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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취지와 목적

최근 자주 거론되는 청소년들의 도덕성 결여현상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 그리고 광범

한 비윤리 • 도덕적 행태는 우리 국가 • 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 심각성은 1995년 말경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폭

력과 비행을 일삼아온 중 · 고교 불량서클이 1백 49개나 되고 가입학생수도 1천 5백

여 명이 되는 것으로 발표된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학생들의 비행을 막고 그들의 선도를 위해서는 가정·학교·사회가 공동으

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정의 영향력

이 약화되고 있고， 물질만능풍조와 상업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사회의 비교육적 풍

토속에서， 학교교육의 책임과 그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초·중학교에 도덕과， 고등학교에 윤리과를 필수교과

로 설치하여 공식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교육，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덕과·윤리과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동 교육이 제구실

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최근 학생들

의 건전한 인성발달을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교육개

혁위원회의 발표자료(교육개혁위원회 교육과정특별위원회 r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 1995년도 Lemix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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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혁방안J， 1995. 12. 14)에서도 현행교육이 지식교육에 치우쳐 학생들의 행동실

천과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도덕과·윤리과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교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교과운영의 방법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도달하

게 되었고， 교실수업외의 보조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다시 말하

면， 교과교육의 성과를 위해서는 정규적인 교실수업외에 보조적인 지원활동이 있어

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 도덕과를 택하여 방법적 개선방안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즉，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 교실 수업외에 별도의 도덕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개방되고 정서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동시에 학교 안과 밖에서 봉사활동이나

학부모들의 협조를 야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도덕과교육의 내실화와 성과 달성을 위해서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추진되는 교실 수업외에 도덕실운영， 봉사활동， 학부모협조 등

과 같은 보조적인 교육활동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내용은 교과교육학회인 r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의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전국 15개 교육청 중등장학과에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 보

급하므로써 중학교 도덕과 교육의 내실화와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면담법과 문헌조사법이었다. 연구자들이 중학교 현장

에서 도덕과수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교사들과 면담하여 수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

는 보충적인 도덕교육지도방안을 개발하였다.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에서 최근 사용되고 았는 다양한 교수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우리의 학교현실에 적

합한 지도방안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연구자 4인 중 연구책임자(정세구 · 서울대)는 연구전체의 기획·추진을 맡았고， 연

구자중 1인(서 강식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외국의 관련연구 조사분석을 맡았다.

나머지 2인(오석종 · 신연중교사 차우규 · 서울여중교사)은 학교현장에 대한 조사 ·

개발연구를 담당하였다. 주요 관심영역으로는 도덕실에 대해서는 주로 오석종， 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차우규， 학부모협조에 대해서는 서강식이 주로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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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덕실 운영

1. 도덕실의 구성과 설치

가. 도덕실 구성의 요건

오늘날 교육의 목적은 문화전수를 위하여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고， 변화시키려

한 과거의 학습이론과는 그 설정이 다르다.1) 오늘날의 학습의 개념은 학습자가 신

체적·지적·정서적으로 통합된 유기체로서 외부의 전체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루어진다는 통합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학습자는 수동적인 존재로 상정되

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의 다양한 특정을 인식하여， 학습환경

을 설계하고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교실은 거의 천편일률적

으로 학생들이 교사를 향하여 일렬로 앉을 수 있게 책 · 걸상이 배열되어 있으며，

교사는 교실 앞 중앙에 위치한 교단위에 서도록 되어 있다. 이때 칠판과 분필은 거

의 유일한 교구이며 학생들의 책 · 걸상은 거의 변경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교실

의 공간 형태도 천정， 벽， 그리고 바닥으로 구성된 입체적 공간 형태가 아니고 오직

교실 바닥만을 생각한 장방형 내지는 정방형의 형태 일뿐이다. 학교 교실이 이러한

단순한 구조와 설계를 갖고 있는 이유는 학습자인 학생을 수동적 존재로 여기는 낡

은 교육관에 의거하여 교실이 설계 되었기 때문이다.2)

도덕과 교육은 다른 과목과 달리 학생들의 도덕적 지식이나 판단력과 같은 인지

적 영역 외에도 도덕적 가치와 태도， 행동 성향과 같은 정의적 영역을 중요시한다.

도덕과 교육은 인지적， 정의적인 특성을 통합적으로 육성하는데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환경 요소로 교실환경에 대한 적절한 고

려기·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동적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

주입적인 교육으로는 도덕과 교육의 성과를 만족한 수준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은 자명한 일이다.

다행히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도덕과 교육의 통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다양한 교육방법과 기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외에도 종전과 달리 교실분위기에

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3) 여기서 도덕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 교실

인 『도덕실』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도덕실은 보통 교실이 아닌

1) Thomas J. Sergiovanni and Dacid L. Elliot, Educational and Organizational Leadership in Elemen
tary School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75), p. 187.

2) Thomas G. David and Benjamin D. Wright (eds.l, Learning Environ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Press, 1981), pp. 1•12.

3) 교육부 r중학교 도덕 1 교사용 지도서 J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5), pp.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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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실이며 그 속에서 토론을 할 수 있고， 시청각 매체를 사용하기 쉬우며， 또

많은 참고 자료들을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교실이다.

일반적으로 교육 시설이 학생들의 학습을 촉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교육 심리학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도덕교육과 관련한 교육시설로서 고려

되어야 할 중요한 교육 심리학적 원리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무엇보다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the feeling of be

longingness and security)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시

설이 학생들에게 그룹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를테면 소집단을 위한 토론실， 소

집단 별로 특별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특별활동실 등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학습

과정에서 시각， 또는 청각적 요소가 함께 적용될 때 학습된 지식과 능력의 지속성

은 향상된다. 학습 단원과 관련된 적절한 시청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교실 공간

과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 학교에서 학습 상황과 학교 밖에서의 학습상황 사

이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학습의 효과는 증대된다. 학교 교실환경을 학습된 지식과

능력이 적용될 학교 밖의 상황과 비슷하게 체험적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 속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을 때 도덕성 함양 교육과 인성 교육의 내실화가 성과를 거두

기 위해 앞으로 설치해야 할 도덕실은 보통 교실 환경이 갖고 있는 요소 외에 다음

과 같은 특별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 등을 통한 다양한 수업 기법이 활용될 수 있는 업체

적 학습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통 교실은 주로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과 주

입에 편리하게 평면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가치의 주입식 교수 방법에 의한 강의

법 외에 다른 수업 방법과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다. 학생들

을 수동적 위치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지루하게 만들고， 학습 의욕을 고취하지 못

하며， 따라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한 지적 능력이나 가치 판단력이 신

장되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교실 공간의 입체화는

도덕 수업에서 다양한 교수기법의 적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었다.

둘째， 시청각적 매체를 사용하기 쉽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

금 교육의 내용을 생생하게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기술에 있어

서 시대적 요구에 알맞은 방법이 개발되고 보급·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

지가 없다. 인간의 경험은 보통 83%가 시각을 통해서， 13%가 청각을 통해서， 나머

지 4%가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학습자의 학습효과는 학습자

가 직접 경험에 의한 체험 학습을 할 때 가장 높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나， 시청

각 교육은 이러한 직접 경험을 할 수 없는 수업상황이나， 수업내용을 대리경험케

함으로써 언어 및 교과서 중심 수업이 추상성， 관념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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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업효과를 높여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감각 경험

에 어울리는 시청각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환경적 여건의 구비는 교사가 교실에서

관념적인 문자와 추상적인 언어에 주로 의존해서 수업하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데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특히 도덕성 및 인성 함양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도덕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덕과 교육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시

청각 기관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청각 교육적 요소를 구

비하여야 한다.

셋째， 예절 및 규범의 실행 연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도덕적 지

식의 체계적인 인식과 가치 판단 능력이라는 인지 능력만 가지고는 학생들의 도덕

적 행위를 강화시키기 어렵다. 위의 교육심리학적 원리에서도 언급했듯이 도덕적

규범과 예절의 실천은 도덕학습과 관련된 적절한 모의 상황을 부여하고 학교 밖의

실재 상황에 어울리는 행동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으면 더욱 효과

가 증진될 수 있다. 특히 예절 교육은 예절의 형식의 반복적인 연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 이러한 예절과 규범의 반복적 연습은 평면적으로 구성된 보통

교실의 공간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학생들이 편하게 일어서거나 앉고 필요에

따라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학생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읽기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구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과제를 공동으

로 연구하는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관련도서와 신문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력을 높이고 정서를 함양시키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읽기 자료의 도서목록을 잘 선정 비치한다면， 이 도

덕실에서 학생들의 인성 치료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4)

나. 도덕실 설치 방안

현존하는 학교의 교실들은 대부분 획일적이고 융통성 없는 교실이다. 교육의 다

양한 활동을 저해하는 획일적인 재래식 교실을 지양하고 학습형태의 크기와 다양성

에 따른 융통성 있고 다목적적인 교실의 설비가 시급한 일이다.

4) 인성 치료를 위한 표준도서목록 선정 기준의 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에게 온 정

성을 쏟는 모친을 묘사해 놓은 내용물이 좋다. 둘째는 신체적， 정신적인 면이나 생활 면의 역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인내와 노력으로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소년소녀 이야기나 타인과 사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소년소녀 이야기 등을 소재로 한 내용물이 좋다. 셋째는 비행화되기

이전의 밝고 맑았던 시절을 회상시키고 마음속에 그려진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내용을 소재

로 한 도서가 좋다. 넷째는 반사회적 범죄행동을 범하는 것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한 사회의 안영， 질서를 깨뜨렸을 때는 어떠한 심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를 소재로 한 내용물이 좋다.

허 병두 r열린 교육과 학교도서관J (서울 :고려원미디어， 1993), pp. 45-46.



44 師 大 論 驚(53)

그러나 이와 같은 교실을 모두 새로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새래의

학교 건축의 제한점과 행정적 경영적인 면의 제한점에 비추어 현재의 실정에 맞게

보통 교실을 변형하여， 새로 건축된 건불에서 행하여지는 수준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덕실은 보통 교실을 개조하더라도 도덕과 수엽

의 취지에 맞도록 앞에서 언급한 특별한 구성적 요건이 잘 배합될 수 있도록 설치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덕실에 관한 연구와 경험이 없는 현재의 우리 나라 상황에

서는 종래의 시청각실과 예절실 및 반공관들이 가졌던 장점을 잘 살리는 방향에서

교실을 꾸미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가급적 적은 경비와 작업으로도 보통 교실

을 변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교실의 시청각실화 방안을 제안하면 -

보통 교실을 변형하여 시청각실 요소를 도입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것 중 특히 도

덕실을 꾸미는데 중요한 사항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각 매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정방형이다. 그러므

로 도덕실을 꾸미기 위해서 교실을 고를 때에는 대부분의 보통 교실의 길이와 폭의

비율이 3 : 2인 장방형인데 정방형에 가깝거나5) 길이와 폭의 비율이 2 : 3이고 가

급적 넓은 교실을 선돼하는 것이 좋다.

둘째， 교실에 시청각 매체를 도입하게 되면 그것을 보관할 캐비넷과 설치대는 완

전히 고정되기 보다는 반고정， 혹은 완전히 이동식인 경우가 좋다. 이것은 이 특별

교실이 시청각적 요소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쉽게 공간이 변형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교실은 자연광에 의한 교실이기 때문에 시청각 매체를 사용할 때

는 커튼이나 다른 차광 장치인 drape이 나 blinds shutter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비 절약과， 다목적 수엽이 진행되는 장소라는 면을 고려한다면， 보통의 교실용 커

튼으로 대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각기 사용되는 시청각 매체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밝기가 다 다르기 때문

에 조명을 몇 가지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

나 다용도로 사용하는 교실임을 감안한다면 극장식 조명까지의 수준은 필요치 않다

고 보아야 한다. 최소한 형광 등을 부분적으로 키고 끌 수 있는 정도로 조명 등의

배선을 보통 교실과 달리할 필요가 었다. 그리고 교실의 정면， 후면， 그리고 양쪽

측면에 적어도 4개 정도의 전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백경옥 외， “효과적인 교수 학습을 위한 시청각 교실의 설계에 관한 연구" r시 청각 교육 8J , 74년 4호

(서울 : 이대시청각 교육학회， 1975),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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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변형된 교실에서는 융통성 있는 좌석 배치가 필요하다. 좌석은 도덕 단원

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종래의 전통적인 좌석 배치처럼 책걸상

을 일렬로 배치하는 것은 절대로 배제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변형된 교실은 시청

각 교육용만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서 언급할 예절실이나 토론실의 기

능도 겸비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교실처럼 책걸상을 배치하는 공간 구성은 도덕실

구성에 있어서 가장 멀리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교실의 예절실화 방안을 제안하면 -

여유 교실이 많지 않은 현재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교 실정을 감안할 때， 도덕

과와 관련하여 학교 관리자나 교육 행정가들이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특별 교실은

예절실일 것이다. 예절실은 예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대인 관

계를 유지하고 명랑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통예절을 비

롯한 각종 생활 예절을 학생들이 연습하고 익히도록 배려한 교실 공간이다. 보통

교실을 변형하여 예절실을 꾸미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 바닥은 전통 예절에서 필요한 앉아서 하는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바닥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예절실에 들어오면 안방과 같은 편안

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바닥 장식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변형된 교실에서는 보통 교실의 책걸상이 아닌 이동과 정리 정돈이 쉬운

책걸상 대용물을 설치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예시하는 것처럼 예절 교육을 위해

필요한 탁상은 보통 가정에서 손님 접대시 쓰는 탁상， 접고 펼 수 있는 큰 탁상 정

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예절 교육에 필요한 집기·교구(예 : 한복， 잣잔， 전화 예절 실습용 전화， 방석 ...

등등) 응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안방을 연상할 수 있도록 교실 양쪽에 문갑

이나 잣잔을 보관할 수 있는 유리장 등을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 학생들이 변형된 교실에 들어오는데는 안방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올 수 있

도록 교실 밖에 신발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섯째， 예절 교육의 시각적 효과를 도울 수 있는 벽면에 예절 또는 도덕 실천에

관계되는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벽면 환경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통 교실의 토론실화 방안을 제안하면 -

도덕과 수업은 도덕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통 교실에서 하는 주입

식 교육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학생들의 도덕성 및 인성 함양을 통한 통한 실천

성향의 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탐구식 방법에 의한 여러 다양한 기법과 수업 모형

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탐구석 방법은 문답법， 토의법， 역할놀이법， 시율레



46 師 大 論 뽑(53)

이션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가치명료화 모형， 가치분석 모형 등과 같은 교수

모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도펙과 수업을 위한 기법과 교수 모형은 대부분 자유

로운 토론과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교실 분위기를 요청하고 었다. 보통 교실을 변

형하여 토론 교실을 꾸미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좌석 배치가 조별 토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도

덕과 수업에서 다양한 기법과 교수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별 토론， 세미나，

포럼 등의 대화 형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형， 5-6명이 소집단이 대좌할 수 있는

형식， 등의 좌석 배치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도덕실 수업계획(* 뒷장

에 기술할 것임)에 따라서 적절한 좌석 · 탁상(책상 대용) 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둘째， 조별 토론시 다른 조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소리의 반사를 막고 교

실 밖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천장 구성이나 벽면 구성을 고려한다.

셋째， 교실 분위기가 편안함과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시각적， 미적 고려를

한다. 보통 교실의 딱딱한 직사각형의 책상과 의자보다는 원형 테이블 또는 탁상이

소그룹 간의 친근감을 더해 줄 수 있다. 가구나 집기 선택시 흔란한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는 색깔 구성은 삼가한다. 또한 앞의 예절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바닥을 장

판이나 카페트로 설치한다면， 보통 교실에서 맛볼 수 없는 편안함을 줄 수 있다.

다. 도덕실 설치의 실례

앞에서 지적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보통 교실을 변형한 한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모형은 앞에서 언급한 시청각실적 요소와 토론 교실적 요소를 첨

가한 것이다(다음 47쪽의 <도 1>을 참조할 것).

2. 도덕실 운영 계획

도덕실 운영은 하드웨어와 소프트혜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도덕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분리시켜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

니라 하드혜어-소프트웨어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논

의의 깊이와 편의성을 위하여 우선 이 두 관점을 분리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하드웨어적 관점에서의 도덕실 운영 계획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도덕실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넓게 보면 앞에서 언급한

도덕실 설치와 구성 자체라고 할 수 있고 좁게는 이 공간에 설치된 장비와 집기를

교수 목적에 효과적으로 조작하고 배치하여 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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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Dr도덕실의 기본 구조와 설비」

는
상
접
탁

조명 S.OHP 스크린미는식 칠판

이동식 교탁

VTR 및 TV
OHP , 오디오세트
보관함

북
쪽

창

문

남
쪽

창

문

민속장판

문
갑

대

출입구다기장
E드
τ-커

신발장

여기서는 좁은 의미를 하드웨어적 개념으로 사용하겠다.

하드웨어는 교수 보조매체의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물리학의 원리를 교육에서

이용하려는 것이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영사기， 비디오， 음향기기， 컴퓨

터， OHP 등의 시청각적 보조 매체를 운용하는 것이다. 또한， 도덕 실습을 위한 학

습 보조 자료(예 :전통예절을 학습하기 위한 한복 병풍 방석 등등)를 제작 사용하

는 것이다.

가급적 도덕실에서는 백묵과 칠판에 의존하는 수업을 지양하고， 시청각 보조 매

체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통한 수업목표의 실현이 가능할 수 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과정 또는 교수방법을 독립변인으로 간주하고

적절한 시청각 매체를 배치하고 그에 따라서 그 매체를 조작하는 노력을 병행시켜

야한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요소가 갖추어야할 것을 간추려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6)

6) 1. K. Davies, “Instructional Development : Themata, Archetypes, Paradigms , and Models." In R. K.

Bass & C. R. Dills(eds.), Instructional Development : The State of the Art II. Dubuque, (Iowa :
Kendall-Hunt,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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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실수업에서의 설명 및 자료제시를 도와주기， 둘째，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

하기 어려운 학습경험들을 시청각 매체의 시범을 통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셋째로 라디오， 댈레비전， 영화， 녹음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교수-학습을

보다 충실히 전개할 수 있는 수단적 기능을 제공하기 등이다.

이상의 요소를 고려하여 각 교과 단원별 하드웨어의 요소의 이용 계획과 제작 계

획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용 가능한 하드웨

어 요소로는 대표적으로 VTR과 Slide 자료， OHP를 위한 TP 자료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한 제작 요령과 이용 방법에 관해서는 본고 외의 연구물들7)을 참

조하기로 하고 생략한다.

나‘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의 도덕실 운영 계획

도덕과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활용은 수업목표

를 성취하는데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도덕

수업을 도덕실에서 수행하는 것은 도덕 수엽의 효과나 수업 관리변에서 번거롭고

비능률적이다. 도덕실 수업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주로 학생들의 도덕성

과 인성의 함양을 통한 도덕 규범의 내면화와 실천성향의 강화를 꼭 필요로 하는

단원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

대체로 도덕실에서 수업을 필요로 하는 도덕과 단원으로는 예절 단원， 민주시민

윤리와 관련되는 단원 또는 학생들의 탐구 조사발표가 필요한 단원 등등이 있다.

이들 단원에 도덕실 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단원마다 세심한 수업 기법

상의 연구가 동시에 수행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6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도덕 1. 2 교과서를 도덕실 수업 유형별로 분석하여 대략적

인 소프트웨어적 운영계획을 세워 보면 다음과 같다.

7) TP자료의 제작과 활용 방안에 관해서는 金東根， “도덕·국민윤리과 수업을 위한 간이 시각자료 제작 및

활용 방안" 한국도덕국민윤리과교육학회， 도덕국민윤리과교육 제1호， 1990과 정재영， “도덕과 수업에서

의 OHP 활용 방안" 우리교육 중동용 95.6월호를 참조하면 좋고， VTR 자료의 제작과 활용 방안에 관

해서는 강영일， “TP자료의 제작 및 활용과 VTR 자료의 활용" 우리 교육 중등용 95. 6월호를 참조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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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덕실 운영 수업계획 1

수업유형 학년 관련단원 시 관련자료 고

n. 가정과 학교 생활 예절
VTR,OHP, 한복，

평절， 큰절 풍의 숙달을

1 2. 가족，친족，이웃 간의 예절 2\4
모의 전화기， 잣잔

위해서는 반복적인 조별

(1) 가정에서 예절(88-99쪽) 연습을 펼요함.

예절수업 n. 가정과 학교 생활 예절
특히 복도에서 선생님에3. 학교 생활의 예절
대한 예절， 교무실 출입

(l) 선생님에 대한 예절， 친구 2 VTR, OHP
시의 예절은 강조하여

간의 예절과 도리
여러번 연습하게 함.

(111-121 쪽)

1. 삶과 도덕

2. 도덕적 사고와 신념

(1) 도덕적 사고의 필요성
토론수업을 효과적으로(2) 합리적 사고
이끌기 위한 역할극에

1 (교과서 24-34쪽) 2 OHP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

※ 토론 수엽은 본 단원 외에도
함.

교사용 지도서에 「특별교실

용」 지도안으로 작성된 단원

들 대부분이 해당됨.
토론수업

1. 가치와 도덕 문제

3. 가치와 도덕적 판단

(l) 가치 선택 (42-47쪽)
가치명료화 모형과 가치

※ 6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2학년
분석모형의 수업모형에

2 단원에서 토론 수엽은 본 단 2 질문지， OHP
대한 교사의 사전 연구

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원
가필요함.

들이 반드시 토론 수업을 거

치도록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

서가 작성되었음.

m. 사회와 도덕

3. 현대 사회와 시민 윤리

(l) 오늘날의 시민 윤리의 모

습(교과서 162-166쪽) VTR 시청각 수엽은 시청각

※ 6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1학년
1 KBS 특별 제작 자료 사용 후 토론수업

단원에서 시청각 수엽은 본 「선진 시민 사회 I , 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단원 외에도 도덕적 감동과 n, ill J 함.

시청각
감화를 줄 수 있는 예화자료

7
카~ 업

를 시청각적 자료로 제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N. 민족 통일 문제와 북한의

현실
VTR 2시간분 수업으로는

2
1.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2 KBS 다큐멘터리
VTR자료가 많으니

(l) 민족 분단의 원인，
「한국전쟁」

취사선택거나 편집해서

(2) 민족 분단의 과정 사용할것

(2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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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실 운영의 실제

앞 장 도덕실 운영 계획에서 언급했듯이 도덕실에서 수엽은 크게 ‘예절수업’， ‘토

론수업’， ‘시청각수업’ 3가지로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순전한 토론수업， 순

전한 시청각 수엽은 있을 수 없고 토론이 주가 되면 토론 수업， 시청각이 주가 되

면 시청각 수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예절수업과 토론수업 운

영 실제에 관하여 언급하겠다.

가.예절수업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예절 단원을 대상으로 도덕실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과 방법을 예시해 보겠다.

〈표 2> r도덕실 운영 수업계획의 예 1 : 예절 단원 수업」

1. 수업 단원:중1 도덕

II. 가정과 학교 생활 예절

2. 가족， 친족， 이웃간의 예절

(l) 가정에서 예절

2. 수업 중점 지도 사항

가. 생활 예절(보통 인사， 전화， 손님 접대)

나. 전통 예절(큰절， 평절)

3. 지도상의 유의점

가. 예절이란 형식보다 마음이 수반되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경의와 애정의 표현임

을 알도록 한다.

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 단순한 예절 동작의 반복적 훈련만으로 그치지 않고， 도덕적 사태에서 여러 예상

되는 갈동상황을 부여하여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예절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성향

을 실재적으로 배양하는데 수업의 목표를 둔다.

4. 지도 수업 계획

신발 정돈 및 입실

출석 번호 10명 1열로 바른 자세(남학생 : 책상다리， 여학생 :무릎을 모아 한쪽으로

꼬아 앉기)로 앉아 자세 안정하기 (7분)

수업 목표 부여 (3분)

OHP 자료 또는 VTR 자료 활용을 통한 예절동작 설명 (15분)

시연하기 및 실습하기(20분)

조별 연습(35분)

정리00분)

5. 예절 지도 교육 자료 제작(* 자세한 작성 과정은 생략함)

TP 자료

게시 자료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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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도덕실에서 예절수엽은 보통 교실에서 예절수업에 비하여 그 효과는 비교

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고 평가된다‘ 우선 학생들에게는 보통 교실과 다른 교실

분위기에서 편안항을 느낄 수 있고 실제 개별 연습 조별 연습이 가능할 수 있어서

배우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학생들은 예절수업을 기다리는 정도로 도덕 시간을

맞이한다. 또 도덕실에서 예절수업의 결과 인사 전화 절 등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나. 토론수엽의 실제

「도덕실 운영 실제 2: 가치 명료화 수업모형을 이용한 수업 실제」

도덕과 수엽의 탐구식 방볍 중 가치 갈등 수업 모형은 규범의 내면화， 가치 갈등

의 해결， 실천동기의 강화에 유용한 수업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는 주지의 사

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갈등 수업 모형에 의한 수엽의 전개가 현행 보통 교실

의 고정된 공간에서는 그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

가치 갈등 수업 과정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여기

서는 래쓰(Louise E. Raths)와 하민 (Merrill Harmin)의 가치 명료화 모형을 중심으

로 도덕실에서 학생들에게 가치의 내면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업 계획에 대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래쓰(Raths)와 그의 동료들의 가치명료화 과정은 CD 자유로운 선택(choosing freely)

@ 여러 대안들 중에서 선택 (choosing from alternatives) ® 존중(p디zing)， 그리고 행

동(acting) 과정을 거침으로써 가치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본다.8) 학생들의 가치 명

료화를 위한 도덕실에서 수업 전략은 1단계에서는 교사의 적절한 발문과 대화의 기

술이 요청되고， 2단계에서는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는 탐구의 과정을 요구하고 3단계에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선택을 확언하

는 과정으로서 일종의 토론 과정이 주가 되도록 한다.

8) Louis E. Raths, Merrill Harmin, Sidney B. Simon, Values and Teaching (Columbus: Chales E. Merrill
Publishing Co., 1978), 정선심， 조성민 (역)， r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J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4),
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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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r도덕실 운영 수업 계획 예 2J

1. 수업 단원 :중2 도덕 (96도 출간)

1. 가치와 도덕 문제 3. 가치 선택과 도덕 판단

2. 수업 중접 지도 사항

가. 가치 선택 과정의 숙달

나.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려는 자세 습득

3. 지도상의 유의점

가. 어떤 덕목이나 가치의 내면화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선택의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학생 개인의 가치를 명료화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가 분명하게 되어야 한다.

다. 자신의 가치를 확언하는 3단계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토의 분위기를 잘 형성한다‘

4. 지도 수엽 계획

신발 정돈 및 업실

출석 변호 6명 1조로 큰 상을 중심으로 바른 자세(남학생 : 책상다리， 여학생 :무릎을
모아 한쪽으로 꼬아 앉기)로 앉아 자세 안정하기 (7분)

수엽 목표 부여 (3분)

OHP 자료 또는 VTR 자료 활용을 도덕적 가치 갈둥 사태 부여 (5분)

문제 파악하기, 대안 찾기 및 질문지 작성 (10분)

조별 토론을 통한 자신의 선택 공언하기 (15분)

정리 (5분)

5. 가치 명료화 수업 모형에 펼요한 교육 자료 제작(* 자세한 작성 과정은 생략함)

TP 자료

질문지 제작

III. 봉사 활동

1. 봉사 활동 학습의 의의

가. 봉사 활동 학습의 의미

봉사 활동 학습(Service learning)은 단순한 공동체에 대한 봉사 활동 (Comm

unity service)과는 구별된다. 봉사 활동 학습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와 이에 대한 학

습 기회가 함께 연결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은 봉사 활동 경

험에 대한 사려 깊은 반성이 수반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봉사활동 학습은

준비 (preparation) , 봉사(service)， 반성 (reflection) , 그리고 축하(celebration)의 4가지

요소를 지닌 수업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9)

9) C. I. Fertrnan , Service learning for all students , Phi Delta Kappa Educational Foundation <Indiana :
Bloomington, 1994), p.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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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봉사 활동은 ‘자기의 시간과 힘을 모아서 남을 돕는 행위’ 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사회 봉사 활동은 봉사자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

들을 많이 접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을 맛보며， 삶을 보다 보람있고 의미 있게 해주는 자극제가 된다. 과거에는

인간애의 발로로 무조건 주는 순수한 동기에서 사회적 봉사의 의의를 찾았으나， 현

대에 와서는 점차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첫째， 봉사 활동은 ‘시민 참여’의 한 형태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둘째，

사회 봉λ}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이기적 마음을 불식하고 ‘공동체 의

식’을 심게 한다. 셋째 사회적 봉사 활동은 ‘복지 제도의 불완전을 보완 • 강화’시

켜 준다10).

봉사 활동 학습의 뿌리는 존 듀이(J， Dewey)의 실험 교육， 시민성 교육으로 거슬

러 올라갈 수 있다. 그는 학생들이 자신의 환경을 탐험하고 통제하기를 원한다고

믿었다. 그에 의하면， 그들의 세계를 탐험할 때， 학생들은 사회 문제들을 만나게 되

고， 이의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지식들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험 교육(experimental education)은 학습자의 환경과의 상호 작용과 교육의 통

합적 부분으로써 경 혐 의 효과적 인 활용을 강조한다. 과정 (processing)은 봉사 활동

학습에서의 반성 (reflection)의 개념에 대한 기초이다. 시민성 교육(citizenship edu

cation)은 민주적 삶과 일치하는 가치의 발달을 가져오도록 도와준다. 공동체에 대

한 봉사나 자원 봉사는 시민성 교육의 요소틀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실제 과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

의 지식을 적용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봉사 활동 학습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봉사 활동 동기의 철학적 배경은 자선(Ch없ity)， 상부 상조(Mutual

Aid) , 인도주의<Humanitarianism) , 시민 참여 (Citizen Participation)의 정신， 박애주

의 (Philanthropy) , 자기 희생과 헌신 등으로 지적된다，m 또，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인식， 이해， 실행， 평가 등 4개의 단계로 나누어 제시되기도 하고12)봉사 활동 학습

의 지도 단계를 준비， 집행， 반성 등의 3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10) 봉사의 개념은 처음에 서양에서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배경에서 ‘타인을 위한 봉사정신’에 입각

해서 발전되었다. 그라고 이것은 곤경에 처한 이들과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받은 축복의 일부를 나누고자 하는 ‘성김과 애정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봉사성은 냥을 돕

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올바로 판단하고 실천으로 옮기려는 행동 성향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

으로 이것은 봉사 활동 학습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11) 조휘일， “자원 봉사 활동의 이념과 전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r자원 봉사 활통을 통한 청소년 지

도J ， 1988.

12) 조현재， “자원 봉사 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r교육 개혁과 청소년 자원 봉사 활성화J， 한국청소년학

회， 199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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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봉사 활동 학습에 대한 각국의 추세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역 공동체에서의 봉사 활동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

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봉사 활동을 제도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1992년 메릴랜드주에서 최초로 공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75시간의 자원

봉사를 졸업 필수 과목으로 법제화한 이래 많은 주에서 이를 뒤따르고 있다. 청소

년들의 봉사 체험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현장 학습을 통한 협동심， 정직함 그리

고 성실성 등의 인성 개발을 위한 봉사 학습이라는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봉

사 활동이 제도화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현재와 같은 자원 봉사 체제가 기능할 수 있게 한 요인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봉사 활

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들

어가고자 할 때 사회 봉사 활동 여부는 합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다수 미

국인들에게 있어 자원 봉사는 사회 생활의 일부이다. 잘나거나 유별난 사람만의 특

별 활동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보통 생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가

능케 한 것이 단순히 봉사 정신 등과 같은 피상적인 요인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렸

을 때부터 몸에 배게 하는 교육적인 배려， 적절한 보상 체계 및 고도로 조직화된

운영 등 여러 가지 토대들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돼 이뤄진 공동 작품인 것이다.

미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으로 요양원， 무료식당(soup kitchen), 쓰레기

줍기， 노약자 돌보기， 공무원 돕기， 장애자 돌보기， 노인에게 책 읽어주기， 장님과 영

어 잘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 자선기금 모으기， 병 간호하기， 빈 장소 청소하

기， 지역 정원 만들기， 야외벽 (outdoor mural)에 그림 그리기， 가난한*사람에게 음식

제공하기 등이다.13)

일본은 1977년 문부성의 국고 보조 사업으로 자원 봉사 협력 학교 제도를 만들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가정과 지역 사회

개발을 추구해 오고 있다. 1994년부터는 ‘자원 봉사자 교육 연구 협의회’를 개최하

여 교직원의 지도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1，000개 초 · 중등 학교를 자원

봉사 협력 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부성은 1994년 2월 각 교육위원회에 ‘고교 입학생 선발에 대해’라는 통지

문을 내고 “자원 봉사 활동이 적절히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자원

봉사가 결국은 자기 개발로 이어지는 생애 교육의 첫단추라는 것을 중학생 때부터

13) Howard Ki rschenbaum, ](){) Ways to Enhance Values and Morality in Schools and Youth
Setting (Boston: Allyn and Bacon, 1995),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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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배게 하자는 것 이 다. 문부성의 이같은 권고에 따라 1994년 47개 都道府縣 중

42곳에서 입학 원서에 자원 봉사 활동란이 신설돼 입학 사정에 반영됐고 올 들어선

46곳으로 확대됐다. 문부성은 각 대학에도 같은 통지문을 보내 내년 대학입시에 처

음으로 자원 봉사 활동이 점수에 반영될 전망이다14) .

영국은 유럽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이다. 영국의 자원봉사자

단체는 남모르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숫자 파악이 불가능하나 영국 전체

에 30여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었다. 이처럼 자원 봉사에 대한 영국인들

의 열정이 남달리 높은 것은 첫째 기독교적언 박애주의 사상이 사회 전체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 자원 봉사가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영국인들은

상대적으로 가족간의 유대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대신 지역 공동체에 대해 높은

소속감을 지녀 소외된 이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자원 봉사에 참여할 경우 본인에게도 유익하도록 만들어진 사회 구조도 큰 기

여를 하고 있다15).

영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자원 봉사 활

동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에딘버러 공작 포상 계획으로 청소년 자원 봉사 활동

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다. 도펙과에서의 봉사 활동 학습의 접근 가능성

교육부에서는 현행 중등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자 199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내신 제도의 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교육부， 1993), 그 내용으로는 행동 발달 상황， 특별 활동 상황 그리고 교내 • 외의

봉사 활동의 평가 결과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10%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교과만의

평가에서 탈피해 교과외 활동의 평가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

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는 중학교에 봉사 활동 점수를 학년별로 8점씩 부여함으로

써 총 24점의 내신 점수를 두었다.

구체적인 예로 한 중학교의 봉사활동계획 16)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교내봉사， 교외

봉사， 개인봉사의 3분법을 쓰고 있다. 교내봉사는 연 13시간 활동계획으로 아침청소

(3시간) ， 화단 가꾸기 (6시간)， 방학중 일일봉사(4시간)로 되어있다. 교외봉사는 연 17
시간 활동계획으로 국립묘지 잡초제거 및 시든꽃 제거 (5시간) 한강 시민공원청소(3

시간)， 환경정화캠페인(3시간)， 소풍지에서 환경정화캠페인 및 청소(2시간)， 백일장

및 사생대회에서 캠페인 및 청소(1시간)， 교외청소 (3시간)로 되어 었다. 끝으로， 개

14) 홍석현 r시민사회 자원봉사의 길 @, 흉J ， 중앙일보사， 1995
15) Ibid., pp. 26-29.
16) 서울 신반포중학교의 1995년도 봉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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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봉사는 연 10시간 활동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종교단체와 함께 하

는 봉사활동， 개인이나 몇 명의 소그룹이 하는 봉사활동， 청소년단체의 봉사활동， 봉

사활동반 조직활동， 교사를 도와서 하는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과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 활동 평가는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과외 활동으로서의 봉사 활동은 그것의 참 의미

를 알고 느끼며 그것을 내면화하고 습관화하는 단계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단지 내신에의 반영 때문에 일회적이고 전시적인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둘째 봉사 활동에 대한 종류와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부족하다. 많은 학생들은 무슨 봉사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봉사인지 모르는 경우도 흔히 었다.

지금까지 도덕과는 봉사 활동을 학생들의 자율적인 영역에 넘겨 버리고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올바른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갖추면 자연히 도덕적인 행동(사회 참여 봉사 활동 등)도 잘 나타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학교에서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것과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유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따라서 봉사 활동 학습은 앞으로 도덕과에서 인지， 정의 행동적 차원에서 체계적

으로 지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7)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인격 교육과 민

주 시민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교육이 그 본래적 목적에 충실하게 되며， 도덕과 교

육의 내실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봉사 활동 학습을 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진실되게 남과 더불어 생활하고 남을 도

울 줄 아는 언성을 육성시키는 인격 교육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있다. 체계적인 봉

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공정성， 정의감， 타인에 대한 이해， 시민 의무감

등과 같은 건전한 가치관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데 도움이 된다.18) 따라서 봉사

활동 학습과 도덕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렇게 볼 때， 봉사

활동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 그 중에서도 도덕과 교육의 최종적 목적이거나 핵심 19)

이라고 말할 수 있다.

17) Fertman, Gp. cit. , p. 8.
도덕과와 관련시켜 살펴 볼 때， 봉사 활동 학습은 도덕과를 통해서 배운 학문적 지식을 실제 생활에

관련시켜 보고， 이전의 경험을 실질적인 공동체적 요구에 부합시켜 보는 것이다.

18) Maurice B. Howard , “Service Learning Character Education Applied", Educational Leadership,
Nov. , 1993.

19) 봉사는 단순한 산발적인 온정주의， 즉 자원적 봉사(voluntary service)가 아니다. 이웃과 지역 사회를

돕되 조직적， 체계적 틀 안에서 봉사에 나서는 봉사가 되어야 한다. 이려기 위해서는 학교가 관심을 갖

고 체계적， 조직적으로 개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성격상 도덕 교과에서 봉사에 관한 준비， 실천， 평

가에 관한 체계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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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덕과에서는 봉사 활동 학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도덕과의 봉사활동 학습 계획

교수 방법론적 차원에서 볼 때 봉사활동 학습은 네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들 

준비， 실행， 반성， 그리고 평가 단계 - 로 이루어져 있다.20)

가. 준비 단계

이 단계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학습을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

단계에서 봉사활동 학습을 통해서 수행해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인식

하고 이해한다. 그리고 실제의 봉사 활동을 의미， 수행하는 방법， 봉사받을 대상， 봉

사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맥락，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정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알아보게 된다.

많은 학생들과 도덕 교사들은 봉사활동을 위한 기술 습득 훈련 프로그램을 갖게

된다. 이는 도덕 수업 시간을 통하여 이전의 정보를 점검 내지 확인하고，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황에 대한 역할 놀이 등을 실시한다.

예컨대， 인식과 이해 프로그램 중에서 “근래에 들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

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의 확대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빈민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은 자원 봉사자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탁아 시설의 증설을 요구하게 되었다. 도시의 화려함과 밝음

속에 가려져 언뜻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도시 빈민의 탁아 시설과 빈민 아동에 대해

알아 보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 보도록 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과정으로 @ 빈민 지역의 탁아 시설 소

개，ClJ 놀이방에서의 하루 일과표 작성，@ 우유팩 의자 만들기，@ 놀이방 어린이

와 하루 보내기 등을 예시한다. 또한 이 활동에서 유의할 사항과 더 많은 정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상세히 다룬다.

이러한 준비 단계가 잘 수행되어야 실제 봉사활동의 실행시 많은 시행착오를 줄

일 수 있고 봉사 활동을 순간적이고 일회적이 아닌 계속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

을 수행할 수 있다.

20) Fertman, Gp. cit., pp. 11-18
페르트만(Fertman)은 봉사 활동 학습의 단계를 준비， 봉사 활동， 반성， 칭찬 단계로 나누고 있으나， 여

기서는 이를 준비， 실행， 반성， 평가 단계로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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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행 단계

두번째는 봉사 활동의 실행 단계이다. 봉사 활동은 크게 두가지 면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도전적이고， 참여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두번째는 그것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참다운 봉사성은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이를 체험할 때 크게 향상

된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체험할 때 그들은 주언 의식을 더욱 갖게 되

며， 그 프로그램에 더욱 많은 정열을 쏟게 된다.

봉사 학습 활동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범주 - 직접적 봉사， 간접적 봉사， 시민

행위 - 로 구성된다.

첫째， ‘직접적 봉사’는 필요로 하는 개인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에 의해 이루어 진

다. 이것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는 것으로， 학생들의 인간 관

계를 발전시키고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간접적 봉사 활동’은， 자원 봉사 단체나 여러 공공 기관에서 실행하는 봉사

활동을 위한 지원 활동과 같이， 자신이 직접 봉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와의 대면

적 만남을 통해서 봉사를 하기보다는 그러한 단체를 돕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말한

다. 이것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봉사

활동 보다 더 조직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것의 문제는 봉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이다.

셋째， ‘시민 행위’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한 예로， 학생

들은 학생의 약물이나 알코올의 남용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

다. 봉사 활동을 선태할 때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이 좋다.

봉사 활동은 종종 단계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 학생들은 먼저 간접적인 봉사 활

동을 한 후 직접적인 봉사와 시민 행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봉사 활동 경험은 학

생들로 하여금 개인으로 또는 집단으로 시킬 수 있다. 특히 집단적인 봉사 활동의

경우에는 공동체 의식 형성과 참가자들 사이에 협동심을 증진시켜 주는 이점을 갖

고 있다. 각각의 봉사 활동 시기와 기간은 학습 목적에 따라 조절되고， 활동은 방학

중이나 공휴일 등에도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도덕과 수업 시간에 봉사 활동의 실행은 많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도덕

과 시간에는 봉사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가 주된 활동이 되며， 개별적 또

는 단체적인 봉사 활동의 실행은 흔하지 않다.

다. 반성 단계

반성의 조작적 정의는 봉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이며， 사려 깊은 숙고라고 할 수

있다. 반성은 자신에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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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와 같은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성은 봉사 활동과 그에 대한 학습을 통합시켜주고， 봉사 활동 학습을 공

동체에 대한 봉사 활동이나 자원 봉사 활동과 구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바로 도덕과가 봉사 활동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할 충분한 명분

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반성은 봉사 활동 학습이 단순히 특별 활동이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성향의 변화를 의미하게 만

든다.

반성은 몇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요구한다. 첫째，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즉， 경험을 바람직한 학습 결과에 연결시켜야 한다. 둘째， 선택한

방법이 바람직한 학습 결과와 일치해야 한다. 한 예로 올바른 봉사 활동에 기초한

극작 활동은 올바른 학습을 촉진한다. 셋째， 모든 학생들은 반성을 하며， 경험을 그

들의 실제 생활 속에 연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성은 한 활동 또는 단위의 마

지막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봉사 활동 학습 전 과정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봉사 활동 경험에 대한 반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력의 의미를 이해하도

록 도와주며 도덕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그들이 행했던 것을 연결시킬 수 있

도록 도와준다. 반성이 없이도 학생들은 단순히 봉사 활동의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학습자가 자신의 봉사 활동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숙고하도록 요청 받을 때， 그

들은 좀 더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고， 자기 평가 기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리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봉사 활동의 반성 단계에 대

한 평가도 <표 5>에서와 같은 양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라. 평가 단계

반성 단계가 봉사자 개인이나 집단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평가 단계

는 도덕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봉사 활동 학습의 효과

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유용한 평가를 위한 서식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봉사 시간과 장소 기록표

대상 기관

활동 내용란

날인란

인적 사항란

반성 및 소감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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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봉사 활동 학습에 대한 평가는 봉사 시간이나 봉사 대상자수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도와 학생들의 학습 정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준비， 실행， 반성， 평가의 모든 단계에 대하여 평가한다. 봉사 활

동에 대한 평가 결과는 교과 성적에 반영하되 실행 결과에 대한 단순한 점수화는

좀 곤란하며， 봉사 활동의 준비와 반성 등에 대한 보고서나 발표 내용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봉사 활동 접수는 도덕 성적의 30%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

행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도덕 접수의 30% 이내에서 행동 발달 점수를 부여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

를 봉사 활동 점수로 대체해 활용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점수를 주는 시기는

1년에 2번 (l학기말 고사， 2학기말 고사)으로 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학

년말에 기재한다. 봉사 활동의 준비 단계에 대한 평가는 <표 4>에서와 같은 양식

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표 4) 봉사 활동 계획서(준비 단계)

인적 사항 제 학년 반 번호 성명

199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활동 일시

) 시간 예정

< 개성인명의 경우 >
, 연령 세， 성별

주소

전펼화번호
요로 하는 봉사 활동

대상 기관

<기기관의 경우 >
관명

주소

필전화 번호
요로 하는 봉사 활동

활동 내용

기타사항

위와 같이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199 년 월 얼

성명

교사 양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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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활동의 실행 단계에 대한 평가는 <표 5>에서와 같은 양식에 의해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표 5> 봉사 활동 확인서 및 보고서(실행， 반성 단계)

인적 사항 학교명 중학교 제 학년 반 번호 성명

활동 시간 199 년 월 일 - 199 년 월 일( 일간)， 총 (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소감및 반성

확인 기관명

주소

전화 번호

확 인 자

직책 서。며。 ®

3. 도덕과에서의 봉사 활동 학습의 실제

가. 봉사 활동 학습 추진의 기본 방향

φ 봉사 활동은 개인 또는 학교의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단，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개인적 봉사 활통보다는 학교가 계획하고 제공하는 봉사 활동에 학

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도덕과에서 추진하는 봉사 활동 학습은 실행 단계보다는 준비와 반성 단계 빛

이에 대한 평가 단계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한다.

@ 점수따기식의 형식적이고 일과성을 띤 활동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 학생들의 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성적에의 반영뿐 아니라， 우수한 봉사 활동

학습 사례에 대한 발표 기회와 칭찬 및 포상 등을 제공해 줌으로써 동기 부여를 시

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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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봉사 활동 프로그램

지역 사회 교실 강사 : 문맹 노인들에게 한글 교실

요리 및 요리 보조 : 지역 사회 기관에서 요리 서비스

위기 센터 : 위기 센터에서 직원 보조

웅급 서비스 : 사고， 홍수 등 웅급 상황에서 서버스

재가 서비스 : 노인， 장애인들을 정기적으로 돌봄

배달 : 점심이나 물품 등을 사람에게 배달

해외 봉사 : 방학 중 제3세계에서의 봉사

지역 사회 이벤트 : 지역 사회 지역 이벤트에 참가

신청서 준비 : 문맹자를 위해 정부 신청서 대행

개인 지도 : 학습 지진아를 위한 개인 지도

희생자 구호 : 사고 등 희생자 및 그 가족들을 돌봄

헌혈 운동 : 적십자를 도와 헌혈 캠페인에 참가

건축 : 놀이터， 공원 등 공공 시설물 보수에 참가

수집 활동 : 옷， 음식， 장난감 등 수집

지역 사회 역사 : 지역 사회의 역사 조사， 자료 수집

탁아 : 탁아소나 유치원 등에서 아동들을 돌봄

환경 조사 : 수질， 환경 오염 지역 조사 참여

환경 정화 : 강， 산， 호수， 고원 등지에서 환경 정화

모금 : 자선 봉사 사업을 위한 모금 활동

정원 관리 : 지역 사회의 정원， 공원 들을 돌봄

섬부름 : 와병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심부름

가정 청소 : 독거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집청소

나들이 보조 : 장애인， 노인들의 나들이 동행， 보조

동료 돕기 : 동료 장애 학생들을 돌봄

나무 심기 : 나무， 꽃 등을 섬음

공공 교육 : 환경， 보건 등 지역 사회의 문제들을 알림

공공 미디어 : 지역 사회 뉴스레터， 신문， 팡플렛의 제작

맹인 돌봄 : 맹인들에게 책을 읽어 주거나 점역 보조

재활용 : 재활용품 수집

조사 : 단체나 기관을 위한 주민 설문 조사 등에 협조

수용 시설 방문 : 영아원， 양로원， 고아원을 방문 및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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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봉사 활동 종합 기록표’인 <표 6>에서와 같

은 양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봉사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봉사 활동 준비，

실행， 반성 단계를 모두 포함하여 매 학기마다 도덕 담당 교사가 <표 4>과 <표 5>

의 자료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표 6> 봉사 활동 종합 기록표(예시)

번호
1 학 기 2 학 기

총점성 며。

계획 실행 반성 계획 실행 반성

1 O A × × O A 1 8

2

3

4

5

6

7

50

다 O표는 1개당 5점 ， I'::.표는 3점 ， X 표는 1점을 부여함.

접수 분표는 최하 6점에서부터 최고 30점까지 나타날 수 있음.

E> 1개 학년 총점은 3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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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부모 협조

1. 도덕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와의 대화

가. 도덕교육과 가정의 중요성

전통적으로 볼 때 도덕 교육은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된 산업 사회가 되면서 가정이 교육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교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가정에서 맡아야 할 교육의 기능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는 오늘날의 도덕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가정은 상실되었던 본래의 교육의 장

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도덕 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질 필

요가 있다.21)

도덕교육에 있어서 가정이 중요하고 특히 부모가 중요한 것은 도덕성의 기초 확

립이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사람의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결국 가정에서의 교육이다. 이 점은 페스

탈로치와 루소가 훌륭한 가정이 최선의 교육을 위해서 불가결하며， 가정은 학교가

따를 수 있는 있는 가장 훌륭한 모범이라고 믿은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22)

그렇기 때문에 리코나(T. Lickona)는 도덕 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가정과의 협력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교와 가정과의 사이에 무

엇을 가르칠 것인가， 즉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의 도

덕 교육을 지원할 학교 지원 학부형 집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도덕교육 프로

그램에 학부모가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가정과 학교의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23)

미국과 같은 다민족 사회의 배경 하에서는 리코나의 방안이 상당히 설득적이지만

우리의 상황은 미국과는 다소 다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가정과의 도

덕 교육의 협력 방안으로 가정에서 학생과 부모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나. 도덕교육 방법으로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화 그리고 학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도덕 교육에 중

심적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말은 단순하게 상호간에 오고가는 것이

21) 이훈구， 오경자 r도덕 적 행동의 강화J (서울 : 집문당， 1994), pp ‘ 52-92.
22) P. J Hills, Teaching, Learning, and Communication(London : Croom Helm, 1986) , eh. 1.
23) Thomas Lickona, “How Parents and Schools Can Work Together to Raise Moral Children", Educational

Leadershψ， May 1988. pp‘ 36-38. 정세구외 역 r인격교육과 덕교육J ， 교육신서 218 (서울 · 배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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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속 깊이 파고 들어 감동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감동을 심어준 말을 한 사람은 존경스러운 존재로 뇌리에 남게 되지만， 상처를 준

말을 한 사람은 영원히 원한을 지닌 적대적 존재로 될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오고

가는 말을 통하여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간 관계는 상호 대화를 통하여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즉 사람 사

이의 인간 관계는 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두 사람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으나，

그 마음 속에 간직되는 인간 관계의 유형을 만드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인 것

이다. 동시에 대화는 두 사람의 인간 관계를 표현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감의 형성은 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진다. 그

러나 실제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겪는 고민은 가족간의 대화 부족이 26.2%, 부모의 공부 강요가

23.5%로 압도적이었다. 50.2%의 학생들이 부모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

기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의 부모들은 공부하라는 이야기 외에는 자

녀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지 못함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자칫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거나 적대감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 부모와 자식사이에 상대방을 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다. 대개의 부모들(74%)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64%)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를 강요하는데 대해 청소년

들은 대다수(74%)가 보모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들(66%)은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한다.24)

의사 소통이라는 말은 나눔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communicare에서 유래한다. 의

사 소통은 두 사람간의 정보 교환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정보의 원천에서 목적지

로의 정보의 이동을 말한다. 올바른 의사 소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통일한 생활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일한 생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변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의 다름도

의사 소통에 장애를 가져온다. 한 사람은 즐겁고 다른 사람은 슬프거나 화가 나있

는 상황에서는 평소에 통하던 농담도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

러나 두 사람의 생활 공간이 동일하더라도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의사 소통은 정

보의 손실과 왜곡이 빈번히 일어난다. 즉 말하는 사람의 표현력의 부족으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정보의 상실 듣는 사람의 물리적·심

리적 상태에 따른 정보의 상실， 이해력의 부족으로 인한 정보 상실 등이 있다.25)

24) 한국청소년연구원 r어른을 보는 아이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J ， 1992.
25) R. Heinich , M. Molenda, & ]. D. Russel , Instructional Media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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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자신들의 속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는 표현된 언어를 통해 자신의 속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자녀는 부모의 표현된 언어를 통하여 부

모의 마음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반대로 부모는 자녀의 표현된 언어를 통하여

자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녀의 마음을

잘못 해석하여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흔히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고 또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딸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유대감과 친밀감이 형성되기를 바랄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와 일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와 같은 세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

고 또 자녀의 세계에서 자녀의 언어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의 세

계로 자신을 투여하는 것이 바로 자녀와의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다.

베르너(Berne)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버이 마음， 어른 마음， 어린이 마

음이 있고， 이 세 마음이 의사 소통에서 나타난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대웅

되는 마음들이 평행션을 이룰 때에는 의사 소통이 지속되나 대응되는 마음이 교차

될 때는 의사 소통은 중단된다. 즉 이는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사람

간의 생활 공간이 부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 사람이 부모의 생활 공간을 요구

하고 말을 던지면 상대방은 부모의 생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한 사람이 부모의

생활 공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

그 말은 죽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고든(T. Gordon)에 의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참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문제가 없어야 된다. 교사와 학생의 의사 소통 과정

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상호 수용이 됨으로써 대

화가 지속된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수용이 되는 언어가 있고

되지 않는 언어가 있다. 이때 수용이 되지 않는 언어는 대화를 단절시킨다. 그러므

로 우리는 수용 언어와 비수용 언어를 구분하여 상대방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는 수용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용 언어는 학생들의 마음 속에 숨겨

져 있는 문제의 근원을 알 수 있는 언어이다. 이에 비하여 비수용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고 자기 방어적으로 만드는 언어이다.26)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 소통

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상호작용적이며 주고 받는 성격의 것이고 의도적일 수도 있

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잉)

26) T. Gordon, 백종억 ·권낙원·반용성(역)， r성 공적 인 교사가 되는 길 J (서울 : 성원사， 1987).
27) W. J. Seiler, L. D. Schuell‘e, B. Lieb-Brilhart, Communi∞tion for the Co，ηtemporary Classroo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4), c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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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적인 대화의 과정

이상의 베르너와 고든의 이론을 고려해 볼 때，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서로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활 공

간이 일치하여야 한다. 둘째， 부모와 자녀는 각자 자신의 생활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상 서로가 생각과 기분이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자녀가 부모

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여겨지면 부모는 비수용 언

어를 피하고 수용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넷째 문제가 부모에게 있는 일도 있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말이 수용되지 않고 화가 나게 되며， 부모가 자녀와의 친밀감

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위적 수용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커진다. 부

모와 자녀간에 문제가 없으면 상호 존중의 태도로 대화를 나누면 되지만， 문제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문제가 없는 대화

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시켜주지만 서로가 문제를 내포하면서 하는 대화는 친

밀감을 잃게 만든다.

리코나 (T. Lickona) 는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

안하였다 .28)

• 오늘 점수는 1점 에서부터 10점까지라면 몇 점이지?

• 무슨 날이 가장 접수가 높지(낮지)?

•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이야기해 주렴.

·오늘 가졌던 생각이나 느낌이 무엇이지?

• 오늘 네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났지?

•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구나. 그걸 나에게 이야기해 주겠니?

2. 가정과 학교와의 협력 계획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운 도덕 교과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지속적인 도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부모에게 도덕 교육에 있어서 자녀와의

대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아울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

교에서 이루어진 도덕 교육이 가정에서도 연계되어 지도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개인과 이웃 사이의 예절 생활에 관계된 내용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지도하

느냐에 따라 그 내면화의 성패 여부가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정에서

의 지속적 교육이 중요하다.

28) 정세구 역 r자녀와 학생들을 올바르게 기르기 위한 도덕교육J (서울 · 교육과학사， 1994), p.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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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부모 홍보

학생들의 인격 함양과 도덕 교육에 있어서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학교

의 계획에 따라 학부모들이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즉 학교에서 배부하는 대화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어 줄 것을 학부형 총회， 가정 통

신 등을 이용하여 널리 알린다. 특히 주말은 부모들이 학생과 함께 학교에서 나누

어준 대화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며 공부하는 날이라는 것을 학부모에게 홍보

한다.

나. 도덕 교과서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재구성

도덕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후， 부모님과 함께 읽고 그 내용을 지도하고 대화

를 나눌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중학교 일학년 및 이학년 교과서의 내용을 대화 자

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중1 r도덕 」 교과서

단원명/제재명
A,. 제

I. 삶과 도덕

1. 인간의 삶과 도덕

2. 도덕적 사고와

신념

3. 청소년기와 중학

생 시절

1.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도덕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

봅시다.

2. 양심， 도덕， 볍， 예절은 어떻게 다른가? 또 이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3. 도덕적인 인간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또 도덕

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합리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무

엇입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이야기해 봅시다.

2. 도덕 생활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

이 셋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인생이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좋

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질 좋은 종이， 물감， 붓 등

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청소년기가 인

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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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정과 학교 생활

예절

1. 가정과 학교 생

활의 의의

2. 가족， 친족， 이웃

간의 예절

3. 학교 생활의 예절

1. 가정과 학교가 나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2 ‘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보람찬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세워 봅

시다.

4. 가정과 학교에서 예절이 중요한 이유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이야기 해 봅시다.

1.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예절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것을 몇 가지씩만 알아 봅시다.

@ 할아버지， 할머니께 @부모님께 @형제 간에

2. 친족 간에 지켜야 할 예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

는 것을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봅시다.

3.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서 지켜야 할 일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몇 가지

이야기 해 봅시다.

1. 수업 시간에 지킬 예절은 무엇인가? 수업 시간에 예절

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떤 나쁜 점이 있습니까?

2.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을 무엇입니까?

3. 선후배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을 무엇입니까?

전와
돼
째
덕

와
대

도

챔
현

통

m

2. 현대 사회와 시

민 윤리

1. 오늘날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전통 도덕의 정신은 무엇

입니까?

2. 전통 도덕의 내용이 되는 덕목들에 비추어 나의 생활

을 반성해 봅시다.

1. 무엇을 시민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2. 우리가 잘 발전시켜야 할 시민 윤리는 무엇입니까?

3. 전통 도덕과 시민 윤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또 양자를 조화시켜 해결 하는 방

법도 이야기 해 봅시다.



70 師 大 論 業(53)

3. 현대 사회와 공 1 1.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크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과 무

중 도덕 l 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하는 공

중 도덕에는

N. 국가와 민족

1. 민족의 발전과 1 1. 민족이란 무엇이며 민족 의식은 왜 중요합니까?

문화 창달 12. 민족의 열을 구체적인 문화 유산을 예로 들어가며 생

각해 봅시다.

2. 나라의 중요성과 11. 국가가 없을 경우 내가 겪을 어려움을 생각해 봅시다.

나라 발전 12. 우리 나라의 미래와 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3. 올바른 애국 애 1 1.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의 방법을 알아 봅시다.

족의 자세 12. 해외 동포들의 실상을 알아보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 중2 r도덕 」 교과서

단원명/제재명
7'
T 제

1. 가치와 도덕적

판단

1 삶의 목표와 가치 /1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

2.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 전도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

2. 삶의 다양성과 I 1‘ 가치 갈등 상황의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일까?(구체적

가치 갈등 | 예를 제시)

2. 가치 갈등을 해결하는 기본자세는 무엇일까?(구체적

예를 제시)

3. 가치 선택과 도 1 1. 가치 갈등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선태하기

덕적 판단 1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까?

2. 도덕적 논쟁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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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가정， 이웃， 학교

생활과 도덕문제

1. 가정생활과 도덕 \1.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음 문제로 언하여 의견의 대럽

문제 | 과 갈등이 생길 때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까?

CD 공부 문제，@ 친구 문제，@ 이성 교제，@ 진로

문제，(5) 세대차

2. 이웃과의 생활에서 다음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면 어

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이 때 적용되

는 도덕 원라는 무엇 입나까?

@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소음， 연기， 냄새， 먼

지 동 문제

3. 학교 생활에서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

하는 것이 좋습니까?

다. 대화 자료 배부

1주일 또는 2주일마다 재구성한 자료를 가정으로 발송한다.

라. 부모님과 함께 공부하는 법

가정에서 학부모가 대화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화 자료의 내용을

학생들은 이미 도덕 시간에 공부하였다. 부모눈 자기 자녀가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확인하고 자녀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학생

들에게 긍정적 강화를 부여할 수 있다.

@ 주말에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도

록한다.

@ 배부된 자료를 먼저 학부모가 읽어 본다. 그래서 내용을 살피고 자연스럽게

자료의 주제와 공부할 문제를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눈다.

@ 주제와 내용에 대한 부모님의 지도와 협력으로 과제를 해결한다.

@ 공부할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이것을 일기에 써도 좋다.

마. 사후 확인과 교과 시간에 적절하게 지도

담엄 교사의 확인， 도덕 담당 교사가 관련 교과 시간에 발표와 토론의 기회를 주

어 내면화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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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과 학교와의 협력의 실제

「도덕」 교사가 가정에 보내는 ‘가정 통신’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가정 통신의 예 1

수용적 언어와 비수용적 언어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다음과 같은 비수용적 언어는 삼가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수용적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와 대화가

끊기고 맙니다. 비수용적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고， 자기 방어적으로 만드는

언어이며， 수용적 언어는 자녀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의 근원을 알게 해주

고 대화를 지속시키는 언어입니다. 이의 구체적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비수용적 언어의 예

언어의 범주

1. 학생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언어

@ 명령적·지시적임

@ 경고·위협적임

@ 교화적·설교적이거나 의무를

부과함

@ 충고·해결책 등 방안을 제시함

@ 가르침， 논리적 의견을 제시함

2. 학생을 판단·평가， 경멸하는 언어

@ 판단·비판·비난함

@ 욕설이나 상투적 내용임

@ 해석， 분석， 진단핸 투로 말함

3. 학생을 기분좋게 하거나 문제가

없어지 도록 하기 위해 또는 문

제를 가지고 있 다는 사실조차

부인하도록 하는 내용을내포하는

언어

예

“불평 그만하고 숙제를 다하거라"

“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빈틈

없이 해야한다"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이 자기 할 일이

“불평 그만하고 숙제를 다하거라‘”

“현실을 바로 보아라. 방학이 이제 4일 남

았어， 밀린 숙제를 어떻게 할래?"

“그런 것을 보면 너는 게으른 녀석이야"

“너는 중학생 같지가 않아. 행동하는 것을

보면， 꼭 국민학교 5학년짜리 같아"

“너는 어떻게 하면 그 숙제를 안하고 넘어

갈까 궁리하고 있지?"



CD 칭찬， 동의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함

@ 안심시키거나 동정， 위로함

중학교 도덕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실수업외의 보조방안 연구; 도덕실 운영， 봉사활동 및 학부모 협조 73

“너는 정말 똑똑한 아이야. 나는 네가 어떻

게 하든지 숙제를 해낼 수 있다고 믿어"

“이처럼 느끼는 사람은 너 혼자만이 아니

란다. 나도 어려운 숙제에 대해 그렇게 느

꼈단다. 그렇 지만 막상 시작해 보면 생각

한 것처럼 그렇지는않아"

4. 학생의 자기 방어기제를 초래하는 | “몇 시간이나 숙제를 했니?"

내용을 내포하는 언어·질문·조사. I “숙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니?"

심문하는 투의 언어 | “왜 진작 도움을 청하지 않았니?"

5. 학생의 관심을 돌리거나 학생들과 | “얘， 우리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나 하자"

대응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 | “지금은 그렬 시간이 아니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언어 l “누군가 오늘 아침 기분이 언찮은 것 같구나"

。 수용적 언어의 예

언어의 범주

1. 수동적 경청: 아무 말도 하지 않

고 침묵으로써 상대방의 말을 받

아주는 것

2. 인정 받음: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

울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는

반응

@ 벼언어적 단서

예

고개를 끄덕임， 몸을 앞으로 기울엄， 미소

지음 등의 신체 동작

“아하”， “오오”， “응”， “그래”@ 언어 단서

3. 대화의 문을 열게 하는 메시지:

학생들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하도

록 격려하는 언어를 내포하는 언 | “그것에 대해 더 말해 주겠니?"

어 l “그것 참 흥미 있구나， 계속 이야기 해

봐"

“그것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은 것처럼 들

려"

“네가 말하고 있는 것에 흥미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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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능동적인 경청: 상대방의 이야기

를 듣고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

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 ~l

τ-:: x

나. 가정 통신의 예 2

<인 격>

※ 다음 글을 읽고 훌륭한 인격이란 어떤 것인지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 이성， 의지의 세 가지 특성들이 발달하여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인격이

라 한다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훌륭한 인격자의 감정，

이성， 의지는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 것일까? 인간의 감정， 이성， 의지는 대체로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행위로 나타난다. 그리고 존경하는 훌륭한 인격

을 갖춘 사람들은， 자기의 본능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하여， 옳다고 판단한 것이면 반드시 실천한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감정， 이성， 의지를 바탕으로 자아를 완성

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이 한데 어우러지도록 일관성

있게 통합 시킨 사람이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항상 옳고 그름을 분별

하여 옳은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려 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부끄러

워할 줄 알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홍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사회의 모든 규범을

소중히 여긴다.

질문 :(1) 훌륭한 인격이란 어떤 것입니까?

@ 자녀가 갖추었으면 하고 바라는 인격의 특성은 어떤 것입니까?

@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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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학교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도덕성함양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들의 의식형성에는 근본적으로 학교외적 요인， 즉 가정이나 사회， 특히 최근에는 청

소년들이 매일 접하는 대중매체가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

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도덕성함양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윤리과 교육도

그 성과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따라 교과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

도 일어나고 있다.

도덕·윤리교과교육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최근 대통령 자문기구인 r교육

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즉， 종래의 도덕·윤리교과 교육이 지식중심에 치우쳐 학생들의 행동실천과 거

리가 멀다고 주장한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학교 도덕과 교육이 초점을 맞춰 정규적인 도덕과가 교실수업외에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실천에 직접 영향을 주기 위한 보조방안을 연구개발하여 교

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데 그 취지를 둔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한 보조

방안의 직접적인 효과나 성과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실천적 연구는 시도하지 못했

고， 학교현장의 전문적인 교사들과의 면담과 협의를 거쳐 도덕과 교실수업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천경험 및 학부모협조를 통하여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려고 한 것이다. 보조방안 중에 도덕실 운영과 봉사활동은

주로 실천경험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고 학부모협조는 그 말 그대로 교과지도에 학

부모들의 직접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것이었다.

연구의 결과로서 밝혀진 바를 보면--

도덕실은 학습자들이 신체적·지적·정서적으로 통합된 유기체로서 전체환경 속에

서 도덕적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지녀야 함을 밝혀내

었다. 즉，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 등을 통한 다양한 수업기법이 활용될 수 있는 업체

적 학습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따라서 시청각매체가 사용되기 쉬워야 한다. 또

예절 및 규범의 실행연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읽기 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도덕실은 종래의 시청각설 예절실， 토론실 등의 종합적 성격을 지녀야 함을 지적하

였다.

도덕실운영에 대해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도덕실 설치와 구성자체에 해당되는 하드웨어적 관점은 영사기， 비디오， 음향기기，

컴퓨터 등의 시청각 보조매체를 운용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실수업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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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및 자료제시를 도와 주기 학습자들이 직접체험하기 어려운 학습경험들을 시청

각매체의 시범을 통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등이다.

다른 한편 소프트웨어적 관점은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활용이 수업목표달성을 위

하여 효율성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학생들의 도덕성과 인성의 함양

을 통한 도덕규범의 내면화를 위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도덕실에 뒤이어， 봉사활동학습은 단순히 지역공동체를 위한 봉사차원에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하여 봉사자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고， 다른 사

람들을 많이 접하게 함으로써 자기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보며 삶을

보람있게 해주는 자극제로서의 의미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대에 와서

봉사활동이 지닌 특별한 의미로는 ‘시민참여’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이기적 마음을 불식하고 공동체의식을 심게 해주며 그리고 복지제도의 불완전한

면을 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도 밝혀낸 바 있다.

봉사활동학습의 운영을 위해서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들， 즉 준비， 실행， 반

성， 평가단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준비단계에서는 봉사활동학습을 통해서 수행

해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 봉사할

대상， 봉사활동이 이루어 질 공간에 대한 정보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알게 하고，

실행단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봉사

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직접 만나는 직접적 봉사， 타기관에서 실행하는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간접적 봉사， 그리고 적극적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행위로 실시하게 하는

것이었다. 반성단계에서는 도덕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그들이 행했던 것을 연

결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력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고， 평가단계에서는 준비， 실행， 반성 등의

모든 단계에 대하여 평가하게 하는 것으로 도덕교과 성적의 30% 정도 반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끝으로， 학부모협조는 학생들의 도덕성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협조를

받아 도덕과 교육의 내실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학부모협조의 요체는 도덕교과 담

당교사가 부모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덕목과 도덕율을 전달하고 또 학부모들의 보

완적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학교와 가정 사이에 도덕교육의 지향방향에 대한 합

의와 함께 학교 도덕교육을 지원할 학부모집단의 결성과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었다.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학부모 홍보 도덕교과서 분석 및 활

용을 위한 재구성， 가정내 대화자료 발송， 그리고 가정내의 부모와의 공동학습실행

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좀더 설명하면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도덕교육적 노력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도덕교과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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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하여 부모들이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기 쉽도록 재구성한 후 부모에게 전달

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자녀와 대화를 끊을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들

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의 근원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대

화기술을 학부모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핵심적인 전달내용이라고 하겠다.



78 師 大 論 뽑(53)

<Abstract>

A Study of Supplementary Out-of-classroom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the Moral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Establishment of Moral Education Room. Use of Service

Activities and Support from Parents

Chung, Sae-gu' Suh, Kang-sik . Oh, Sok-jong . Cha, Woo-kyu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ome supplementary out-of-classroom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the moral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i.e.,

establishment of moral education room, use of service activities and support

from parent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ncludes interview studies plus document

analyses. The researchers developed some supplementary out-of-classroom

instructional methods for the moral education upon the interviews with school

teachers who were teaching the subject of moral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Various teaching materials being used now in such developed countries as the

U.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by the researchers in an effort to utilize

those foreign models of moral teaching to develop some effective instructional

strategies which would be appropriate for our school situation.

Through the proces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s have drawn several

conclusions as it follows:

First, teaching the young students moral values would be hard enough even

with strong expository teaching in the classroom. Without free and open moral

environment which could be endowed to students only in moral education room,
the influence of their formal classroom learning will be very limited in 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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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ffective achievement.

Second, educating students to be the kind of people anyone would like to

have as friends and neighbors will be very difficult without providing enough

real experiences through which students have attended ample service activities

in the society.

Third, today ’s parents are often unsure about what values and attitudes are

appropriate for their children and are consequently insecure about exercising

their authority. A successful strategy is to create a variety of opportunities for

parents to join a moral education effort in cooperation with those teachers in

charge of moral education in schools. Multifaceted parent participation in moral

education program in the school is urgently nee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