고 반어적 단계로 구분된다. 

   이건은 신화적 단계를 설명하기 전에 유아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분석한다. 유아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고 열중하는 

‘이야기’를 분석함으로써 드러나는 근본적인 특징들을 통해 아동들의 주요한 

사고 범주를 알게 되고 신화적 단계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유아들이 좋

아하는 이야기를 보면 행위, 장소, 변화, 인과관계 등과 같은 현실적인 개념

들을 결여하고 있으며, 등장인물의 숫자가 적고 동질적이며 뚜렷한 대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Nyberg & Egan, 1981). 등장인물은 이항 대립의 구조

를 갖고 있어서 누가 착한 사람인지 혹은 나쁜 사람인지 항상 분명하고 주

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의미 또한 항상 분명하다. 이야기의 가장 중

요한 특징은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사건들의 의미를 궁극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적 단위(linguistic unit)라고 하는 점이다(Nyberg & 

Egan, 1981). 예를 들어 ‘그는 철수를 때렸다.’ 라는 사건은 그 차제로는 무

의미하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왜 때렸는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질문들은 이야기만이 답을 해줄 수 있다. 사건들은 전

체 속에서 그 위치를 갖게 되며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 관

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

이다. 이야기 형태는 단순히 유아들을 위한 우연적 오락 수단이 아니라 유아

들의 근본적인 사고범주들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이야기의 형태는 단순히 

유아들을 위한 우연적 오락 수단이 아니라 유아들의 근본적인 사고범주를 

반영하고 있다(Nyberg & Egan, 1981). 

   신화적 단계는 대체로 8, 9세 내지 10세 때까지의 아동들의 사고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사물들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야

기 형태이기 때문에 아동들의 최적학습을 위해 지식을 조직할 때 이야기 형

태를 이용하는 단계이다. 왜냐하면 신화를 다루는 민족의 이야기들 소에서 

나타난 사고의 유형을 유아들의 사고와 비교해보면 많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Malinowski, 1926). 유아들의 이야기와 신화적인 이야기는 

이항대립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초기의 이항 대립적 구분으로 사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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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당한 정도의 개념 정교화를 통해 의미를 명료하게 한다. 신화적 사고

의 또 다른 특징은 세계를 비인격적이고 객관적인 실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

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간에 어떤 혼란이 있으며 

주관적 사고활동의 결과인 어떤 것을 어떤 대상 속에 정착시키려는 경향이 

있다(.Piaget, J. 1931). 

   낭만적 단계는 10세 때 일어나며 그로부터 15세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이동은 ‘타자’의 개념의 발달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개념들은 역사적 시대 

개념, 지리적 공간 개념, 물리적 규칙성 개념, 논리적 관계 개념 그리고 인

과관계 개념 등이다(Nyberg & Egan, 1981). 낭만적 단계의 아동은 세계가 

자율적이며 독립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면 아동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불안이 증가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지적인 안전감을 만

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들이 자율적인 세계

와 새로운 관계사이의 연결(connections)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아동들이 

자기 스스로의 분명한 정체감(sense of identity)을 확립해야 한다. 낭만적 

단계의 아동들을 관찰하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

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재제인 낭만적 이야기는 독자가 주인공과 동일시하

며, 위협적인 어떤 것(또는 사건, 제도, 이념, 국가 등)을 극복하고 영광을 

위해 적과 대항하여 투쟁하는 남녀 주인공이 있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

기들이 갖는 결정적인 특징은 자아지지적(ego-supporting)이라는 점이다. 

   뷀러(Buhler)는 낭만적 단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들을 안데르센 동화 유형(Hans Christian Andersen-type)이라고 본다

(Buhler, 2013). 이런 이야기들의 특징은 신화적 단계보다 현실적이고 내용

이 복잡해서 상상적인 세계를 다룰 때에도 항상 현실적인 문제나 가능성이 

연관되어 있다. 인물들에서도 신화적 단계의 이야기보다 복잡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고 동기 역시 다양한 강력한 남녀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현실적이

며 가능할법한 이야기이지만 이국적인 배경들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의 아동은 또한 극단적 상태에 아주 민감한 감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 등과 같은 극단들 사이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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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인식하며 정체성을 확립한다(Nyberg & Egan, 1981). 따라서 이 단

계의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지식의 중요한 특성은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것, 그리고 개성이다. 세속적인 것과는 다르며 학생들이 알고 경험해 온 것

과는 다른 독특성이 있을 때 학생들은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된다. 

이시기에 주의해야 할 특징은 이때의 아동들이 강박적인 취미와 오락욕이 

발달한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는 어떤 것을 철저히 학습하고자 하는 욕망, 

수집하고 싶은 마음, 좋아하는 축구나 야구팀의 전적을 모두 알고 싶어 하는 

욕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일종의 강한 전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Nyberg & Egan, 1981). 

   철학적 단계의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위협적인 것, 다양한 현상들

을 통제하는 방법을 획득하는데 있으며 그들은 추상적이지만 보편적 체계들

을 진리의 근원으로 본다. 사물들을 위계조직 속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준

거를 찾고자 하는 탐색은 낭만적 단계와는 다르긴 하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

인가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조직하는 낭만적 단계로부터 발달된다. 철학적 

단계에서의 관심의 초점은 특수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원리로 옮겨간다. 이 단계의 발달과정의 특징은 축적되는 지식과 

보편적 체계나 이념에 대해서 점차적이며 치밀하게 다듬어가는 변증법적 운

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의 형태(story form)가 학생들

의 지식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신화적 단

계로부터 낭만적 단계, 철학적 단계로 이행하면서 우리가 보아온 것은 이야

기 형태의 단순성과 절대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야기 형태가 철학적 단

계에서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의 지속적인 힘은 유지된다. 

   반어적 단계는 학생들의 마음이 철학적 단계를 통하여 지식의 축적에 대

응하는 체계들이 정교화 되다가, 학생들이 어떠한 보편적인 체제도 현실의 

풍요함과 복잡함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시작된다. 즉 변칙적인 

특수한 것들에 의해 보편적 체계들이 파괴되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단계는 

성숙한 성인으로 하여금 세계와 인간경험을 이해하는데 의미심장한 공헌을 

하는데 결국 반어적 단계는 이전 단계들의 누적된 성과를 통해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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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성과들은 반어적 인지의 통제를 받는다. 

   신화적 단계를 통해서 비인간적인 세계로부터 인간의 의미를 유도하는 

능력을 키우고 낭만적 단계를 통해 다른 시대와 장소 그리고 삶의 형태를 

상상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또한 철학적 단계를 통해 규칙

적인 것, 전형적인 것에 대하여 참구하게 되고 법칙과 패턴에 대한 탐구능력

을 키운다. 이 과정은 보다 보편적 의미가 있는 체계들 속으로 지식을 조직

하는 능력의 형성에 공헌한다. 철학적 단계에서 만약 이러한 체계들이 통지

영역을 벗어나 적절치 못한 지식이나 탐구에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일단 반

어적 지성(ironic intelligence)에 의해 통제되면서 사회적·역사적·심리적 과

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행위자 및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발

견하게 돕는다(Nyberg & Egan, 1981). 

4)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인지 도구 

   

   이건은 인간의 마음을 문화적인 요소로 구성된 조직으로 보았다. 문화적 

조직으로서 인간의 마음은 언어, 기술, 놀이 등의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들로 

형성된다. 비고츠키(Vygotsky, 1986)는 인간이 언어와 같은 문화적 도구의 

내재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을 갖게 되며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일

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만든다고 보았다. 이건(2008)

은 비고츠키의 이론에서 문화적 도구의 개념으로부터 인지 도구(cognitive 

tool)라는 용어를 차용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건은 비고츠키가 말하는 도

구를 좀 더 구체화 했다(김회용, 2015: 134). 이건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문화와 역사에서 개발된 인지 도구로 구성되어있으며 개인의 발달은 

이러한 인지 도구의 선택 및 습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건(2008)은 마음의 이해와 인지 도구를 컴퓨터 운영체제에 비유한다. 

그는 인간의 뇌를 컴퓨터 하드웨어에, 인지 도구 컴퓨터 운영체제와 프로그

램에 비유한다. 마음의 이해에서 인지 도구들은 서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

다. 따라서 이건은 유연하고 정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지 도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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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이해 신화적 이해 낭만적 이해 철학적 이해 반어적 이해

신체 감각 이야기 경이감 일반화 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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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형성하기

수집과 취미
이론의 

유연성

이성적 지식의 

의심

놀이

리듬과 패턴
내러티브적 

이해

권위와 진리, 

신뢰성의 

기반에 대한 

욕구

놀이와 

수수께끼

반항과 이상의 

추구

의 발달 과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김회용

(2013: 144)은 “마음이 운영체제 버전 2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체제 

버전 5를 작동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운영체제 버전 3을 업그레이드 시키

고 그 뒤에 버전 4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난 후에야 버전5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즉 아동의 마음을 신체적 이해 단

계에서부터 반어적 이해단계까지 충분히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해 

발달에 적합한 인지 도구 습득해야 한다. 

   이건은 인지 도구에 대해  아래의 <표-9>와 같이 제시한다. 

<표-9> 이해와 인지 도구 

  

   처음 세상으로 나온 아이는 오로지 신체적 감각, 즉 시각, 촉각, 청각, 미

각, 후각 등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한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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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데 이 단계가 신체적 이해 단

계이다. 신체만을 통해 세상을 이해했던 아동은 음성 언어를 습득하면서 이

해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이러한 발달은 아동을 신화적 이해 단계로 이끈다. 

이 시기에 아동은 어머니와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해하며 말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아동은 신체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자신

이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문자 언어의 습득은 아동의 이해를 낭만적 이해라 불리는 세 번째 단계

로 발달시킨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복잡한 현실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현실의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 욕망한

다. 그러한 욕망의 연장선으로 아동들은 현실 세계에서 자신을 구해 줄 영웅

을 찾는다. 대표적인 모습으로 10대 아이들은 영화 속에 나오는 영웅들, 또

는 연예인들을 영웅화하며 현실 세계의 문제에서 도피한다. 

   현실의 세계를 이해하게 된 아동은 이제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세계와 

자신을 연결시키게 된다. 또한 권위, 명예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질서 혹은 이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아동은 세계의 법

칙과 이론을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다. 세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단계를 이건은 철학적 이해라 부

른다. 

   하지만 사고가 발달함에 따라 아동은 자신의 체계적 사고에 한계를 깨닫

기 시작한다. 아동은 이 세상은 모든 중요한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한

계를 느끼고, 자신의 이해는 본인이 속한 문화적·역사적 시각 아래 있음을 

알아차린다. 즉, 아동은 ‘시간’이나 ‘우주’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느끼

고, 자신이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하루, 달, 년이

라는 기준으로 정해졌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아동의 이해는 반

어적 이해로 나아가게 된다. 반어적 이해는 최종적인 인지 발달 단계로서 궁

극적으로 교육의 역할은 아동의 이해를 반어적 이해 단계로까지 이끄는 데

에 있다. 

   이처럼 각각의 이해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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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하는 것은 피아제식 인지 발달처럼 특정한 나이에 이르면 ‘자연적’으

로 이루어지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아니다. 이러한 발달 과정은 각 이해의 

단계에 적합한 인지 도구를 습득하고 사용함에 따라 촉진된다. 따라서 교육

은 아이의 이해 수준에 적절한 교육방법을 채택해야 한다(Egan, 2008: 40). 

   <표-9>에서와 같이, 아동이 습득해야 할 인지 도구는 마음의 이해 발

달 순서에 따라 구별된다. 신화적 단계에서 낭만적 단계로의 이동은 보통 

10세 때 일어나서 15∼16세 때까지 지속된다.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6학년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적 이해와 낭만적 이해단

계, 철학적 이해 단계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구분은 절

대적인 것은 아니고 유동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비고츠키가 주장한 ‘근접 발

달 지대’가 학생의 발달을 이끄는 것과 같이, 신화적 이해 단계에 있는 아이

가 음성 언어적 도구를 사용하는 동안 낭만적 이해 단계에 있는 인지 도구

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4. 이건의 이야기 수업 모형의 활용

   이야기 수업 모형은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이항 대립개념(binary abstract concepts)에 기초하여 

주제를 구조화시키며 단원(unit)이나 수업(lesson)을 이야기 형태로 조직하

도록 했다. 이야기의 시작부분에 갈등이 되는 이항 대립을 제시하고 이러한 

갈등이 중재되면서 혹은 해결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다(Egan, 

1986: 39). 

   이러한 이건의 이야기 형식모형은 전통적인 이야기 지도방법과는 달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게하며 학생들의 도덕적 관점과 경험들을 계속 발전시

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접근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도덕교육 방법에서의 이야기는 인류의 전통적인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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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목이 담겨진 것으로 학생들의 인격함양에 도움이 되는 문학 작품이나 도

덕적인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도덕적 이야기는 주로 도덕적 전통과 권

위의 힘으로 학생들에게 전수되고 내면화되는 것을 방법론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불변의 도덕적 진리를 교사는 학생들에게 해석하여 전수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러티브 접근법에서 출발하는 이야기 수업 모형을 통해 도

덕문제를 다룬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은 도덕적 문제의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으며 도덕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고 학생들 상호간의 협조 및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다. 

   이건은 기존의 교육과정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만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전인적 성장을 돕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이야기 수업 모형을 제

안했다. 그러나 이건 스스로가 언급하듯이 이야기 수업 모형은 이전의 모든 

방법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전통적 교육과정의 편협한 측면을 극복하고 아동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야기의 교육적 활용은 전통적인 도덕 교육에서 활용되는 도덕 

이야기에서부터 개인의 도덕 경험 이야기하기, 배려의 도덕성을 도덕 교육에 

적용한 나딩스(Noddings)의 대화적 교수법까지 연결 될 수 있다. 각각의 방

법들은 다르지만 이야기의 가치에 대한 확신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이야기 수업 모형은 전통적인 이야기 지도 기법의 단점들

을 교정하며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주입식 수업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 덕목과 관련된 실생활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이끄는 이야기 주체의 

전환을 야기한다. 

   도덕교육에 이야기 수업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수업 모형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건에 의하면 이야기 수업 모형은 배경이 되는 이항

대립을 기준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이야기 형식의 수업은 이

야기의 특성을 수업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항대립적인 개념에 근거하여 주

제를 구성하고 이야기 형식으로 단원 구성을 계획하며 시작에서 설정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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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결론에서 만족스럽게 해결되도록 한다. 이건은 이항 대립쌍을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 수업 모형을 전개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미 그러한 틀이 

있어서 아이들은 그러한 구조를 빨리 이해하고 배운다고 본다. 

   앞서 이미 언급했지만 피아제는 아동이 학습을 할 때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배운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어린 아이들을 관찰해보면 

실제 삶과는 다른 판타지 이야기를 이해하며 강한 흥미를 느낀다. 어린아이

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해리포터 시리즈』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10)』은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또는 어떤 나라에 사는 아이들에게

도 친숙한 개념은 아니다. 만약 아이들이 피아제의 주장대로 구체적이고 친

숙한 것부터 배운다고 한다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정확한 개념도 가지지 

않은 외국의 마법사 이야기나 요정 혹은 말하는 동물들에 대해 아이들이 흥

미를 가지고 좋아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건은 아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한 용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속

에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겨울왕

국’에서 주인공 엘사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도망가다가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진심’을 통해서 사람

들에게 다시 다가가고 용기를 내서 여왕이 되는 부분에서 이항 대립적 요소

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이들의 실제 삶과는 거리가 있다. 하

지만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마법적인 흥미 요소를 넘어서 그 

이야기와 비슷한 자기의 경험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중

요한 주제를 찾게 되고 주인공이 점점 대립적 요소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갖는다. 따라

서 이건은 이항대립 쌍을 통한 이야기 수업 모형의 구성을 중요하게 보고 

10) 《겨울왕국》(Frozen)은 2013년 미국 월트 디즈니 픽처스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뮤지컬 판타지 코미디 영화이다. 영화의 

주인공은 통제할 수 없는 마법의 힘을 타고난 어린 여왕과 그녀의 여동생으로, 대략적

인 줄거리는 아무에게도 들켜선 안 되는 마법의 비밀을 들킨 여왕이 나라를 떠나게 

되자 두 자매의 왕국에 위기가 닥치고, 적극적인 성격의 동생 공주가 자신의 자매와 

왕국을 구원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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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 활동

1. 중요성 인식하기

(Identifying importance)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왜 학생들에게 중요한가? 

이것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무엇인가? 

2. 이항 대립 찾기

(Finding binary opposites)

주제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항 대립

쌍은 무엇인가? 

3. 이야기 형식으로 

조직하기(Organizing content 

into story form)

이항 대립쌍을 가장 극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

은 어떤 내용인가?

주제를 이야기 형태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은 어

떤 내용인가?

4. 결론

(Conclusion)

이항 대립 속에 내재된 극적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5. 평가

(Evaluation)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이 주제를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지했으며 내용을 학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이야기 수업 모형을 살펴보겠다. 아래 제시된 <표

-10>은 이야기 형식모형의 단계와 주요 활동을 설명한 것이다. 

<표-10> 이건 이야기 수업 모형의 단계와 주요 활동11)

     

   도덕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중

요성 인식하기’는 주제를 찾는 단계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목적

이 있는데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넘어 독자의 입장에

서 그 주제가 왜 중요한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부분에서 개인의 도

덕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여

러 가지 도덕경험을 반성적으로 숙고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반성적으로 숙고할 기회를 갖게 된다.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중요한 이유를 

찾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의미를 만든다. 그런 

11) K. Egan (1985). “Teaching as story‐telling: a non‐mechanistic approach to planning 

teaching”.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17(4), 397-4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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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반성해보고 재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의 주체로서 말하는 사

람은 특정한 행위와 경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다. 개인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야기는 공동체의 덕을 배우고 사회를 이해하

는 방식이 된다. 

   이야기하기는 서로 맞물려 있는 일련의 의미들을 명확하게 말로 나타내

는 행위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자신의 의미를 통해 화자의 의미

를 찾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학생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

을 떠올리며 다시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한 학생에게도 의미 있는 수업이 되

며 그 내용을 다른 학생들이 듣는 과정 역시 일종의 자신의 의미를 통해 화

자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이건은 이야기는 아동의 

흥미를 끌고 상상력을 자극하여 경험과 공감, 이해를 더 광범위하게 확대시

킬 수 있다고 언급했고 또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인지적 기능의 총체적인 

범위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이야기형태에 

더 잘 끌리며 낯설고 신비스러운 이야기일수록 아이들의 지적활동을 촉진시

킨다(Egan, 1986). 

   도덕과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떤 덕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

고 그에 따른 도덕적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개념을 명료화하고 자기 이야기

를 통해 실천 가능한 지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반응하면서 흥미 있게 듣는다. 

   다음은 이항대립을 찾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주제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

타낼 수 있는 이항 대립쌍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주제에 대한 중요한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음 단계는 

이야기 형식으로 조직하기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항 대립쌍을 가장 극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들의 공감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이건은 갈등이 

부각된 상황에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드라마적인 상황을 도입부에 제시

하는 것을 추천했다. 그리고 갈등상황의 양측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기술하

여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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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러한 서술활동에서 점검해야 할 질문으로 이건은 ‘그 이야기는 

세부 스토리들과 전체 스토리 모두 이항 대립쌍과 그것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되는 내용인가?’, ‘ 가장 극적으로 이야기 형태를 구체화하

고 있는가?’를 제시하였다. 이후 결론단계에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조직된 이

야기의 결론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이건의 질문은 ’극적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이다. 이야기를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극적 갈등

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에서

는 이야기의 주제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적극적으로 비평의 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건의 이야기 수업모형을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를 초등학교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전현정(2009)은 이건의 이야기 수업 모형을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맞게 재구성해 개발했다. 

<표-11> 초등에 적용한 이건 이야기 수업 모형의 단계와 주요 활동12)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Egan의 

이야기형식

모형

중요성

인식하기

이항 

대립쌍 

찾기

내용을 

이야기 

형태로 

조직하기

결론 평가

초등학교

이야기 

모형

주제 

알아보기

문제 찾기

(사례와 

반례)

이야기 

만들기

함께 

생각하기
되돌아보기

   도덕과 교육에서 초등학교 이야기 모형을 적용한다면 1단계인 주제 알

아보기 단계에서 덕목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관련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자기

12) 전현정(2009), ‘대안적 초등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초등교육연구』,제2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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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덕 경험 이야기하기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따라서 주제 

알아보기에서 더 나아가 ‘주제와 관련된 나의 도덕 경험 떠올리기’ 로 접근

하는 것이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높이고 도덕적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 이야

기 만들기 단계 역시 재립 요소를 포함하여 주제를 전개시키는 것뿐만 아니

라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보거나 자기의 경험을 표현하는 단

계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방법, 

글쓰기를 통하여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숙고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시청각자료를 통해서 자기의 도덕경험, 주제를 통해 알게 된 점들을 표현

할 수 있다. 말하기와 글쓰기가 도덕경험을 평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면 

영상 매체를 통한 도덕경험의 표현은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경험의 영역이 인지, 정의, 행위적 요소의 복합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영상매체는 이러한 삶의 복잡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도홍찬, 1999).

   또한 인지 도구의 적극적인 활용부분을 언급해야 한다. 이건은 발달단계

에 따라 적절한 인지 도구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중

학년, 고학년에 따라 발달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여 이야기

를 선정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야기 자체의 교육적 효과들은 이전부터 이미 연구가 되어왔고 어느 정

도 검증된 부분이다. 따라서 새로 정립될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이건의 

이야기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하되 초등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일치

하게 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상세한 과정을 구성하여 학교에서

의 사용을 손쉽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야기 만들기’, ‘함께 생각하기’ 단

계와 같이 중요하지만 추상적인 단계들에 대한 대응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 발문이나 중요한 활동들을 언급하여 해당 모형이 

학교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이야기 만들기 부분이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활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

면 활동에만 집중하게 돼서 의미 없는 글쓰기나 지루한 시간으로 전락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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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경험 이야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서로

의 이야기만 하다가 자칫 해당 단원의 중요한 주제를 놓칠 수 있으니 적절

한 안배를 통한 수업 모형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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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의 설계

   

   이번 장에서는 초등 도덕과에서 사용되어 온 이야기 수업모형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도덕과에서 활용 가능한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을 정립하고 

그 의의를 고찰해 볼 것이다.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내러티브 접근을 기

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이야기에서부터 학생들의 도덕 경험 이야기, 도덕적 

대화와 같은 폭넓은 인지 도구들을 통해 학생들의 인격적 성숙을 돕는다. 도

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과 관련 있는 

타자들을 이해하며 결국에는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

끌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수업 주제인 도덕적 상황 및 주제 

그리고 그 속의 도덕적 덕목에 대한 탐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다른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의견교환과 탐색을 통해서 사회 · 문화적으

로 수용 가능한 자신만의 도덕적 정체성 형성을 돕는다. 

1.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의 정립  

1) 수업 모형의 개념 및 구조 

   이건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련해 대안적 교육과정 모형으로 이야

기 수업 모형을 제안했다. ‘이야기 수업 모형’이 도덕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이야기 속에는 인간 세상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동의 삶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면적 발달을 자극한다(Bettelheim, 

1976). 문자를 습득하기 이전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단계의 아동에게 이야기

는 “가벼운 오락거리가 아니라, 세상과 경험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가 된다(Egan, 1986: 2). 또한 아동은 이야기를 통해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공감대와 정서를 형성한다(Egan, 2005). 이야기 속의 사건과 갈등은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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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 두려움과 같은 정서를 촉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상상력을 자극

한다. 아동은 ‘즐겁다, 슬프다’라는 감정을 느낌으로서 이야기 속의 경험과 

지식을 의미 있게 이해한다. 이야기는 교수 · 학습에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학습 대상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

(Egan, 2008). 

   이야기 수업모형은 이야기를 활용하여 제한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가르

쳐야 하는 교사들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 모형이다. 도덕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자기 이야기 또는 실생활과 관련된 도덕 

경험 이야기를 나누고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건의 이야기 수업모

형은 교사가 이야기를 들을 학생들을 고려하여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의 의

견에 반응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건은 교사가 학생들

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듯 이야기를 선택하고 구체화하고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수업모형에서 강조하는 이항 대립쌍과 

갈등상황을 통해 도덕과 수업에서 중요한 개념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으

며 이야기를 통해 수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인지·정의·행동적 측면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건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도덕과 교육에서 원하

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건의 이야기 수업모형은 학습자의 차이

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적용할 경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

서 이건의 이야기 수업모형에서 중요한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인지 

도구의 적절한 사용을 중시하되 현재의 초등학교 교육의 실정에 맞게 아동

의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나이버그와 이건

에게 교육은 신비하고 부정확한 개념처럼 언급된 부분이 많다. 그의 모형에

서도 정확하지 않은 개념이나 단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 및 모형들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하나의 이론만을 

강조한 모형보다는 다양한 이론들의 장점을 고려하여 단점을 예방할 수 있

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앞서 제시한 도덕과 이야기 수업모형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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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 활동

1.이야기를 

통해 

학습문제 

인식하기

주제 파악

(덕목)
도덕 이야기를 듣고 중요 내용 파악하기 (유도된 질문) 

관련성 

찾기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관련된 나의 도덕 경험을 떠올려본다면? 

생활 속의 사례 혹은 생각해 볼만한 것은 무엇인가? 

2. 이야기 

탐구하기

이야기 

분석
주인공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내러티브 모형을 고려하여 이건의 이야기 수업모형을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에 맞게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재구성한 모형은 도덕과 교육과정의 기본 

목표를 달성을 고려하고 최대한 이건의 교육 아이디어를 추구하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수업단계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야기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학년별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 방법

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저학년의 경우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이 오래 걸리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를 잊고 쓰는 활동에

만 집중하게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도덕 이야기 혹은 자신의 체험을 학습자

가 어떻게 수용했는지 표현하도록 할 때 마인드 맵(mind map)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학습자의 해석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만화 또는 그리기 등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역할극과 인형극을 구

성하여 일차원적 접근이 아닌 입체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몸짓과 언어로 현실 세계에서의 도덕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

   고학년의 경우에는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의 도덕 경험 이야기를 조직할 

수 있는데 글쓰기는 의식의 심연까지도 비교적 용이하게 알 수 있다. 

<표-12> 초등학교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 정립 (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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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 활동

1. 이야기를 

통해 

학습문제 

인식하기

주제 파악

(덕목)

이야기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제 

구체화

관련된 나의 도덕 경험을 떠올려본다면? 

생활 속의 사례 혹은 생각해 볼만한 것은 무엇인가? 

(태펀&브라운의 면접안 활용)13) 

2. 이야기 

탐구하기

이야기 

분석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항 

대립쌍 

찾기

주제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항 대립쌍은 

무엇인가?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갈등은 무엇인가? 

3. 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조직하기

줄거리 

조작하기

⊙ 토의하기 

이항 대립쌍을 구체화하기 위해 나의 어떤 이야기와 관

련시키면 좋을까? 

주제를 극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

가?

4. 도덕 

이야기 글로 

써보기 

처음

⊙ 갈등 제시하기 

내가 겪은 일에서 제시된 덕목과 관련이 있는 가장 중대

한 사건은 무엇인가? 

이항 

대립쌍 

찾기

주제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항 대립쌍은 

무엇인가?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갈등은 무엇인가? 

3.나의 

이야기로 

표현하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덕목 

표현하기

⊙ 다양한 방법(시각적 마인드맵, 그림, 역할극 등) 을 통

해 나의 이야기로 표현하기 

친구들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비교해보자.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자. 

5. 감상과 

비평

학생들과 

상호작용하

기

⊙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나의 경험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표-13> 초등학교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 정립 (고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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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학급 친구들이 갈등 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가? 

나의 경험과 관련되어 조직했는가? 

이야기에 도덕적 덕목이 반영되어 있는가? 

결론
도덕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결론은 무엇인가? 

5. 감상과 

비평

학생들과 

상호작용하

기

⊙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하여 상호작용하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나누기 

나의 경험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위의 학습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있는 단계부터 살펴보겠다. 첫 번

째 ‘이야기를 통해 학습문제 인식하기’ 단계는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도

13) 태펀과 브라운이 사용한 면접안은 다음과 같다(Tappan & Brown, 1989: 195).

<도덕적 갈등과 선택 면접>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을 해야 했기에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덕적 갈등에 직면하고 결정을 내려

야 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를 확신하지 못했던 상황을 기술해 주세요. 

1.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 그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갈등은 무엇이었나요? 왜 그것이 갈등이었나요?

3.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데 있어 여러분이 고려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그밖에 다른 것을 고려하였나요?

4.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5. 여러분은 그것을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이유는? 왜 아닌가요?

6.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7.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나요? 여러분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나요?

8. 여러분이 그것을 기술한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보는 또 다른 방식은 있

었나요? 

9. 여러분이 기술한 갈등에 대해 뒤돌아 생각해볼 때,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나요?

10. 여러분이 도덕적 문제를 기술한 상황을 고려하나요? 왜 그런가요? 왜 아닌가요?

11. 도덕성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하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도덕적 문제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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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덕목 및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끌어

내는 단계이다. 주제검증에서 태펀과 브라운이 제시한 면접안의 질문을 활용

하면 학생들이 실생활 갈등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앞서 기본 면접안의 질문의 예시를 제시했는데 각

각의 질문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변형되어 제시되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주 중요하다. 태펀과 브라운은 “교사는 민

감하고 공감적이어야 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해했다는 것을 나타

내 주는 반응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의 반응이 말로든 쓴 것이든지 간에 학

생들 자신의 도덕적 접근을 인정해 주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접근의 계속

적인 권한부여를 고무시킬 수 있어야 한다.”(Tappan & Brown, 1989: 196)

고 주장한다. 내러티브적 접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중요하다. 만약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신뢰의 관계, 보살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

이다.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 수업으로 끝날 수 있으니 교사는 학생들의 이야

기에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학생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든 우선적으로 수

용하는 자세를 갖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핀잔을 주거나 교사가 원하는 방식

으로 유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

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원하는 대답만을 하고 결국 거짓말을 

부추기게 된다. 

   교사의 수용적인 반응과 분위기 형성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점

점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에서 짝학습 혹은 모둠별 형태로 진행되어 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실에서의 시간,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고 반응형성의 모범을 보이고 점점 주도권을 학생 개인 또는 모둠별로 

옮겨서 모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짝이나 

모둠별로 대화를 할 때의 목적이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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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통해 타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우는 수단이며 타자를 이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도덕적 경험의 이야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면접안의 활용은 학생들이 

이 수업시간에 제시된 도덕 덕목이 사실상 자기에게도 해당됨을 인지하고 

그 스스로 자기의 도덕 이야기의 저자가 됨을 인식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준

다. 도덕 교과에서의 덕목이 담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의 경험을 떠올릴 

때, 교사와 혹은 짝, 모둠학생들과 면접을 통해 질문을 주고받으면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감적이고 참여적인 경청자, 현실적이고 살아

있는 청중이 있으므로 더욱더 자기 이야기의 저자가 되고 수업시간에 배우

는 내용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 

   ‘이야기 탐구하기’ 단계는 내러티브적 도덕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되

었던 가치 상대주의 혹은 도덕 상대주의를 미연에 예방하고 수업시간에 흐

르는 도덕적 이야기가 개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 도덕관을 전제할 수 있

도록 교사가 제시한 이야기를 통한 주제의 분석으로 안내한다. 교사가 제시

한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사회 내 덕의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도덕감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시된 이야기의 이해를 통해서 

수업시간에 토론할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이끌게 된다. 이항  대립

쌍을 찾아보거나 주요한 도덕적 사건을 확인한다. 

   다음 단계는 ‘자기의 도덕이야기를 만들기’ 이다. 저학년과 고학년의 수

준의 차이는 다르지만 수업 중 제시된 이야기를 분석하고 자기와 관련된 경

험을 떠올리고 그 두 부분을 융합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것이

다.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각, 경험등과 수업시간에 배운 도덕적 덕목이 통합

되며 글을 조직해나가면서 더욱더 확실한 자기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야기를 조직할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동인지 생

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근거를 고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를 고민하는 인지 갈등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자체가 당면한 이야기 속의 도

덕 문제 혹은 내가 겪은 비슷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도덕 판단의 연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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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습과정이 도덕적 인지력과 도덕적 행동과의 간극

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짝 혹은 소그룹으로 이루어 토론

을 하고 자신이 선택한 행동 혹은 근거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

하면서 자신과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관점

과 타인의 관점을 비교, 검토하여 자신을 새로운‘나’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미국의 논리 철학자인 찰스 퍼스(C. Peirce)는 ‘탐구공동체’

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그는 탐구공동체에서는 어떤 신념이나 가

정된 지식 형태를 지지하는 기초에 비추어 능동적으로 일관성 있게 신중하

게 고려한 후 결론을 도출해내는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과의 협동적인 활

동이 조장되며 그것을 통해 구성원들 간에 깊은 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Thomas, 2002: 43-45; 강기수, 2006: 6 재인용). 따라서 이

야기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토론은 결국 퍼스의 논리를 따

르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며 미드(Mead)

의 개념으로 보면 ‘일반화된 자아’가 되는 것이다(Lipman, 1980: 43; 강기

수, 2006: 7 재인용). 

   고학년의 경우 토의했던 도덕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삶에서 도

덕적 결정을 내렸던 것에 초점을 두어 글로 직접 써보도록 안내할 수 있는

데 수필 과제나 일기쓰기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쿠퍼(Cooper, 1991: 

96-97)에 따르면 일기쓰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면

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자신의 도덕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경험에 형식을 부여하게 되

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발달시키는 방식이 된다. 자신의 도

덕경험 혹은 수업에 관련된 덕목에 관해 일기 혹은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

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아를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내러티브의 형식

이다. 자기가 글을 쓰는 것 일기 혹은 수필 등을 쓸 때 쓰는 자에게 가장 핵

심적인 과제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Cooper, 1991: 97)을 묻는 것이 될 수 

있다. 글로 써보면서 스스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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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양육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내러티브 접근에서 가장 기본적인 학습 활동은 ‘이야기하기’이다. 여기서

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실생활에서 만난 도덕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그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재구성하여 말하는 것으로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왜냐하면 내러티브 접근에서 

학생들이 도덕 경험 이야기를 반성적으로 숙고하여 청중들 앞에 제시함으로

써 학생들이 도덕성 발달을 성취해 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험을 이야기할 

때 구두적 수단을 통한 말하기와 문자적 수단을 통한 글쓰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실제적으로 말하기와 글쓰기는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글쓰기

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도덕 경험을 말한다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어

느 정도 숙고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미와 효과에 있어서는 글쓰기와 다

를 바 없다. 따라서 저학년의 경우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도덕 경

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무작정 이야기

를 하도록 제안한다면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으니 이야기를 구

조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 그 틀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구성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고학년의 경우에는 도덕 이야기하기와 글쓰기를 동시에 진행하다가 점점 

글쓰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글쓰기 과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

면서 우리의 무질서한 경험에 어떤 확실한 형식을 부여하며 그 과정에서 개

개인의 도덕적 목소리를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자아의 형성과 발전은 글쓰기

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현재의 자아는 과거로의 자아의 회상을 통해 명

료화될 수 있다. 글을 쓰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자아가 계속적인 관계를 맺

는 한 방법이며 글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게 되고 연

구하게 된다.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의 단계에서 ‘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조

직하기 단계에서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도덕 경험을 떠

올리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 과정은 도덕적 문제를 확인 

차원에서 유도된 질문을 한 휘 주인공에 대한 느낀 점 등을 말하면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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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점 좁히고 그 이후에 자신의 유사한 경험 또는 주변 사례들을 이야기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반성 혹은 다짐을 이야기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감상과 비평단계는 앞선 단계들과 분리되는 단계가 아니라 연속된 대화

의 과정이다. 나딩스에 의하면 대화란 관계성(relatedness)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말하고, 경청하고, 공유하고 서로에게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 대화의 

목적은 타자의 생각에 접해보고 타자를 이해하고 만나며 보살피는 것이다

(Noddings, 1984: 186). 타인의 경험, 도덕상황에 대한 이해, 판단과정을 듣

고 공감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의 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개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계를 통해 수업의 중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2) 수업 모형의 특징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덕과 교육에서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둘째, 도덕적 상상력을 강조한다. 첫 

번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교사와 학생간의 지식 

및 감성의 교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교수 ․ 학습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 특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 공감을 통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교수 ․ 학
습 과정에서도 학습목표나 내용을 이야기로 전달하고 학생 개인의 도덕적 

경험을 끌어오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추상적 도덕적 가치에 대한 학습내

용을 보다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로져 샹크(R. Schank) 교수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 구조는 단편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정보보다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 담겨있는 정보를 더 잘 이해

하고 기억하도록 되어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건은 

음성 언어(oral language)를 활용하는 인지 도구의 습득을 통해 아동의 이해 

발달의 토대를 마련했다.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지 도구로 이건

이 제시한 것들은 이야기, 이항 대립쌍, 은유, 유머, 리듬과 패턴, 잡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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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건은 이러한 인지 도구 분석해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체화시키

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도덕과 수업에서 도

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이러한 각각의 음성 인지 도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교수 · 학습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야기는 아동들에게 가벼운 오락거리를 넘어서 세상과 

경험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또한 학생들은 이야기 속에 있는 사

건과 인물을 통해서 도덕적 정서를 떠올리고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면서 유의미한 지식을 생성한다. 이와 같

은 이야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달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시청각자료부터 영상매체 혹은 교사가 

직접 시연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아동이 생생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경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교사는 스토리 그 자체나 아동이 느끼는 

일시적 즐거움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야기는 도덕과 학습의 수업 

주제와 연결되어, 지식의 이해와 기억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이건은 이야기 구조에 이미지, 이항 대립쌍, 은유, 유머 등의 인지 도

구가 포함되었을 때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건의 인지 도구로서 ‘이야기’와 기존의 스토리텔링과 다른 점은 이건이 

제시하는 ‘이야기’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이다. 상상력을 활용하는 교수 · 학습에서 학습자가 이야

기를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학생들은 

학습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봄으로써 사건과 개념, 정보들의 연결과 

맥락을 파악하고 경험한다(양미경, 2013). 또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문

해력 발달에 도움이 되어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돕고 아동의 유

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에서‘이항 대립쌍’ 은 아동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관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동들은 정도의 차

이를 정교하게 구별하지 못할 때 세상을 양면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좋음과 나쁨, 뜨거움과 차가움, 높음과 낮음 등이 있는데 이건은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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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도구를 이항 대립쌍이라고 부른다. 이항 대립쌍은 어떤 대상을 상반

되게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그 대상을 이해하는 인지 도구이다. 음성언어에 

수반되는 이 도구는 아동의 사고 과정에서 매우 일반적인 것이다(Egan, 

2005).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지 도구들을 살펴보면 

이항 대립쌍, 유머, 잡담, 은유 등이 있는데 이항 대립쌍부터 살펴보고자 한

다. 

   이항 대립쌍은 아동의 추상적 사고를 돕는다. 예를 들어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에서 아동은 흥부와 놀부를 통해 ‘형제간의 우애’나 ‘욕심’ 등의 구분

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이해한다. 이와 같은 이항 대립쌍의 

인지 도구 이야기를 활용하는 교수 · 학습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

며 추상적 개념의 이해를 통해 세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건(Egan, 1986: 15)은 이항 대립쌍의 구조는 대상을 양 극단에서 파악하여 

그 사이를 중재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아동을 더 깊은 이해로 이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만약에 어떤 것이 가장 분명한 의미를 지니려면, 그것은 

분명한 상반에 기초해서 구성되고 정교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Nyberg 

& Egan, 1986: 104). 

   아동들은 이항 대립쌍을 통해서 추상적인 덕목이나 가치에 대해서 접하

게 되고 점점 더 자기 안에서 지식을 정교화하게 된다. 이건은 아동들은 따

뜻함과 차가움의 양 극단을 구분하고 그 중재인 따뜻함을 이해하며 세상에

서 제일 큰 단위와 작은 단위,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과 최근의 것 등의 

구분과 그 사이를 추론하는 것은 아동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하고 학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Egan, 1986). 

   인지 도구 중 유머를 살펴보면 유머는 교수 · 학습에서 ‘기억’에 긍정적

인 효과를 주는 인지 도구이다. 유머의 발견은 아동의 흥미를 자극하며 그것

을 잘 기억나게 한다. 더 나아가 유머의 기억은 그것과 연관된 정보의 효과

적 기억을 돕는다(김회용, 2015). 이건은 인지에 있어 유머의 효과를 놀이

적 특성을 통해 설명한다. 사회적 맥락에서 유머는 일종의 놀이로서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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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지

도구
정의 교육적 가치 주의점

이야기

허구적 내용 

혹은 현실 

세계의 내용으로 

정보 전달, 기억, 

정서, 흥미와 상상

력 자극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구성, 

아동의 정서를 풍요롭게 만드는 

내용 선정, 전달하는 방법, 학습 

자신의 삶 전체에서 놀이를 사용한다(Martin, 2006). 마찬가지로 아동은 유

머를 활용해 지식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다. 유머는 언어의 규칙을 이해

하고 언어와 대상 사이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는 이후 아동의 발달

에서 풍자나 반어와 같은 더욱 유연한 언어 사용을 돕는다. 또한 유머는 정

서적 측면에도 큰 교육적 효과가 있다. 학습 주제와의 정서적 관련은 수업에

서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유

머는 학습에 대한 아동의 흥미를 자극하여 상상력과 기억에 효과적이다. 

   또한 이건은 ‘잡담’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잡담은 학습 주제와 관련 없

는 쓸모없는 말로 치부되었는데 이건은 잡담에는 이야기를 내러티브 능력과 

같은 인지 도구들이 포함되어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주제에 대한 이

해를 확장시킨다고 본다(Egan, 2005). 잡담은 학습 주제를 내러티브화 함으

로써 주제에 학습자의 정서가 참여하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잡담

을 통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공유하면서 타인의 정서

와 경험도 함께 공유한다. 이는 학습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시킨다. 잡담은 주제의 해석을 촉진하여 학습에서 아동

의 이해와 기억을 돕는 인지 도구이다(Egan, 2008). 

   이건의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에서 강조하는 인지 도구들을 살펴보았는

데 인지 도구의 목적은 교과의 지식을 보다 정서적이고 풍부한 상상력을 통

해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 외의 음성 인지 도구의 특정을 아래의 <표

-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제재들을 발달단계별로 나누었

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 초등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표-14> 음성 인지 도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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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말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

다. 

이항 

대립쌍

어떤 대상을 

상반되게 

구분하는 것

깊은 이해와 정교

한 사고를 가능하

게 함

아동의 인지 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상반된 쌍의 한계에 대해서 명

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은유

어떤 것을 

이것과 전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 

관점에서 보도록 

하는 능력

깊은 이해, 추상적 

개념의 이해, 창의

적 사고

학습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야 한다. 

유머

긍정적 정서를 

촉발하는 말과 

행위

언어의 규칙 이해, 

긍정적 정서, 흥미

와 상상력 자극

학습자가 속한 언어와 문화 고

려해야 한다. 

유머는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이어야 하며 학습 주제와 관

련되어야 한다. 

리듬과 

패턴

언어에서 

나타나는 리듬

인식의 유추, 기억, 

상상력과 정서, 흥

미 자극

학습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잡담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적 형식

상상력, 정서, 흥미 

자극, 이해의 확장
학습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한편, 콜즈(Coles)에 의하면 상상된 계획과 구성은 그것이 행동으로 바

뀌어 오랜 동안 축적되어 이루어지는 인격의 전주곡이다(Coles, 1997: 16). 

이건은 상상력을 ‘마음의 유연성’으로 정의한다(Egan, 2008). 상상력은 인간

의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사

고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창의적 사고

와 활동 그 중심에는 상상력이 있다. 상상력은 아동의 경험을 확장하고 풍부

하게 해주는 것으로 교육에서 학습 대상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주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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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관해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김회용, 2015: 131).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상상력, 다양한 지식의 

이해 등과 같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있다. 2015년 문·이과 통합

형 교육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

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 바른 인성을 겸비한 인재상을 기

초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을 통

해 본 교육에서의 중심적인 아이디어는 학생들은 교과의 내용을 충실히 학

습해야 하고 교과의 내용은 아동에게 흥미롭고 유익해야 하며 교과 학습을 

통해 아동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상력을 신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학교 도덕과 수업에 도움이 된다. 

   브라이언 서튼 스미스(B. Sutton-Smith)에 따르면 교육에서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교육과 상상력의 

결합은 최근의 일이며, 교육자들은 상상력을 제한적인 방식으로 해석했다고 

언급한다. 그는 교육 분야에서 상상력의 논의가 확장되고, 아동 교육에서 중

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을 프로이드와 정신분석학자들의 영향으로 보

았다(Egan & Nadaner ; 김회용, 2015: 88, 재인용). 그들에 의하면 상상은 

‘무의식의 투사’, ‘창의적 행동’, ‘환상’ 등으로 여겨졌다. 이에 반해 길버트 

라일(G. Ryle)과 같은 분석철학자들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사

건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며 상상력을 매력적이고 진귀하지만 최악

의 경우에는 논리에 해로운 것으로 보았다. 

   이건은 상상력과 교육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상상

력을 활용하는 교수 · 학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건은 상상력을 

마음의 의도적 활동 및 사고의 능력으로 간주하고 혁신이나 창조 및 창의의 

원천으로 파악했다(김회용, 2015: 94). 이건은 상상력의 개념에서 지식을 

상상력과 정서적 맥락에서 파악하려고 했다. 이러한 이건의 관점은 지식, 문

화, 언어, 사고 등을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고찰하여 그것들이 형식화되기 

전의 기원을 밝히려는 비코(Vico)의 ‘지식의 인간화’와 유사한 관점을 취한



- 90 -

다고 볼 수 있다(김회용, 2013). 

   이건은 상상력이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근원이며 지각과 의미의 구성에 

관련되며 합리적 생각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Egan, 

1992: 43). 상상력이 대상의 현존을 생각하는 의도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이

미 형성된 관점을 반영하여 대상의 개인적 의미를 수립하고 구성하도록 한

다. 이것은 이미지 형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개념을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점이 상상력이 합리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가능성

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송영민, 2009: 12). 또한 정서의 발달은 정서와 

상상력의 결합에서 더 분명해진다(Egan, 2997: 18). 그래서 상상력은 합리

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정서가 수반된 의미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상상력과 정서가 함께하는 교수 · 학습은 학생들의 흥미, 학문적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과 관련지을 때 더욱 분

명해질 수 있다. 이건은 상상력을 내러티브적 접근에서 의미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능력이라고 본다(Egan, 2007: 18). 수업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내러티브적인 마음의 양식을 따르는 수업 형식이 된다는 

것이다. 내러티브적인 양식은 의미 형성을 자극하고 계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 형식은 사건의 연쇄를 의미 있게 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이

해를 돕는다. 그래서 상상력을 활용하는 교수 · 학습은 내러티브의 구성과 

가능성의 수립에서 더 분명해진다(송영민, 2009: 12). 

   상상력은 개인적 의미 구성, 합리적인 새로운 가능성의 탐구, 정서가 내

재된 의미 형성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 능력이다. 이러한 상상력의 교

육적 가치는 도덕과수업에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상상력을 활용하도록 장려 받을 때 다른 사람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수단, 지식의 인간적 의미, 희망, 걱정 그리고 의도 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도덕적 행동을 위해서는 인물과 사건을 도덕적 관점

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도덕적 지식이 전제되어야한다. 상상력은 자신, 

타인, 상황 등을 사실적으로 지각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의

미와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도덕적 상황에 포함된 요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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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대안을 이미지화하여 인간적 정서가 있는 도덕적 앎을 가능케 한다. 

   초등학생 수준에 해당하는 단계 중 ‘신화적 단계’를 살펴보면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인지 도구는 이야기이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서 정서적인 반응을 형성하고 심상을 떠올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상력을 

활용하면서 이야기에 참여하게 된다. 이건(Egan, 2005: 10)은 수업에서 이

야기는 정보를 기억 가능한 형식으로 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의사소통 

중인 정보에 대한 청자의 감정을 지향하는 힘을 가진다고 보았다. 

   상상력을 활용하는 학습 활동 방안으로 이건은 깊이 학습하기(Learning 

in Dept, LID)를 제안하였다. LID의 핵심 아이디어로 이건은 고흐(Vincent 

Van Gogh)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가 되는 사람은 동시에 많은 것

들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구를 인용한다. 이

건은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참된 공부는 지식을 폭넓게 배울 뿐 아니라 무엇

보다 깊이 있게 학습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건은 상상력은 오직 자신

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정 주제에 대한 깊

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부분은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에서 이야기 주제를 탐구해서 도덕 덕목과 

연결시키는 탐구와 관련이 깊다. 깊이 있는 탐구와 토의는 깊은 학습으로 안

내하고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은 어려움 없이 학습과 탐구에 들어가고 교사 

및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심도 있는 토의를 경험하게 

된다. 

    내러티브 접근에서 도덕적 상상력은 도덕성을 통합할 수 있게 하는 기

초가 된다. 왜냐하면 타인의 상황이나 도덕적 문제를 인지하게 도와주며 타

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타인의 입장에 설 수 있게 해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도덕적 행위를 스스로 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

이다. 

   따라서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에서는 문학작품이나 생활 이야기를 통해 

도덕적 상상력을 강조한다. 다양한 문학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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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갈등 상황을 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인물들의 행동양식 또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배운다. 학생들은 선한 인물들과 악한 인물들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

하는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고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본다. 이때 도덕적 상상력은 다양한 삶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줄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인물이 되어봄으로써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공유하게 해준다. 타인이 되어보고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공유한다는 

것은 도덕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도덕’ 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을 통해서 생활 

이야기 혹은 대화를 통해 타인에 대한 구체적 상상을 할 수도 있다. 타인과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타인의 처지와 욕구, 상황을 인

지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한다. 여기서 도덕적 상상력은 타인이 처한 처

지나 상황에 대해 구체적 상상을 하게 함으로써 타인을 수용하고 배려관계

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상상은 대화를 하는 바로 

앞 상대방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타인들에 대한 상상도 돕는다.  

2. 도덕교육적 의의

1) 도덕적 민감성 발달 촉진

   

   도덕적 민감성은 우리가 특정 상황들을 도덕적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며, 타인의 요구와 필요를 읽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도덕적 상황에

서 어떻게 자신이 행동할 수 있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

혜진, 2009: 24). 도덕적 민감성은 역할채택(role-taking) 능력과 공감

(empathy)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이야기 수업모형에서 가장 

잘 이끌 수 있다. 역할채택능력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

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신을 타

인의 관점에 놓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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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대해 상상해보는 것으로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

어지는 상호작용중 하나이다. 

   리코나는 “이야기를 읽거나 듣게 하는 것은 전 세계의 도덕교육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야기들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상

상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말한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사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세하게 살피게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은유, 상징 등의 숨은 뜻을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 존재와 

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삶의 본질을 찾게 된다. 콜즈는 이야기를 통한 

도덕 수업만으로도 학생들의 도덕적 상상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이야기들은 학생들의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

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Coles, 1986).

   골드(J. Gold)에 따르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 불안, 분

노, 애증의 원인을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교실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자신

의 내면적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타인과의 교류와 교감을 통해서 각각의 도

덕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덕 이야기 수업 모

형에서는 도덕적인 쟁점, 문제 상황에 대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인이 

처한 입장 혹은 타인의 존재에 관심을 갖게 된다. 도덕적 이야기를 듣고 나

의 경험을 떠올리며 조직하고 이후에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타인의 요구와 필요를 감정에서 읽게 

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민용(2011)은 이야기하기의 치료적 요인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동일시와 일반화를 살펴보면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

의 관계를 알 수 있다. 7가지 중 동일시·동일화(Identification)의 원리는 이

야기 수용자가 이야기 속 내용과 자신의 상황을 비슷한 것으로 여기고 심리

적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다. 동일시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 속 인



- 94 -

물·사건·상황에 감정이입하고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일부를 

자기 내면에 받아들이는 과정이다(이민용, 2011: 151-161).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고 타인의 감정의 변화 역시 잘 읽

을 수 있게 된다.

   일반화(Universalizing)의 원리는 자신의 상황적·심리적 문제가 오직 자신

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여겨 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 역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

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도덕 이야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 역시 하나의 

도덕 상황에 대해서 공동체 내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을 듣고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통해서 일반화를 통해 위안을 느끼게 되고 다른 의견

을 통해서는 더 깊이 있는 통찰을 갖게 된다. 

   이야기를 통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

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듣게 된다. 교실에서 이야기 수업을 통해 

친구, 교사 등과 의사소통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면 학생들은 

낯선 사람을 만날 때도 나와 관련이 있는 의사소통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게 도덕적 상황을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2) 도덕적 성찰의 기회 제공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전인적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 도

덕과 교육에서 도덕적 성찰은 중요하다. 도덕적 성찰은 도덕적 행동의 근원

이 되는 도덕적 신념과 자아의 통합을 돕기 때문이다. 밀그램(S.Milgram)의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전례가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명령에 따라 권위에 복종했다. 실험자들이 그 순

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 실험은 누군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과학실험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깊이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게 제공되었다면 대부분

의 참가자들은 전기 충격의 레벨을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실험을 통해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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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유지한 누군가도 여

전히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개인이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혹은 반대로 만약 무엇인가

가 극단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도덕적 규범의 위반과 관련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앎이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플라톤(Plato)이 말하는 참된 덕

이 있는 사람들의 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참된 덕이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인 의지의 신념을 내면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아에 대한 

의식에 신념을 강하게 관련시킨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덕이 있는 의지는 습

관의 문제 혹은 순간적인 결정의 문제를 넘어선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신념

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물론 습관도 깨질 수 있고 결정도 번복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신념은 그리 쉽게 흔들리지 않

는다. 즉 행위자의 덕이 자아감과 깊이 관련 있고 좋은 도덕적 행동이 행위

자에게 있어 만족의 요소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좋은 결정에 대한 신

뢰할만한 의지가 강해진다. 도덕적 신념과 자아의 통합에 가장 중요한 요소

는 바로 도덕적 성찰이다. 결정적인 도덕적 상황에서 개인이 비도덕적 선택

을 하는 것은 내 삶의 방식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 정

체성과 관련 있으며 나를 돌아보고 나의 행동이 나의 삶과의 연속성을 가지

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도덕적 성찰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성찰은 과거의 도덕적 경험을 떠올려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 

도덕적 판단, 의도, 신념을 조사하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 자신의 도덕적 삶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도덕적 삶의 

실현 방안을 결정하는 사고의 과정을 말한다(김국현, 2013: 206).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

를 넘어 타인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현재를 일정한 거기를 두고 바라보면서 비판해보고 앞

으로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기는 도덕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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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반성적으

로 생각해보는 과정은 쓰기, 말하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도

덕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의도적으로 반성하고 그러한 목적에 도움

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현실을 건전한 변화를 촉진하는 인식으로 돌리기 위

해 상징, 기억, 언어를 사용한다(김국현, 2013: 221).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해는 언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이 어떠한 경험과 현상을 이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 깊은 곳에

서 의미한 것, 생각한 것을 깨닫는 것이다(최홍원, 2008: 164). 즉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을 알게 되고 사회와 자신의 관

계를 구성해나간다. 그리고 언어는 경험의 객관적 사실을 재현하는 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돕기 때문에 경험된 

사실을 분석하고 성찰하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매개가 된다(최홍원, 2008: 164-165).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도덕적 성찰의 대상은 도덕적 경험에서 나

타나며 그 방법은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구조 위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

보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서인데 이 과정은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문경호(2014)는 학습 현실에 적

합한 도덕적 성찰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 도덕일기와 문학작품 활용 성찰 

부분이 내러티브적 접근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다. 도덕일기는 학습자가 자신

의 경험에 비추어 반성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태펀의 도덕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다. 문학작품을 활용하는 방법은 학습자로 하여금 이

야기 속 주인공의 도덕적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

에 대한 반성을 하고 유의미한 도덕적 의미를 발견해내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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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적용 방안

1. 수업 모형의 적용 조건

1) 배움을 기반으로 한 도덕 공동체 구축

   이야기 수업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 

분위기의 조성이다. 도덕과 수업에서 이야기의 가치나 이야기 수업모형의 중

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도덕과 수업에서 성공적으로 이야

기 수업모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가 필

요하다. 필요한 준비를 나딩스, 사토마나부(Sato Manabu), 버블스(N. 

Burbules)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나딩스가 제시한 배려 윤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윤리적 관점으로서 배려

와 가장 깊이 연관된 특징으로는 반응성(responsiveness), 타인에 대한 민감

성, 수용성(acceptance) 그리고 관계성이 거론된다(Hallstein, 1999). 우드

(Wood, 1994)는 타인에 대한 반응성은 ‘타인에게 관심 집중하기, 타인의 존

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타인에게 반응하기, 타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간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듣고 관찰하기’ 라고 제시한 바 있

다. 타인에 대한 민감성이란 타인의 필요, 욕구 및 관점을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타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성이란 사

람들이 자신이 느낌, 필요, 요구 및 신념을 표현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전함’

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딩스는 배려 윤리의 토대가 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서로를 정서적

으로 인식하는 개인들의 연결이나 결합’ 또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느끼는 일련의 만남’으로 정의하고 있다(박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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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교수 방법

모델링
모든 도덕 교육에서 그렇듯이, 배려에서도 모델링은 중요한 방법이

다. 교사는 배려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학생들에게 보여야 한다.

대화

열린 대화를 한다. 그러한 대화는 계속 심화되는 자기-이해에의 초대

이다. 이는 논쟁에서 이기려는 ‘전쟁’ 모형의 토론이 아니다. 내 

입장이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고 상대방에게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배려의 

실행

학생들은 직접 배려의 행위를 실행해봄으로써 더 잘 배려를 배울 수 

있다. 학생들끼리 협동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봉사 활동

을 통해서 배려의 실행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인정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가 최선을 다하게 할 수 있다. 배려 

받는 사람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를 잘 알만큼 이해하고 있어

야 한다.

1999). 배려 관계는 배려자와 피배려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나딩스는 이러

한 배려 관계의 원형으로서 어머니와 자식간의 배려 관계를 들고 있다. 배려

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이러한 배려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윤

리학적 논의는 관계윤리학이라고 불릴 수 있다.배려 관계에 기초한 배려윤리

학은 인간은 관계 안에서 정의된다는 관계존재론(relational ontology)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관계존재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 안으

로 들어가려는 존재이다. 그리고 개인은 하나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자아가 

놓여 있는 관계들에 의해서 실제로 정의되는 것이다

   나딩스는 『배려(Caring -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 Moral 

Education)』 제 8장에서는 도덕 교육의 문제로서 ‘도덕 교육의 본질, 배려하

는 사람으로서의 교사, 대화, 실행, 인정, 배려를 위한 학교 조직’ 등을 다루

고 있다. 도덕교육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5> 도덕교육의 구성요소와 교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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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훈련된 지성으로서의 합리성이 교육의 지배적인 목적이 되고 있

는 것에 대해 명백하게 거부감을 나타낸다. 교육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배려

를 고양시키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배려를 주고받는 것이 인

간의 기본적인 현실적 특성이자 목적이며 보편적 현상이므로 마땅히 그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를 위한 교육의 방

법으로 우선, 학교가 ‘배려의 공동체(community of caring)’가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배려의 공동체라는 아이디어는 콜버그가 제안한 ‘정의의 공동

체(community of justice)’14)로서의 학교라는 아이디어와 대비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의 공동체 안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대화를 하

며, 봉사 활동과 같은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 인정을 통하여 배려의 윤리를 

고양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배려와 

지속성을 제공해주지 않고서는 학문적인 목적들도 성취할 수 없다고 본다. 

나딩스는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배려를 단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 한정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배려, 친밀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동료 및 관계가 

먼 사람에 대한 배려, 비인간적인 것들에 대한 배려, 인간이 만든 물건과 도

구의 환경에 대한 배려, 사상에 대한 배려 등으로 확장해서 다루고 있다.

   ‘공부로부터 배움으로의 전환’을 주된 과제로 교육개혁을 한 사토 마나부

의 ‘배움의 공동체’ 역시 그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사토 마나부는 최

근 10년 사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덮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학교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고, 새로운 경쟁주의와 능력주의 

교육이 아이들을 배움으로부터 달아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과 스

승으로서의 기대 사이에서 지쳐버린 교사 역시 황폐해지고 붕괴되는 학교를 

방관하고 있다고 보았다(손우정, 2012: 13). 따라서 사토 마나부는 ‘한 명의 

14) 콜버그는 도덕 판단에 있어서 근본적인 가치를 정의라고 보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정의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체의 경험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의의 공동체란 구

성원 한사람, 한 사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평등한 관계를 상정하고 그러한 구성들의 

합의와 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규정된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콜버그가 말하는 정의의 공동체에서 핵심적인 것은 정의의 원리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 등이다(조난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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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원리 의미

공공성

(Public 

philosophy)

학교는 공공적인 사명(public mission)과 그 책임에 의해 조직된 

장소이며 교사는 그 공공적인 사명과 책임을 맡고 있는 전문가

이다. 학교의 공공적인 사명과 이를 담당하는 교사의 책임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의 권리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학교가 책임지는‘공공성’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학교가 공공 공간(public space)으로 열려있다는 

것에 있다. ‘공공성’은 공간개념이며 학교와 교실의 공간이 

안으로도 밖으로도 열려 다양한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대화

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교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democracy)

학교교육의 목적은 민주주의사회의 건설에 있으며 학교는 그 자체

가 민주적인 사회조직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인 절차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죤 듀이가 정의

한 것처럼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a way of associated 

living)’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원리로 조직된 학교에서 학

생, 교사, 보호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고유한 역할과 책임

을 지고 학교운영에 참가하는 주인공 (protagonist)이다. 

탁월성

(excellence)

가르치는 활동, 배우는 활동은 모두 탁월성을 추구할 것을 요청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탁월성이란 타인과 비교하여 우수하다

는 의미에서의 우수함이 아니다. 스스로의 최선을 다하여 최고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의 탁월성이다. 경쟁에 의한 탁월성의 추구

가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초래하는 것에 비하여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최고를 추구하는 탁월성은 가르치는 자에게도 배우는 자

에게도 신중함과 겸허함을 가져다준다. 가르치는 활동과 배우는 

활동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탁월성 추구를 포함하여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철학

으로 삼으면서 아래의 표와 같은 세 가지 철학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배움

의 공동체를 제시했다(손우정, 2012: 46-48). 

<표-16> 배움의 공동체의 기본적 철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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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다. 이러한 탁월성의 추구를 ‘발돋움과 점프가 있는 배

움’으로 실현가능하다.

   위의 세 가지 원리 역시 나딩스의 의견과 같이 학교 본연의 기능을 회복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배움이라는 협동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타자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제공하여 서로 배우는 호혜적인 배움(reciprocal learning)을 추구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나딩스의 ‘배려’와 맞닿아 있다. 

   사토 마나부는 교실에서 ‘공부’에서 ‘배움’으로의 전환을 실천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인 과제의 수행을 교사들에게 요구한다. 첫

째, 사물이나 사람이나 일과의 만남과 대화에 의한 ‘활동적인 배움’을 실현

하는 일로서 도구나 소재나 사람이 매개된 ‘활동적인 배움’을 교실에 실현하

는 것이다. 둘째, 타자와의 대화를 통한 ‘협동적인 배움’을 실현하는 일이며, 

공부의 특징은 타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주의에 있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한다.”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공부에서는 누군가의 원조를 요구

하는 배움을 누군가에 의존하는 배움으로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자립

과 의존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의존

할 수 있으며 의존할 수 있는 학생들은 자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배움에

서 자립이 의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보다 주요한 것은 상호 간

에 서로 의존하고 서로 자립하는 협동적인 배움을 교실에서 실현하는 일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여 축적하는 ‘공부’로부터 탈피

하여, 지식이나 기능을 실현하고 공유하여 음미하는 ‘배움’을 실현하는 교육

으로, 자신의 이해방식을 발표나 작품으로 표현하여 친구들과 공유하고 서로 

음미하는 ‘반성적인 학습’을 실현할 것을 강조한다(문정애, 2011).

   위와 마찬가지로 교실에서도 차이를 넘어 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 의사

소통적 미덕(communicative virtues)이 요구된다(Burbules & Rice, 1991: 

411). 관용, 인내, 차이에 대한 존중, 자진해서 경청하려는 자세, 누구나 우

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향성, 자신의 관심사를 재해석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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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쉬운 말로 다시 표현함으로써 타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

에게도 말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자제력, 그리고 자신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표현하려는 성향 등의 의사소통적인 미덕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아니

다(고미숙, 2000: 21).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만들고 타자를 이해하

려는 실제적인 노력들이다. 또한 의사소통적 미덕을 실천하는 것은 문맥에 

대한 민감성을 요구한다. 어떤

상황은 존중을 요청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기도 하며 분로를 요구하는 상황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의사소통의 상황

에 참여해보아야 한다(Rice & Burbules, 1992).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내러티브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 수업모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배려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의사소통적 미덕에서 보

았듯이 수업이 되기 이전에 그 집단 안에 배려가, 함께 배우려는 의지가 그

리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적절한 이야기의 선정 및 개발 

   베텔하임(Bettelheim)은 아동문학이 가진 힘은 삶의 의미를 아동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동들은 생활하면서 갈등과 불안을 겪게 

되는데 문학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치유 받는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때

때로 비현실적일지라도 아동문학은 아이들에게 참된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

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따라서 이야

기가 아동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지적 능력을 발

달시키며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동이 겪는 삶의 불안과 

갈등에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베텔하임은 책에서 도덕

교육이 추상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감나면서도 저절로 의미를 깨

닫게 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옛이야기가 이에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Bettelheim, 1998: 13-16). 이를 반영하여 도덕과 교과서에는 2차시마다 

‘지혜의 샘터’가 2쪽에 걸쳐 설정되어 있다. 한 달여 동안 진행되는 해당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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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도덕 학습 과정에서 편안히 쉬면서 도덕적 지혜를 기르고 참으로 옳고 

좋은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6학년 도덕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이야기를 선정할 때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 갈등이나 극적인 요소가 있는 것, 깊

은 감명을 줄 수 있고 도덕적 모범이 있는 것, 이야기의 전개가 짜임새 있고 

흥미진진한 것, 학생들의 실제 삶과 연계성이 높은 것 등의 조건들을 만족해

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그에 적절하게 

이야기의 길이를 조절하여 제시해야 한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이야기 속에서 이항 대립쌍을 가장 극명하게 찾는 

것은 바로 갈등의 구조를 통해서이다. 기본적으로 대립과 충돌을 전제로 하

는 갈등주고는 작품의 인물구도를 형성하고 이들 간의 갈등이 폭발, 조정, 

화해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건을 만들어나가는 내러티브의 중추적

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랑, 배신, 권력투쟁, 복수 등의 감

정들이 연계되면서 이야기는 질과 양적 측면에서 모두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변형된다(이승진, 2008: 367). 따라서 배워야할 도덕적 가치 및 덕목이 담

기되 현실상황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갈등이 내재된 주제를 선정해

야 한다. 

   또한 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감정과 의지를 기르려는 이야기를 선정하고 

개발할 때, 가급적 덕이 구현되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

의 결단과 행위의 상황적 맥락, 특히 주인공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느끼

는 마음의 갈등과 변화, 상황과 관련해서 고려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잘 드

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야기의 힘은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규칙과 달리 

마치 실제 생활에서 직면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묘사로부터 나온다. 따라

서 복잡한 상황의 관련 요소들 뿐 아니라 주인공의 고민과 갈등, 다짐, 그때

의 마음 상황들이 생생하게 진술되는 이야기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꾸미거나 만들어낸 이야기보다는 우리 

시대의 도덕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진실성을 갖춘 실제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방송이나 광고에서 실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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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연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3) 성찰과 반성을 중심으로 한 수업 연구 

   학생 중심의 수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학습내용을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교사가 그런 환경을 조성할 때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수업

에 참여하게 되며 의미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여기서 도덕과 교사는 

최선의 전략을 고안해야 하는데 도덕수업에서 이야기 수업모형을 활용할 때 

자연스럽게 교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모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무비판적으로 덕목을 주입하게 되어 스

스로 의미 있는 도덕적 판단능력을 기를 수 없다. 따라서 도덕과 교사는 학

생들의 조력자 내지 격려자의 위치에 만족해야 하며 수업에 깊숙이 개입하

여 모든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문

제를 제기하고 궁금해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여 학습자들과 함께 만들

어나가는 이야기 수업을 이끌어야 한다. 

   도덕과 수업은 그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훌륭한 상태

를 지향하는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를 살

펴보면 도덕과 수업은 학생의 일상적 경험에 관한 말 혹은 그러한 경험을 

학생 자신의 일상적 말로 표현해놓은 글과 윤리학적 개념을 담은 글의 상호

작용을 이끌어냄으로써 도덕적 이상향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밝혀가고 이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과정을 가리킨다(박현진, 2011: 

205). 도덕 수업 한 시간의 과정 안에서도 중요한 요소는 내면을 되돌아보

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 역시 학생과의 한 시간의 도덕 수업을 하기 전에, 하는 중

에, 하고 나서 각각의 상황을 분석하고 성찰하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핵심적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하기 전에는 ‘이 덕목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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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생각을 시작하면서 수업 연구를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과 동시

대의 일상을 공유하고 그렇기에 학생이 현실에서 경험한 사건 및 그 사건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게 된 생각과 감정 등을 짐작해보고 그것을 윤리학적 개

념과 어떻게 유의미하게 연결시킬 지를 고민해야 한다. 수업 중에는 ‘학생들

이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수업의 분위기가 허용적이며 따뜻한 분위기

를 만들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

미인지를 다양한 사례와 도덕적 상황들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야 한다. 수업을 마치고 나서 역시 중요하다. 이번 수업에서의 반성을 통해 

다음 수업에서 더욱더 발전적인 토론을 이끌거나 도덕적 상황 제시 등에서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의 일상적 말과 윤리학적 

개념이 담긴 글의 의미를 동시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므로 만약 학생들

이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수업에서 비적극적인 태도로 토의를 하는 것을 

보았다면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개선점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의 일상적인 

말을 듣고 그게 숨겨진 도덕적 의미를 찾아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

에게 안내를 한다든지, 윤리학적 개념이 담긴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도덕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의 도덕 경험과 교과서 속의 도덕적 가치 및 

덕목을 연결시켜주고 윤리학적 개념의 추상적 의미를 해석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맥락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도덕적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야 한다. 따라서 끊임없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교사 자신을 돌아보고, 수업

을 돌아보아야 한다. 도덕과 수업이 그 본질을 실현하느냐의 여부는 어느 정

도 교사 자신이 도덕적 지향점은 무엇인지, 그 지향점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

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깊이 있게 고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현재의 삶은 물론 지금의 자신을 존재하게 한 인류의 역

사까지를 고려하여 도덕적 삶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자신의 모습과 태도, 자신의 수업 등을 통해서 

도덕적 삶의 의미를 실천하는 교사와 단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수업 상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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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교사의 수업은 큰 차이가 존재한다. 

2. 수업 모형 적용 기법 

   실제 수업에 적용을 위해 선택한 단원은 교육과정상 우리·타인과의 관계 

영역의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이라는 주제와 관련된다. 중심가 가치·덕목은 

배려이고 관련 가치·덕목은 존중, 협동이다. 인간이 질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적 존재로서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삶의 태도

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배려윤리는 현대 윤리학의 지배적인 전통을 형성했던 정의 윤리 속에 소

외되어 왔던 개개인의 자아와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의 통일되고 동질

적인 윤리적 관점을 가진 사회 행위자가 아닌, 복수적이고 다원적인 윤리적 

관점을 지닌 행위자를 제시하며 도덕적 감성이나 관계성의 윤리를 강조한다. 

이는 자아를 유아론적 자아가 아닌 인간 공동체와 그 세계 속에서 파악하게 

하여 세상을 보다 새롭고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에 자아

를 유아론적 자아가 아닌 인간 공동체와 그 세계 속에서 파악하게 하여 세

상을 보다 새롭고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에 자아는 ‘상호 

주관적 존재 의미’, ‘관계의 삶’, ‘공동체화된 삶’을 받아들이며 자아의 영역

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이 단원은 학생들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배려

와 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탐구하고 바른 도덕 판단 및 행위를 위한 감정 

이입, 동정심, 감정적 민감성 등의 복잡한 정서적 요소를 고려하였다. 아울

러 상호 관계성에 바탕을 둔 도덕성 함양을 통해 배려하는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데 지도의 핵심이 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고려

하여 교과서 속의 이야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교사가 해당 단원에 적절하고 

유의미한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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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야기 자료의 선정 및 개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이건에 의하면 낭만적 이해와 철학적 이해 단계

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업의 시작에서 제재를 가능한 실제 현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좋다. 현실감각이라는 인지 도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찾는다. 또한 배려라는 단원에 대해서 배울 때 

적절한 영웅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배려의 가장 기본적인 도식

은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 받는 대상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배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영웅적 특성은 상대에 대한 우

선적 반응이 일상 이상으로 나타난 삶이다(송영민, 2009: 18). 또한 이건의 

이항 대립쌍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은유적 내용이 많은 자료를 제시할수록 초

등학생들에게 추상적인 도덕 덕목을 실생활에 가깝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

다. 이건이 제안하는 음성 인지 도구 선택할 때 기본적인 이야기의 내용만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유머, 은유 더 나아가 역설과 아이러니까지 고

려할수록 좋다. 많은 인지 도구의 사용은 마음의 이해 단계를 높여주기 때문

이다. 

   논문에서 예로 제시하는 이야기는 가사노동의 문제를 페미니즘의 시각에

서 다룬 책으로 널리 이해되어온 앤서니 브라운(Anthony-Browne) 의 『돼

지책(PIGGY BOOK)』이다. 책 제목만 보고 학습자들은 등장인물이 돼지인

지 아니면 돼지에 관한 책인지 돼지가 보는 책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읽고 

그 의혹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항 대립쌍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림책 중간 중간 삽화를 보면 주인공의 집은 텍스트에 따르면 ‘멋진 집’으

로 소개되었지만 그림을 보면 온전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된다. 집의 창문

의 모습이나 크기를 보면 점점 멋진 곳이 아니라 허례의식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한 공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책에서는 피곳씨와 두 아들 그리고 

부인이 등장하는데 피곳씨와 두 아들은 직장과 학교에 가기 전에, 또 돌아와

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부인에게, 어머니에게 미루고 있다.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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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림에서는 집안일의 노고를 

오로지 피콧부인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그림

과 텍스트의 대립은 실제 인물들이 갈등에 있을 때 그 정점에 달한다. 이 책

에서는 이항 대립쌍의 요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의 흥미와 동시에 

이야기 속 인물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

다. 이야기의 저자는 학생들에게 가족을 넘어서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본

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 어머니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일상처럼 문제없이 바라 본 대상을 보다 면

밀하게 들여다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이야기를 통해 학습문제 인식하기

 

   이 단계에서는 이야기를 탐색하면서 주제를 파악하고 나와의 관련성을 

생각해보는 단계이다. 초등학교에서 이야기 수업모형이 제시될 때에는 먼저 

책의 표지나 관련된 그림 등을 이용하여 흥미를 끌고 활동에 앞서 허용적이

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리 배치를 ‘ㄷ’자 형태로 만들거나 

음악 등을 준비한다. 학생들은 이 단계를 통해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을 파악

하고 자신들의 선행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려보게 된다. 교사는 이러한 과정

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맞은 발문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자신의 도덕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이야기와 관련된 자신의 도덕적 경험을 떠올려보도록 하는데 제시된 이

야기의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안

내한다. 태펀과 브라운의 면접안에 나오는 질문들을 활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17> 구체적 질문의 예 



- 109 -

단계 질문 

1. 

이야기를 

통해 

학습문제 

인식하기

주제 

파악

(덕목)

· 이야기에서 나오는 도덕적 갈등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학급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 중요한 주제를 담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제 

구체화

내용을

통한

주제

구체화

·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 이야기 속에서 긴장감이 고조된 장면은 무엇인가요? 

· 피곳씨의 부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

했나요? 고려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

인가요? 여러분은 그밖에 다른 것을 고려하였나요?

· 피곳씨의 부인이 집을 나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

각이 들었나요? 

실생활

관련

주제

구체화

· 여러분은 이야기 속 갈등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꼈나

요? 실제로 가족들과 이런 비슷한 갈등을 경험해본 

적이 있나요? 

·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 갈등은 도덕적 상황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 친구들과 함께 토의를 나눈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위의 질문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이야기와 해당 교과서 단원의 덕목을 

관련지으며 주제를 파악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고 발문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더 쉽게 교과서 속 덕목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추상적인 덕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때에는 발표를 하거나 생각을 

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누구나 알기 쉬운 이야기를 탐구할 때에는 주인공 

또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으므로 활발한 수업 참

여를 이끌 수 있다.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탐구를 통해 주제를 확인하도록 

하며 더 중요한 그 시간의 도덕 단원의 주제를 확인하고 연결점을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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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3) 이야기 탐구하기

   ‘이야기 탐구하기’단계에서 혹은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전체에서 암묵

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도덕적 대화이다. 이야기하기가 사건의 흐름이 순

차적으로 전개되는 것에 비해 대화는 근본적으로 상호작용이다. 이야기

가 제시될 때는 화자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표현하지만 그 이후 단계부

터는 교사와 학생들이 , 화자와 청자가 뒤엉켜서 서로 간의 의미를 소통

하며 합의점을 찾는다. 

   이 단계에서는 주제를 확정한 후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고민해보아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사건을 

찾고 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항 대립쌍을 확인해보는 것이다. 이 단계에

서는 주제에서 확인한 도덕적 사건을 탐구해본다. 초등학생의 경우 배려와 

봉사의 의미를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배려와 봉사의 의미를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면서, 타인의 입장만

을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

해 지나치게 자신을 억압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조강모 외, 2015: 

255). 따라서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덕목과 연결할 때 주의할 점 역시 고려

해야 한다. 진정한 배려와 봉사의 의미는 관계론적 존재로서 서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즉 배려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

하고 행동하며, 배려를 받는 사람은 받은 배려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상호성

을 의미한다. 따라서 덕목을 생각해보고 그 덕목의 의미를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돼지책』의 첫 장면에서 보면 텍스트에서 ‘멋진’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곳씨, 두 아들, 그리고 멋진 정원, 멋진 차고, 멋진 

차를 소개하고 가장 뒤에 ‘아내’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야기에서 피곳씨

와 두 아들의 얼굴만 등장할 뿐 피곳 부인의 얼굴은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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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뒷모습만 보일 뿐이다. 또한 ‘중요한 회사. ‘중요한 학교’라는 표현들

을 통해서 우리가 바빠서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간접적인 질

문을 하고 있다. 모든 삽화나 이야기들의 힌트를 통해 학생들은 피곳 부인의 

상대적 위상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 안의 인물관계를 충실하게 학습

한다.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점점 ‘멋진’이라는 수식어가 그 의미

와 달리 무언가 부족함을 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피곳 부인의 생

략된 모습에서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과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결국 『돼지

책』은 인간 존재와 가족 관계 및 삶과 관련된 문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

져, 첫 번째 그림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상호 존중과 배려와 같은 진정한 영

혼의 교감이 없다면 그것은 존재의 부정에 다름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나선희, 2013: 83).  

4) 나의 도덕 이야기 형식으로 조직하기

   이 단계에서는 도덕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나 사건 등과 관련하여 자기

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옳고 좋은 삶인지, 어떤 원리와 

규칙 및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

는지 등을 탐구하고 또 판단을 요하는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는 올바른 추론

과 깊은 사유를 통해 바람직한 결정과 선택을 해 보도록 이끈다. 또한 자신

의 도덕적 경험을 발표하고 논의하면서 공유하는 과정에서는 도덕적 가치 

규범과 바람직한 삶의 문제에 대한 자기 연관성을 높여 가치의 내면화를 깊

숙이 도모하도록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성공하

기 위해서는 교사의 사전 발문 연구가 중요하다. 

   배려와 관련된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통해 주제를 구체화하고 자기의 경

험을 떠올려보는 활동을 했다면 상반이라는 관점에서 주제를 이해하고 수집

과 취미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조직해보도록 한다. 나

의 이야기 형식으로 조직하는 단계에서는 글쓰기 전단계로 한정해서 보기보

다는 최대한 다른 학생들과 주제에 관련해서 토론하면서 적극적인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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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타인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비교해보면서 나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제시된 이야기와 관련된 자신의 도덕적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과 떨어진 동화가 아닌 실생활의 도덕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

회를 갖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통찰해 봄과 동시에 올바른 선택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자신만의 이유와 방법을 찾게 된다. 

   이야기는 결국 문학의 일종이며 결국 인간의 체험적 특성을 강조한다. 이

런 까닭에 문학적 체험을 바람직하게 하도록 도와야하므로 수업 역시 강의

식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이항 

대립쌍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주제를 찾아서 관련된 자신만의 이야기를 

떠올려보고 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모둠별 토의를 하도록 안내한다. 

그 과정에서 도덕적 덕목과 관련된 학생 개개인의 내적 욕구와 경험, 그리고 

도덕주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보면서 개인 차원에 머물러 있던 이야기 형식

을 토의를 통해서 상대주의의 오류를 피하면서 공동체적 기반에서 상호 의

사소통할 수 있는 도덕적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한다. 

   부버(M. Buber)는 참다운 인간관계는 ‘대화적 관계’일 때 가능하다고 보

면서 대화적 원리를 인간 삶의 기본 원리로 추구한다(이삼열, 1992: 235). 

그는 대화를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진정한 대화(der echte Dialog)는 상대

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의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여기서는 생

동하는 상호성이 형성된다. 기술적 대화(der technische Dialog)는 사실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따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대화로 위장된 

독백(der dialogisch verkleidete Monolog)은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기

는 하지만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단지 자기만족이나 과시를 위

해 말을 하는 경우이다.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 반면에 독백을 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사상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의사소통의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

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진실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즉 진정한 대화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성을 바탕으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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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손철성, 2007: 249). 

   따라서 부버의 주장처럼 토론이나 토의와 같은 대화를 도덕시간에 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의견, 또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내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상대방의 도덕

적 고민, 경험, 상황들을 진지하게 들어보면서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

해 하는 것이다. 

   이야기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그물을 

만들거나 간단한 발표자료를 만들어서 내용을 구성하고 그 부분을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이야기하면서 구체화시켜나간다. 예를 들어 피곳씨 부인과 우리 

엄마의 모습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부분에 대해 모둠이 함

께 생각그물을 만들어서 모둠원들의 공통적인 생각과 차이점을 찾아 볼 수

도 있다. 또한 자신의 도덕적 경험 혹은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

습을 되돌아보고 친구들과 의견교환을 하면서 다들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배우면서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

해볼 수 있다. 

5) 도덕 이야기 글로 써보기 

 

   이 단계는 바람직한 가치 의식 및 도덕적 능력과 성향의 형성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도덕적 가치 규범의 내면화를 보다 심화하고 바람직한 삶의 자

세에 대한 주체화와 개별화를 한층 깊이 도모하는 과정으로 고학년에 편성

했다. 앞서 언급했지만 태펀과 브라운은 학생들이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자

신의 도덕적 경험과 자기 이야기를 구성하여 할 경우 저자 의식(authorship)

과 도덕적 권위가 발달할 수 있다는 점, 가치 의식과 분명한 도덕적 관점 및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도덕적 사고와 감정 및 행위의 

주체화 등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수업에서 다루는 가치 규범과 관련하여 자신의 도

덕적 이야기를 만들거나 자기가 수업시간에 판단했던 것, 고민했던 것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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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보도 듣고 읽고 생각한 바를 바탕으로 상

상하여 도덕 이야기를 만든다. 어떤 방법이든 학생들은 인간의 바람직한 삶

과 관련하여 자신을 보다 깊이 성찰하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

해 갈 것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표현한다. 또한 이항 대립쌍을 활용하여 대립

적인 개념적 구조 속에서 쓰는 방법도 제시될 수 있다. 글로 써보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도덕적 문제를 깊이 숙고하게 되고 건전

한 가치관과 올바른 삶의 자세를 형성하고 도덕적 사고, 판단 능력과 실천 

성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글을 쓰는 것이 개인으로 하여금 

깊이 숙고하고 성찰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경험한다. 확실히 어떤 문제

나 대상에 대해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말로 표현하거나 글

로 써서 나타낼 때 보다 깊이 있고 보다 분석적이며 논리적, 종합적인 사고

를 할 수 있다. 즉 글쓰기는 인간과 사회의 도덕적 삶과 가치문제에 대해 심

층적인 사고와 자기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학생들의 자아 성찰

을 돕고 건전한 가치관과 신념 체계의 형성에 크게 공헌한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글로 쓰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현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만화

나 그림 혹은 표정이나 신체 동작으로 나타낼 수 도 있다. 더 나아가 교육 

연극의 대본을 만들고 연극놀이, 마임놀이, 역할극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위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피곳씨의 부인의 입장에서 편지를 써보거나 피

곳씨와 피곳부인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극을 써 볼 수 있다. 또한 수

업 주제와 관련될 수 있도록 ‘배려’의 관점에서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써보거

나 이와 비슷한 자기의 경험담을 써보고 그에 대한 느낌과 반성에 대한 글

을 써보도록 안내할 수 있다. 

6) 감상과 비평

   학생들이 그 시간에 다룬 도덕적 덕목과 관련하여 학습한 내용들을 종합

적으로 정리하면서 지식의 앎과 정착화를 도모하는 단계이다. 또한 학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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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구성한 자신만의 도덕 이야기와 갈등의 해결과정을 친구들과 상호작

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경험에 공감하거나 혹은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개별 경험이 정련, 심화되고 확대되는 동시에 의미 

있는 도덕경험과 가치에 대한 일반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자신의 도덕 경험 이야기 혹은 도덕 이야기에 대한 개별 발표를 통

해서 자신의 사례를 돌아보며 자신의 도덕적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객관화된 자신의 도덕적 자아를 확장하고 

상호 협력활동을 통해서 주관적 도덕적 관점과 객관적 도덕적 관점을 통합

하여 도덕적 사고를 통한 바람직한 관점을 형성할 수 있다. 

   자기의 도덕 경험 이야기를 발표할 경우 학생들은 가치의식과 분명한 도

덕적 관점 및 도덕적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도덕 이야기를 구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바람직한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가상의 주인공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반성적으로 스스로

의 행동이나 모습을 성찰하게 된다.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끝나는 방식처럼 

마무리를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 결론부분에서 해당단원에서 제시된 이야기

의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제시되거나 아이들이 상상하는 이야기의 

도덕적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형태를 통해서 제시될 수 있다. 

3. 도덕 교사의 역할 

1) 경청하는 도덕 교사

   경청이란 의사소통의 기본적 과정으로서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

지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다.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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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경험이 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를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도덕 수업시간에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사나 학생들이 타인의 이

야기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듣는 일이다. 경청은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가 이에 대한 모범

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수업 문화를 유지해서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경청을 

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의 발

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정중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학생들

이 만약 교사의 생각과 혹은 대다수 학생들의 의견과 다르게 이야기하더라

도 그 학생에게는 그 학생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틀렸어. 자 다음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처리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

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교사의 듣는 일은 학생의 내면의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는 것으로 구체적

으로는 학습자의 의견이 교재의 어떤 부분을 보고 나온 것인지 그 부분을 

듣는 것이다. 들으면서 교사는 학생의 발언이 다른 학생의 발언과는 어떤 부

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나온 것인지 파악해야 하며 이전에 발언했던 것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역시 들어야 한다. 도덕 이야기 수업에서 경청하는 

교사는 자연스럽게 교재와 학생을 연결시킬 수 있고 학생들 간을 연결 짓고 

오늘 수업과 내일 수업을 연결 지을 수 있다. 또한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면

서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 짓는 일을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들의 배려 관계는 진정한 경청을 통해 형성된다. 배려 관계는 

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학습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도 큰 영

향을 끼친다. 학생들이 지닌 사랑과 소속감, 연관성의 욕구를 한 명의 교사

가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성공적인 래포(rapport)를 형성할 수 

있다. 교사는 경청을 통해 학생들을 배려하고 있고, 교과 지도를 초월하여 

학생들과 개인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애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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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할 수 있다. 

   경청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단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부분적이라도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파악해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대체로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때 사람들은 

종종 경청을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경청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어떤 다른 생각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대화상대방은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는 분

위기가 형성된다. 

   

2) 반성적 실천가로서 도덕교사

   과거의 학교에서는 교육실천은 과학적 연구에 따라 기초를 다진 기술을 

실천에 적용하는 ‘기술적 합리성’을 원리로 하고 있으며, 교사의 전문가상은 

‘기술적 숙달자(technical expert)'에서 찾았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교사 

전문가상은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행위 속의 성찰(reflection in action)'을 

실천적 인식론으로 하여 창조적 실천을 추진하는 ‘반성적 실천가(reflective 

expert)'에서 찾아야 한다(Schon, 1983). 

   기술적 합리적 패러다임에서는 교사는 이론적 지식을 적용하여 실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한 방법대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만을 강조하게 될 때 문제해결(problem solving) 과정에 집중할 

때 주어진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 도덕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이 문제라

는 것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기술적 합리적 패러다임에서는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제기(problem posing) 과정을 간과하게 만든다. 

   교사가 수업에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에 집

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현실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체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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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수업을 떠올리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은 이론적 지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안정되고 통제된 상황이 아니라 불확실성, 불안정성 특수성, 가치갈등

을 특징으로 한다(Schon, 1983). 따라서 교사는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자기가 

처한 교육현장의 문제는 무엇인지, 도덕적 덕목을 이번 수업시간에 학생들에

게 느끼게 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지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

려고 노력해야 한다. 

   숀(Schon, 1983)은 불확실성, 불안정성, 특수성, 가치갈등을 특징으로 하

는 상황에서 전문가 즉 교사가 발휘하는 예술적이고 직관적인 인식과정을 

담아내는 실천의 인식론을 제안하였다. 그는 전문적 실천가의 앎은 ‘행위 중 

앎(knowing-in-action)'으로 실천가의 지식은 실천 행위 속에 녹아 있는 것

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행위 중 지식(knowledge-in-action)' 즉 실천적 지

식은 ‘행위 중 반성(reflection-in-action)'을 통해 형성된다. 전문적 실천가

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특수하고 가치갈등적인 실천 상황에서 문제가 무

엇인가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행위 중 반성을 통해서이다. 

   숀이 제안한 행위 중 반성의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실천가는 무의식

적으로 일상화된 행위를 하는데 이런 행위는 실천가의 행위 중 앎을 드러낸

다. 실천가의 행위 중 앎은 행위 속에 녹아 있는 암묵적 앎이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는 결과나 상황을 만날 때 실천가는 놀라게 된다. 행위 중 반성은 

놀람에서 시작되며 반성은 실천가의 행위 중 앎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실천가는 놀람의 경험을 가져온 행위 기저에 있는 암묵적 

앎을 표면화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자신의 앎을 재구성한다. 그  이

후에 즉석 실험의 과정을 통해서 행위에 옮긴 후 잠정적 앎을 검증한다.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수업을 실행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학생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더 나은 수

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한 시간

의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골고루 참여와 기여의 기회를 제공했는지,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했는지, 창의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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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문을 조직했는지, 동료 학생들과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도록 자극했는지 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교사 역시 도덕적 삶을 수행하려고 애쓰게 되고 그 모

습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도덕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한 시간의 수업을 존중하며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화의 대상이 되며 교사의 경험 자체가 자연스러운 인물학습이 되고 이야

기 자료가 될 수 있다. 

3) 배움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도덕교사 

   한 시간의 도덕 이야기 수업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교

과서 속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지만 교과서가 반영

할 수 없는 시대적 배경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 경우 교사는 따

로 도덕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야 한다.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에서 

단원마다 적합한 이야기를 선정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지 어떤 매

체를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하루하루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한 시간의 도덕

적 가치 및 덕목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엄선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면

서 수업의 자료로 정련하는 데에는 교육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담당 교사가 혼자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동료 교사들 간의 배움의 공

동체의 구축해서 연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교사 스스로 서로 배우는 돕

는 관계를 형성해 협동적인 배움의 실현을 할 수 있으며 토의와 토론을 통

해 도덕 이야기 수업을 유의미하게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간의 도덕 수업에 진정한 배움이 실현될 수 있으려면 교사들도 협

동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서로 상호간의 교실을 서로 열고 

수업공개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교육의 전문가로서 서로 배우는 배

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학교 내부에 교사의 개성과 다양성을 서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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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솔직하게 교실의 사실로부터 서로 배우는 ‘동료성’ 을 구축함으로써 수

업의 사례연구에 의한 교내연수를 학교경영의 중심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교사는 ‘가르치는 전문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왔지만 이야기 

수업모형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사 자체

도 ‘가르치는 전문가’임과 동시에 ‘배우는 전문가’로 재정의 되고 그렇게 되

어야 한다. 

   제한된 수업 시간과 지면 내에서 적합한 자료를 선별해 내는 것이 상당

한 어려움을 수반하고, 이야기 자료들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배움의 교

사 집단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효율과 발달을 담보할 수 있는 이야기 자

료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 사람이 검증하는 것보다 다

수의 교사가 토의를 통해서 자료를 선별한다면 도덕적 이성의 고양과 감성

의 심화와 더불어 양자의 융합에 의해 도덕적 주체로서 자신의 판단과 의지

에 의해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교실에서는 협동학습이 중요한 주제이며 매순간 짝과의 의견교환, 

모둠활동으로 서로의 의견조정하기를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정

작 교사는 독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동료교사와의 협의와 재조정의 과정

을 겪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을 이해할 수 없고 적어도 도덕교과안에서의 해

당 덕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교사 역시 동료들과의 적극적인 수업 

공개와 의사소통을 통해 활발한 논쟁을 펼치면서 수업을 준비하고 제재들을 

선정하고 의견을 조정할 때 그 안에서 배움을 경험하게 되며 그 배움은 자

연스럽게 학생들의 한 시간의 수업에 반영되게 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다른 교사들과의 교육적 협력에 동참해야 하며 그 배움의 공동체 

속에서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이야기 자료를 탐색하고 논의하며 효율적인 수

업 준비를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매 시간 학생들의 양질의 자료들이 

공급될 수 있으며 교사 역시 진정한 배움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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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도덕과 교수 ․ 학습 방법 중 이야기 수업 모

형을 분석하고, 내러티브 접근법의 영향을 받은 이건의 교수법을 활용하여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을 설계하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

해 관련 문헌 자료를 통해 기존의 이야기 수업 형태, 도덕교육에서 이야기 

수업모형 그리고 이건의 이야기 수업모형을 분석하여 현재의 초등 도덕과 

교육에 적절한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업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간의 다양한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된 교수 · 학습의 장이다. 그 다

양한 교육적 상호작용의 핵심에 있는 것이 이야기이며 그것의 중요성은 내

러티브적 접근을 통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서사의 형식을 제외하고는 살

았던 시간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Bruner, 1987, 12-13) 는 브루

너의 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수업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에서부터 예시자료,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유발 자료 등 이야기는 이미 우리의 수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덕과 수업은 ‘도덕적 인간 형성’이라는 도덕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이야기의 장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실제

로 도덕과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가 도입되어야 하며 그 이야기가 어떤 방식

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오랜 세월동안 도덕과 수업의 주요 관

심사가 되어왔다(박현진, 2011: 191). 이전의 도덕교육 분야에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주로 이야기의 활용 방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내러티브 접근을 

통해서 이야기 자체의 가치, 역할 등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론적 이해에 기반

을 둔 이야기 수업모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도덕 이

야기 수업 모형 역시 이야기의 개념 및 역할의 중요성에 다시 한 번 주목하

고 이야기가 가진 힘을 극대화하면서 도덕과 교육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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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격운동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명인 리코나(T. Lickona)는 인격의 개념

을 인지적 · 정의적 · 행동적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의내리고 인격

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의 통합적 도덕교육을 주장한다. 즉,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회 속에서 추구되어온 도덕적 

덕목에 가치를 부여하고 또 도덕적 추론 능력만이 아니라 도덕적 정서와 행

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내러티브적 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실제 삶

에서 도덕적 경험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차원의 상호관계’를 그대로 드

러내는 도덕적 이야기를 제공해준다. 이야기에는 자연스럽게 도덕적 목적과 

바람직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도덕교육에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근거가 된다. 브루너에 의하면 이야기를 통한 사유방식은 논리적

인 양식에 의한 접근보다 근원적이며 문제 사태를 유연하면서도 제대로 파

악할 수 있게 한다(Bruner, 1986: 11). 그에 주장에 따르면 논리적인 명제, 

혹은 지식 역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활용하여 가르칠 때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서술방식은 분석적이며 논리적이라기보

다는 대체로 은유의 방식으로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이야기를 통한 

배움은 학생들의 감성을 일깨울 수 있고 학생들이 문제 사태에 민감하게 반

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몇 년간 학교에서의 학생들 사이에서의 폭력 문제, 자살 문제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걱정하는 사회적 여론이 증가했

다. 그에 따른 비난은 고스란히 도덕과의 몫이었다. 도덕과 교육 무용론에서

부터 각 교과 및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강화에 이르기까지 도덕과에 대한 강

도 높은 압박이 있어왔다.  

   국가적으로 도덕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도덕 수

업의 성공이 핵심일 수 있다. 도덕과 교육 무용론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현장에서 도덕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교의 도덕과 수

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발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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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 시간의 도덕 수업 모형 역시 흥미 있고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되고 논

의되어야 한다. 하나의 틀로서 수업모형은 잘 정제된 것이지만 교사가 모형

을 사용할 때에는 상황과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변형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

할 때 한 시간의 도덕 수업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러티브 접근법에 근거한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을 설계

하고 그 적용방안을 찾아보았다.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학생들에게 감성

과 인지를 모두 활성화하여 교수․학습에 균형을 유지시켜 도덕 수업에 학습 

효과를 높이며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본질을 살리고 상세한 지식, 추

론과 발견의 과정 등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다양한 현실적 상황에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교육방법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외우고 공부하는 보편적 지식이나 규범들은 일상적 

생활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온 지식과 규범들은 이

론화되는 과정에서 명제적 내용으로 바꾸어져 구성되고 오히려 현실의 개인

에게 적용될 때는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보편적 틀로 작용하기도 한다.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은 지식과 가치를 주입하는 형식적 과정이 아니라 

지식과 가치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어 준다. 그리고 도덕 이

야기 수업 모형은 도덕적 교훈이나 미담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에서부터 학습자들 자신이 경험했던 도덕적 갈등이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구성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하며 짝 혹은 소그룹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원활한 인격 함양과 도덕적 발달을 촉진시킨다. 

   본 논문에 소개된 내용은 내러티브 접근을 기초로 한 이야기 지도 기법

의 방법론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여기서 소개한 방법만이 도덕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중 

도덕적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통합적 도덕교육의 방법론으로써 내러티

브 접근법을 고찰해보았다. 또한 구체적 적용 방안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사

용했던 것들과 사용가능한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이 도덕과 교육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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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치 있는 역할과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기초 연구를 토

대로 실제 수업에서 활용한 후에 이론적, 실천적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더욱 정교화 되어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활

용하여 초등 도덕과에 적합한 수업모형(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모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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