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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 변화와 미래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맞춰 도덕과 시민교육을 새

롭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도덕과 교육은 ‘시민교육’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시민적 가치와 덕목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및 

가르침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로 인해 여전히 도덕과 시민교육은 교

화적이고 보수적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존재한다. 이는 도덕과 시민교

육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여 미래 사회의 시민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윤리적 시민성을 재정립하

고자 하였다. 윤리적 시민성이란, 우리 삶과 사회 구조에 대해 비판적으

로 사고하고 성찰하며 타인과의 의사소통 속에서 메타인지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시민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민성을 법적 지위나 권

리, 시민적 의무와 책임의 문제로만 한정해서 접근하기보다 도덕적 역량

으로 확대해 논의하기 위함이다. 린트(G. Lind)는 도덕적 가치를 주입하

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도덕적 문제들을 숙고하고 토론하며 해결하는 

가운데 역량이 형성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윤리적 시민성은 민주적 절

차와 같은 ‘방법적 차원’만을 강조하기보다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더 

좋은 이유와 더 적합한 행동을 성찰하는 ‘내용과 방향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견고한 민주주의를 형성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윤

리적 요소를 강화한 시민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적 시민교육은 비판적 사고 및 성찰력을 갖춘 시민이 상

호 공감하는 의사소통을 통해 메타인지적으로 시민사회 문제를 해결하도

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삶

과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강조하고, 의사소통과 공감을 강

화하며, 메타인지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비판적 사고 및 성찰적 사고는 그동안 도덕과 시민교육에 대

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와 정서를 결

합해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적 

사고 및 성찰은 듀이(J. Dewey)의 영향을 받은 립맨(M. Lipman)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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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차적 사고력이며 메타인지적이고 자기 수정적 사고에 해당한다. 

공감적 의사소통은 안정적이고 배려적인 환경을 조성해 배려와 돌봄과 

같은 도덕적 행동을 유발한다. 하버마스(J. Habermas)는 시민사회의 핵심

은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 행위이며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원활한 의

사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메타인지적 문제해결은 인지적 편향성을 완화

할 수 있고, 긍정적 정서 함양과 자기 조절이 가능하다. 프라벨(J. H. 

Fravell)은 메타인지적 경험이 그동안 축적한 메타인지적 지식에 영향을 

주어 과제와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준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도출한 윤리

적 시민교육 핵심역량은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공감적 의사소통 역

량,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이다. 역량 차원에서 시민성의 하위 요소

를 분석하기 위해 구성 틀을 제안하고 내용과 요소를 선정해 윤리적 시

민교육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구성한 윤리적 시민교육의 하위 요소는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 요소이다. 이것을 기존에 도덕성의 구성요소로 

강조했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와 함께 연결해 분류하였다. 먼저 

지식 차원에서 맥락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강조하였다. 맥락적 지식은 

지식 획득 과정에서 맥락을 강조하고 깊은 이해를 통해 새로운 상황에 

융통성 있게 전이(轉移)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정의하였고, 절차적 지식은 

방법과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이상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며,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을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앎의 과정에 입문하는 가운데 지식을 얻고 자신감

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힘이자 수행력으로 기능 차원을 분류하였다.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과 관련된 메타인지 기능과 문제해결 기능,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에서 비롯된 공감 기능과 의사소통 기능,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과 연관된 비판적 사고기능과 성찰적 사고기능임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윤리적 시민을 위한 지식과 기능 차원의 강조는 

자연스럽게 가치・태도를 함양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듯 가치・태도는 

고정된 정체성으로서 강조함이 아니라 미래 시민으로 실질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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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자 지식과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어 윤리적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및 탐구 

활동을 분석해보았다. 교육과정의 내용적 요소로서 제시한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가 교육과정 설계 방향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중등 교과서 28권을 분석하였다. 먼저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다섯 가지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생활 속 

실제성을 갖추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맥락성을 고려하는가?’ 

둘째,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주도성을 높이고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가?’ 셋째, ‘우리 주변의 삶에서 비판적 사고 및 

성찰력을 강조하는가?’ 넷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을 중시하는가?’ 다섯째, ‘복잡한 문제를 메타인지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가?’이다. 이를 기준으로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과 교과서 28권의 내용과 

탐구 활동을 분석하였다. 중・고등학교 『도덕 1』, 『도덕 2』의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단원, 『생활과 윤리』의 ‘사회와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 단원, 『윤리와 사상』에서 ‘사회사상’단원이 

분석대상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경우 

윤리적 시민교육의 다섯 가지 요소가 대체로 반영되었지만,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된 목표를 찾기 어려웠다. 아직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교육과정에 전무(全無)하지만, 교과의 성격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 

탐구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향후 개선과 보완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교과서는 중학교의 9종, 고등학교의 5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성과 맥락성을 위해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친숙한 예시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의 일상생활보다는 신문기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탐구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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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시민교육의 성격에 맞게 구현되었는지 분석하고, 발문 형태가 

수준별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탐구 활동 분석 결과 중・고등학교 모두 ‘학습 내용 확인형’이 가

장 많았고, 중학교 『도덕 1』은 ‘생활 속 실천형’, 『도덕 2』는 

‘도덕적 추론형’과 ‘토의・토론형’이 그다음이었다. 『생활과 윤리』

는 ‘자료 조사・작성형’과 ‘토의・토론형’이, 『윤리와 사상』은 ‘토의・
토론형’과 ‘비판적 사고형’이 그다음으로 많게 나왔다. 전체적으로

‘토의・토론형’이 주로 제시되고 있으나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중요하

다고 강조한 ‘메타인지적 성찰형’이 부족하고 ‘비판적 사고형’을 보

강한 ‘문제 해결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회 구조적 차

원에서 도덕적 문제를 논의해 메타인지적 성찰력을 보강하는 것이 윤리

적 시민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내러티브형 탐구 활동’을 강화해 우리 교과만의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했다.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윤리적 시민교육의 실천 기준으로 

비판적 사고 및 성찰 교육, 학생 주도성 교육, 앎과 삶이 일치하는 

문제해결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업모형으로써 ‘소크라틱 

세미나 대화식 토론모형’과 ‘Meta-IDEAL 문제해결학습 모형’을 

구체화하였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요소와 ‘비판적 사고형’ 및 ‘성찰적 사고형’을 

강조하는 탐구 활동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소크라틱 세미나는 

경쟁적 분위기에서 상대방의 허점을 비판적으로 반박하는 찬반 토론을 

지양한다. 그 대신 학생과 학생 간의 질문과 공감적 대화를 통해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토론모형이다. Meta-IDEAL 문제해결학습 수업모형은 기존의 

브랜스포드와 스테인의 이상적 문제해결가(IDEAL Problem Solver) 

단계에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메타인지적 요소를 첨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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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하였다. 앞서 교과서 탐구 활동 분석에서 ‘생활 속 실천형’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定義)하며, 협력을 통해 해결 과정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직접 해결하는 탐구 활동은 다소 적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Meta-IDEAL 문제해결학습 5단계에 메타인지적 점검을 

추가해 자기 인식과 판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과 해결전략까지도 

고려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의 내용상 연계를 

고려하면서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중학교 『도덕 1』, 

『도덕 2』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 중 

일부 단원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여 연구의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분석하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도덕과 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윤리적 

시민성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시민교육을 교과교육 

차원에서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 

윤리적 시민교육을 실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주요어 : 윤리적 시민성, 윤리적 시민교육, 비판적 사고 및 성찰, 공감적 

의사소통, 메타인지, 대화식 토론, 문제해결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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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민주주의가 유지・발전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좋은 

시민’이다. 어떤 자질과 특성을 가진 시민이 존재하느냐가 그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듀이(J. Dewey, 1916)는 ‘공동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말하며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Dewey, 

이홍우 역, 2018: 155). 누스바움(M. C. Nussbaum) 역시 적절히 교육된 

시민들의 지탱 없이는 그 어떤 민주주의 체제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없음을 밝힌다(Nussbaum, 우석영 역, 2017: 34).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학생을 ‘현재의 시민’보다는 ‘미래의 시민’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남미자 외, 2019: 139). 이로 인해 여전히 학교는 학생들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보다 가르침의 대상으로 본다. 즉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민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보다 추상적인 

시민적 지식과 덕목만을 형식적으로 습득할 뿐이다. 따라서 시민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예되고 있다. 

그동안 도덕과 시민교육을 살펴보면 주로 시민교육의 내용 체계로 

가치와 덕목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예를 들어 도덕성과 시민성,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 사이는 중첩된다고 볼 때, 도덕과 시민교육은 

가치・태도와 성향 차원의 도덕적 시민성(moral citizenship), 공적 

도덕성(public morality), 사회 정의와 공평성과 같은 거시적 

도덕성(macromorality)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거나(정창우, 2008) 도덕적 

시민교육의 학문적 근거로써 정치철학, 도덕 심리학 등이 시민교육의 

내용 체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김상돈, 2009).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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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이용해 도덕과의 시민 교육적 함의를 연구하며(조일수, 2011; 

김상범, 2012; 신호재, 2013; 장준호, 2013; 조주현, 2013, 2015), 

정치철학의 측면에서 가치・덕목 위주의 시민교육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흐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며 도덕과의 인간상을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천명한 뒤, 도덕과 시민교육의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교육부, 2015b). 민주 시민교육 관점에서 

2015 개정 도덕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김상범, 2019), 사회과와 

차별성 측면에서 도덕과의 민주 시민교육의 특징을 부각한다(김혜진, 

2020; 우맹식, 2019). 또한, 3차 교육과정부터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에 따라 도덕과에서 강조하는 민주 시민상이 전통적 유형에서 

변혁적 유형으로 변화해왔음을 분석하며(김형렬 외, 2020) 시민교육에 

있어서 도덕과의 위상과 역할을 재규명하는 연구도 있었다. 최근 

미래지향적인 도덕과 교육의 설계와 타 교과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윤리적 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제안되었으며(정창우, 

2020a: 461-463), 민주 시민역량으로서 반성적 성찰을 도덕과의 

시민교육의 특징으로 설정하였다(양해성, 2020), 

파델(C. Fadel)에 따르면, 21세기의 특징은 기하급수적 기술 변화에 

따른 유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l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

(Ambiguity)으로 이것을 약자 ‘뷰카(VUCA)’로 제시한다. 그는 학생들

을 위한 교육과정은 시대적 특징에 따라 학생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도출하고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Bellanca et al., 김하늬・최선영 역, 

2019: 220). 미래 시대는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는 철학이 전성기를 맞이

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들이 새롭게 맞이할 윤리적 

문제를 미리 헤아려 짐작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의 미래형 학교들은 윤리와 도덕 철학을 교육과정의 핵심 중 

하나로 삼고 복잡하게 얽힌 윤리・도덕적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

력을 키우고 있다(이지성, 2019: 229-230). 이미 4차 산업 혁명은 디지털 

문명 시대를 앞당기고 모든 공간의 영역과 경계를 허무는 초연결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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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시켰다. 더욱이 포스트 팬데믹(Pandemic) 사회에서 언택트(Untact)가 

일상화되고 새로운 인간관계 정립을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사회는 단순히 빠른 변화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

져 복잡성 지수가 증가해 사회의 불확실성이 높다(Ito & Howe, 이지연 

역, 2017: 28-33). 분명한 것은 정의, 책임감, 준법정신, 시민참여와 같은 

가치・태도와 성향 차원에서만 시민교육을 강조해서는 이 시대의 훌륭한 

시민으로 키우는 데 한계에 이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 변화와 미래 사회의 시대적 요구사항에 따라 도덕과 

시민교육도 새롭게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시민성을 법적 지위나 개인적 

차원의 의무와 책임감 문제로 협소하게 접근하기보다 실질적 역량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시민이라면 시민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것에 대해 구성원들과 심층적으로 논쟁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해서 특정 가치・덕목에 

대한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시민교육을 넘어, 학생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를 

메타인지적으로 성찰하는 넓은 의미의 능동적 시민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결정력 및 자존감을 높이고 

시민사회에 필요한 주도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웨스트하이머와 케인(J. Westhemier & J. Kahne)이 제시하는 좋은 

시민의 모습은 새로운 윤리적 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들은 좋은 시민을 개인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 정의 지향적 시민으로 나눈다. 첫째, ‘개인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좋은 인성을 

갖춘 상태를 말한다. 둘째,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은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시민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함을 의미한다. 셋째, ‘정의 

지향적 시민’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인 체제와 구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Westhemier & Kahne, 2004: 239-243). 세 가지 

차원은 좋은 시민의 조건으로 모두 필요하지만, 강조점에 따라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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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사항이 있다.

먼저 개인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을 강조하는 교육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해결책 도출보다는 개인의 인성과 행동에 

대해 강조한다. 특히 자원봉사와 친절과 같은 개인적 인성함양은 정치와 

정책을 통한 문제해결을 고민하지 못한다(Westhemier & Kahne, 2004: 

243). 이로 인해 웨스트하이머와 케인은 인성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은 충실함(loyalty), 복종(obedience), 애국심(patriotism)과 

같은 덕목을 중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과 같은 행동과 

상충함을 지적한다(Westhemier & Kahne, 2004: 244). 알토프와 

버코위츠(W. Althof & M. W. Berkowitz)도 인성교육의 보수적인 측면이 

주로 자유민주주의 관점의 시민교육과 양립하기 어려울 때가 존재함을 

주시한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덕목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 및 가르침은 

때로는 교리적이고 도덕적 추론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Althof & Berkowitz, 2006: 508). 실제로 학교에서는 ‘권리’와 

‘예의’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돌한 

학생’보다 학생의 본문과 예의를 지키는 ‘학생다운 학생’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시민교육에 있어서 균형적 

발달을 저해한다. 공동선을 위한 참여, 책임과 같은 가치・태도에 대한 

강조만큼 웨스트하이머와 케인이 제시하는 ‘정의 지향적 시민’의 

특징을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써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정치 및 경제 구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정의롭지 않은 구조에 대해 질문하고 논쟁하여 

변화시키는 모습을 정의 지향적 시민으로 설정한다(Westheimer & 

Kahne, 2004: 240). 그렇다면 공동체와 시민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민적 가치・태도가 비판적 문제 제기 및 사회 구조에 대한 성찰 

과정과 상충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덕과 교육에서 지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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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민의 구체적인 모습과 시민교육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도덕과 시민교육은 교사와 학생들이 일상적인 우리의 삶과 

사회에 대한 성찰 속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의미 있는 성취를 경험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 사회는 이에 맞는 시민상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시민성은 비판적 사고 및 

성찰 능력, 협력하고 공감하는 의사소통 능력, 메타인지 능력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에 

부응하는 시민성 요소를 추출해 윤리적 시민교육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겠다. 우선 미래 사회의 시민성으로 윤리적 시민성을 개념화한 뒤, 

도덕과의 시민교육을 ‘윤리적 시민교육’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다음 

윤리적 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과정 설계 

방향으로 핵심역량에 따른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의 내용을 

밝혀보겠다. 특히 도덕과 시민교육의 기능적 요소를 메타인지 기능, 

문제해결 기능, 공감 기능, 의사소통 기능, 비판적 사고기능, 성찰적 

사고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제안해보겠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윤리적 시민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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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은 미래 사회의 시대적 요구 상으로 윤리적 시민성을 설

정하고 윤리적 시민교육의 요소들이 분절되기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지금까지 도덕과 교육에서 실시한 시민교육이 

가치・덕목 위주의 교화적이고 주입식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를 역

량의 차원에서 도출하고 이를 교육과정 설계 방향과 윤리적 시민교육 실

천을 위한 조건과 기준으로 삼겠다. 이를 제안하면 다음 <표1-1>과 같다.

<표 1-1> 윤리적 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한 기준 

윤리적 시민성

인간다움과 사회 정의를 위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속에서 

메타인지 사고, 비판적 사고 및 성찰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 전환기를 대비하는 시민성


윤리적 

시민교육

비판적 사고 및 성찰력을 갖춘 시민이 상호 공감하는 

의사소통을 통해 메타인지적으로 시민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윤리적 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한 기준

내용

➜

교수・학습

➜

역량

학생들의 삶

에 기반한 실

제성과 맥락

성을 고려하

는가?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주도성을 높이

고 실질적 수

행 능력을 강

화하는가?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우리 주변의 삶에서 비판적 사고 및 성찰력
을 강조하고 있는가?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적 의사소통을 중시
하는가?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
복잡한 문제를 메타인지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가?

덧붙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방안으로 구체적인 교수・학습 

수업모형을 제안해 윤리적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주로 아래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 그것의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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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사회 시민성으로 윤리적 시민성의 의미와 윤리적 

시민교육의 특징은 무엇인가?

2.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향으로써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3. 윤리적 시민교육 관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윤리적 시민교육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research)를 위한 문헌 연구,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활용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하려 

한다. 탐색적 연구는 “좀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 연구 문제를 

형성하거나 가설을 개발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연구로 형성적 

연구(formulative research)”라고 불린다(김구, 2014: 81).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진행한다. 문헌 연구는 “연구 자료를 연구 대상에게 

직접 수집하지 않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물에서 수집하는 

연구”를 말한다(김완일 외, 2018: 38). 이러한 문헌 연구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 복잡한 현상을 정의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연구 영역이다. 보통 “어떤 특정 분야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을 모아서 분류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종합함으로써 

알고자 했던 그 분야에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한다(김구, 2014: 

452-453). 

먼저 2장에서는 미래 사회 시민성으로 윤리적 시민성의 의미를 

탐색하고 3장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윤리적 시민교육을 

개념화(conceptionalization)하기 위해 탐색적 연구와 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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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핵심역량의 구성 요소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그다음 5장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윤리적 시민교육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질적 연구와 질적 자료를 양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내용 분석방법을 활용한다. 질적 연구는 “설명적 이론을 

검증(test)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discovery)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의 

복잡한 세계를 전체적인(holistic) 관점에서 알리는 것”이다(김구, 2014: 

439). 본 논문은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 기술(記述)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다음 이루어지는 내용 분석은 “문서로 작성된 기타 

의사전달 매체의 질적 자료를 양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방법(Denscombe, 

1998)”으로 “메시지의 특징을 객관적이며 체계적으로 확인, 

분류함으로써 추론을 이끌어 내는 기법(Holsti, 1969)”이다(김구, 2014: 

424에서 재인용).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6장은 윤리적 

시민교육 실천의 일환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구체적 제안하기 위해 

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아울러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문제에 기초하여 연구 범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인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윤리적 

시민성의 의미와 윤리적 시민교육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과 도덕 심리학(Moral Psychology)의 관점에 

기초하여 탐색적 연구 문헌 및 연구방법을 진행한다. 윤리적 시민의 

기본적인 자질과 성향 중 의사소통의 경우 정치철학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하버마스(J. Habermas)는 시민사회의 핵심을 공론장으로 보고 

상호 이해를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강조한다(장동진, 2012: 119). 

그는 “공론장의 제도적 핵을 이루는 것은 문화 활동, 언론 그리고 

후에는 대중매체에 의해 강화되는 의사소통의 망”이라고 보았다. 

시민들은 공론장을 통해 문화의 재생산에 참여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 통합에 참여한다. 이러한 과정은 체계(system)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성 조달 환경으로 기능한다(Habermas, 장춘익 역, 2015: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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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트만(A. Gutmann)은 심의와 숙고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조정 원칙으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시민교육의 

핵심으로 강조한다(곽준혁, 2014: 256). 공적 영역에서의 숙고와 심의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의 중요성을 정치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후 

이것이 비판적 사고 및 성찰 능력과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밝혀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도덕 심리학의 관점에서 윤리적 시민성의 요소를 

체계적으로 탐색한다. 도덕 심리학은 “인간의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와 관련된 요인과 심리적 메커니즘, 그리고 도덕 발달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정창우, 2013: 176).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과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정치철학의 관점이라면, 윤리적 시민성을 교과 성격 및 목표로 

설정하고 학습자의 도덕성 발달 특성과 고려해서 알맞은 지식, 기능, 

가치・태도, 교수・학습 등으로 제시하는 것은 도덕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그에 따른 도덕적 헌신, 

성찰적 사고, 공감적 대화에 초점을 맞춰 윤리적 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론을 고민해본다. 립맨(M. Lipman, 2003)은 세상의 탐구 문제는 

본질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어 비판적 사고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본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 우리는 비판 없이 단순히 

생각하지 않게 되며, 아무런 반성 없이 행동하지 않도록 돕는다(Lipman, 

박진환・김혜숙 역, 2005: 73). 나딩스(N. Noddings, 2016)는 비판적 

사고는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타협하게 하며, 보다 충만한 삶과 

건전한 사회에 대한 비전에 눈을 떠 자연스러운 도덕적 헌신으로 

이끈다고 주장한다(Noddings, 정창우・김윤경 역, 2018: 95, 102). 듀이(J. 

Dewey, 1910)에게 사고는 어떤 근거를 가진 믿음을 의미한다. 성찰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란, 어떤 믿음에 대한 근거를 의도적으로 구하며 

그 근거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사고로 정의한다(Dewey, 정회욱 역, 2011: 

4-7). 호프만(M. L. Hoffmann, 2000)의 경우, 역할 교환 및 공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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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불공정함을 타파하고 친 사회적 동기를 부여한다(Hoffman, 

박재주・박균열 역, 2011: 287-288, 324). 나바에즈(D. Narvaez)는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상호 작용이 도덕적 사고방식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그는 초기의 정서적 경험과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Vozzola, 정창우 역, 2018: 136).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한 

공감은 정서적 결함을 치유할 수 있어 나바에즈가 강조하는 상상 윤리를 

촉진하고 이성에 기반한 행동을 고려하게 하며 도덕적 반성도 가능하게 

만든다(Narvaez, 2008: 105). 이와 같은 도덕 심리학의 관점은 윤리적 

시민교육의 목표에 대한 방향 설정과 실천 방안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준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향으

로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습 심리학(Learning 

Psychology)의 관점에 기초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한다. 학습 심리학은 

‘How People Learn’, 즉 인간은 어떻게 배우는지에 주목하며 인지심

리학과 교육심리학의 관점에서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

적인 교수 방법과 교수 환경에 대해 논의한다(Bransford et al., 신종호 

외 역, 2021: 5).1) 이는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과 어떤 사람이 학습에 있

어서 가장 유능한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Bransford et 

al., 신종호 외 역, 2021: 20). 본 논문에서는 맥락으로의 이해(understanding)

와 전이(transfer), 탐구(inquiry), 메타인지(metacognition)에 초점을 맞춰 

윤리적 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론을 고민해보려고 한다. 특히 메타인지

는 인지심리학에서도 적극적 학습 방법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어왔다. 메

타인지를 증진하기 위한 교수 방법으로 내용 이해, 자기평가, 반성 활동 

등이 있다(Bransford et al., 신종호 외 역, 2021: 29). 또한, 탐구라는 측

면에서 학생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이 사실적 지식에 대한 심층적 

지식 기반을 갖춰야 하며 사실과 아이디어 관계를 이해하고 인출, 적용

1) 브랜스포드의 책을 ‘학습과학’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용어인
학습 심리학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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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한다(Bransford et al., 

신종호 외 역, 2021: 35). 이렇듯 인지심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반화

된 교수 전략을 윤리적 시민교육에 적용하려는 이유는 맥락, 전이, 탐구, 

메타인지가 미래 사회에 시민이 갖춰야 하는 학습 능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해 중심교육과정’과 ‘역량 중심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지식관과 학습관을 토대로 윤리적 시민교육의 교육과정 설계 

방향을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문제인 윤리적 시민교육 관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평가하고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탐색적 연구와 내용 분석방법을 적절히 활용한다. 탐색적 연구를 통해 

윤리적 시민교육으로 제시한 구성 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이것을 

추출해 윤리적 시민교육의 조건과 분석기준으로 삼는다. 이처럼 조건과 

역량을 결합한 다섯 가지의 분석기준은 ‘실제성 및 맥락성’, ‘탐구’, 

‘비판적 사고 및 성찰’, ‘공감적 의사소통’, ‘메타인지적 문제해결’이다. 

해당 단어와 의미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기술되어 있는지, 

기술되어 있다면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중 어느 영역에 

분포되어있는지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교과서에도 실제성과 

맥락성을 반영한 기술이 있는지를 함께 수집한다. 다음으로 교과서 탐구 

활동의 유형에 관한 분석을 위해 교과서 탐구 활동과 같은 질적 자료를 

양적으로 변환하는 내용 분석을 실시한다. 주로 탐구 활동은 교과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교수・학습 자료이다. 따라서 제시된 

탐구 활동의 성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횟수 계산을 통해 빈도와 비중을 

수치화한 뒤, 윤리적 시민교육의 성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고차원적 

사고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교과별, 출판사별로 추출된 

양적 데이터를 통해 향후 교과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발견된 

문제점은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모형과 수업 설계 

제안으로 보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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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래 사회와 윤리적 시민성의 필요성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사회 변화는 사회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들이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 다양한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을 종합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고 이러한 역량을 종합한 윤리적 시민성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1. 미래 사회의 특징

미래학에서 15~20년 이후의 시기는 장기 미래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보고서들에 ‘2030’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2017년부터 시작된 OECD 교육 프로젝트는 ‘2030’을 중요한 

시점으로 설정한다(김현섭・장슬기, 2019: 25-26). 미래 사회의 변화와 

특징을 예상해 보는 것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도덕과 

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다. 

몇 년 전 세계경제포럼(WEF)인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 혁명’을 

미래 시대의 이슈로 제시한 이후, 4차 산업 혁명은 미래 사회의 특징을 

예측하는 핵심 용어가 되고 있다. 슈밥(C. Schwab, 2016)은 현재 

진행되는 빠른 과학 기술 혁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꾼다고 

본다. 그는 4차 산업 혁명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임을 알리며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 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기계에 

의한 생산에 주력했다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해당하는 2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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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전기와 생산의 조립 라인 출현으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1960년대 컴퓨터 공학의 발전으로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 PC, 

인터넷 발달로 ‘디지털 혁명’을 이끌었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시작과 동시에 출현한 4차 산업 혁명은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공학, 인공지능(AI), 클라우드, 3D 프린팅, 공유 

경제 등 소프트웨어 기술로 디지털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다(Schwab, 

송경진 역, 2016: 25-26). 이것은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영역과 경계를 허무는 초연결사회를 태동한다. 즉, 

주요 과학 기술 혁신은 전 세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의 등

장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인간의 삶에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

의 불확실성을 가속화한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미래 사회의 특징과 키

워드를 ‘디지털 문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불확실한 시대’로 

설정하고 이러한 사회 변화에서 요구되는 시민역량의 구체적 내용을 도

출해 보고자 한다. 

1) 디지털 문명 시대

코로나 19로 인해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 4차 산업 혁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미래학자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과 

전환을 동시에 모색해야 함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19 사태 이후 

디지털 문명이 전 사회 영역에 걸쳐 강제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4차 산업 혁명 도래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에서 본격화된다. 이것은 스마트폰을 들고 생활하는 사람, 즉 

스마트폰을 인공장기와 같이 신체 일부처럼 쓰는 새로운 인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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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다. 이들은 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 생활을 한다. 이렇듯 디지털 문명은 비대면 또는 언택트(Untact) 

상황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디지털 공간에서 해결하는 4차 산업 

혁명의 초연결사회를 보여준다(최재천 외, 2020: 76-78). 이렇듯 인터넷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화된 개인(networked 

individual)’은 미래 사회의 운영 주체로 등장한다(정호범, 2017: 78).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새로운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은 정보처리의 과정을 알고리즘의 형태로 바꿨다. 달라진 

지식 구조와 정보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한 인터넷 검색 분야와 기술은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생산 도구와 

접근 도구가 활자와 종이에서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바뀌며 지식의 

생산량은 빠르게 늘어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구본권, 2020: 114-116). 

심지어 정보의 유효기간이 점차 짧아짐에 따라 지식의 유용성과 

효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줄어드는 ‘지식의 반감기’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아브스만(S. Arbesman)의 경우, 지식 반감기 시대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변화하는 지식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Arbesman, 이창희 역, 2014: 329).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지식의 반감기는 점차 짧아지며 

서적 형태의 백과사전의 종말을 가져왔다. 《브리태니커》는 첫 발간 

이후 244년 만인 2012년에 온라인으로만 서비스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백과사전의 몰락은 정보의 디지털화에서 기인한다. 아날로그 시대에 

개별성과 유한성을 지닌 선형적(linear) 정보가 디지털 환경에서 

비선형적(non-linear)으로 달라지면서 연결성과 무한성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뛰어난 연결성은 정보에 시간 축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부가해 

정보의 실시간성을 확보했다. 즉 지식의 규모와 구조, 속성의 대대적인 

변환을 가져온 것이다. 이를 반영한 온라인 백과인 위키피디아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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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종이 사전을 대체하고 있으며 정보의 신뢰 수준도 높은 편이다. 

기존의 《브리태니커》와 비교한 연구에서 정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영국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결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구본권, 

2020: 107-110). 정리하자면, 디지털 문명에서는 지식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학습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도태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거부되고 

다양한 생각들이 공유되고 주류로 등장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불편함은 

불안감을 높인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서 달라지는 지식의 구조(디지털화), 

유효기간(반감기), 접근 방법(검색)에 따라 스스로 학습자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지식을 탐구하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즉 주도적 

학습 동기를 갖고 공유된 콘텐츠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 사회에서 최고의 역량이 되고 있다. 또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메타인지가 지적 존재로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하고 있다. 한편, 기존 공동체와 디지털 공간의 성격을 

비교하면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관계 정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공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개방적인 구조로 그 

안에서 구성원들은 수평적 평등 관계를 이루며, 자율적인 주체로서 

사회적 통제가 다소 약화하는 가운데 동시다발적 소통과 의견 수렴이 

자유롭다(정호범, 2017: 78-79). 이는 기존과 다른 개인들의 가치관과 

의식 구조, 행동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시민들에게 필요한 삶의 역량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2) 위키는 하와이 원주민어로 ‘빠르다’라는 뜻이며, ‘What I know of it(이것에 관해
내가 아는 것)’이라는 머리글자를 딴 말이다. 2005년 네이처가 실시한 브리태니커
와 위키피디아의 정확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 양쪽 모두 심각한 오류가 4개씩 동
일하게 있었고 기록상 오류와 누락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등은 브리태니커가
123개, 위키피디아가 162개여서 연구 논문은 두 백과사전의 정확도가 크게 다르
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논문이 게재된 이후 수많은 사람
의 참여로 위키피디아의 오류 항목들이 빠르게 수정되었다. 반면 종이에 인쇄된
브리태니커는 불가능한 일이었다(조병익, 201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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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으로 초연결(superconnectivity)과 함께 언급되는 

것은 ‘보다 지능적인 사회’를 의미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다.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능가하는 새로운 지능을 

말한다(김문주・신현주, 2020: 597-598). 무어의 법칙에 따른 컴퓨팅 

능력의 발달 가속화, 머신러닝과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은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컴퓨터가 따라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히 연산 능력이나 지능만이 아니라 감정까지 지닌 ‘초지능’의 

탄생을 가져온다(구본권, 2020: 257-258).

인공지능의 기능과 정의는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사람과 

비슷하거나 사람을 능가하는 지능을 갖고 자의식을 갖춘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으로 부르고, 미리 정해진 특정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의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weak A.I.)’이라 

한다(구본권, 2020: 270).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삶에 편리함과 

여유를 가져다주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각과 

청각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의 언어 기능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아직 

인간의 번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계 번역의 수준도 상당히 

향상되었다. 물론 아직 인공지능이 의사소통을 상황이 아닌 문자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계가 인간 수준으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 

외에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조병익, 2018: 36-39).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은 교통정체를 줄이고 운전으로 야기되는 각종 

위험을 제거해줄 수 있다. 국내 병원에서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도입해 진료를 시작하는 등 점차 기계의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의존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조병익, 2018: 42). 

하지만 지금까지 등장한 것은 대부분 약한 인공지능이지만, 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논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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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기계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커지고,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에 

점차 중독되어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 스마트폰 의존 현상은 집중력 및 

학습 능력 저하는 물론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 호기심과 생각 키우기를 

더욱 힘들게 한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상에서 타인과 쉽게 만나지만, 직접 만나 소통을 나누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조병익(2018: 178)은 이러한 현상을 개인과 

대중을 합한 ‘개중’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한다. 개중은 혼자 원룸에 

살면서 휴대전화나 메신저로 타인과 대화를 나누고 블로그를 통해 

자신을 나타낸다. 철저하게 혼자 생활하지만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은 

개인을 말한다. 이는 우리의 삶이 인공지능과 기계의 도움으로 인해 

점점 편리해져도 우리도 모르게 기계에 지배당하고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인공지능에 의한 통제사회를 더 강화할 

것이며, 제조업과 각종 서비스업이 기계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인간의 

일자리까지 줄어들어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이 기계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미 커즈와일(R. Kuzweil)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점을 ‘특이점(singularity)’으로 설정했다. 특이점이란 “미래에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시기”를 말한다(Kuzweil, 2005, 

김명남・장시형 역, 2007: 23). 그는 인공지능이 점차 인간 두뇌의 

패턴인식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감정 및 도덕적 지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Kuzweil, 2005, 김명남・장시형 역, 2007: 25). 특이점 

도래의 시기는 2045년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는 인공지능이 도출한 것을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고 인공지능을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3) 

3) 한편으로 특이점 도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앨런과 그의 동료(P. Allen &
M. Greaves)는 인간의 인지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형
성된 고도의 복잡한 기제임을 강조하며, 특이점의 도래는 쉽지 않다고 본다. 이것을
‘복잡성 브레이크(Complexity Brake)’라 부르는데, 인간의 지능, 인지, 뇌 신경 구조
를 과학적으로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때로는 지연이 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이번 세기 끝에 가서도 여전히 특이점은 도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All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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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스티븐 호킹은 

‘인류의 종말’을, 빌게이츠는 ‘인류의 위협’으로, 엘론 머스크는 

‘악마의 소환’으로 주장하기도 한다(조병익, 2018: 115-116).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인류의 멸망을 부르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양면적 특성은 ‘미래 사회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성찰과 탐색에 따라 미래 사회의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더없는 혜택이 될 수도, 반대로 엄청난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준비된 자들에게 미래 사회가 기회이면서 유토피아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위기이며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모색해야 한다. 아무리 인공지능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간은 인공지능과 다른 인간만의 고유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단순히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을 기계에 종속화한다는 부정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인간이 기계와 협업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때, 인간만이 지닌 고유의 지능인 소통, 돌봄, 놀이, 

호기심에 집중해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인간의 지능을 

따라잡고 있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간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하며 그에 맞는 능력을 반드시 배양해야 한다. 

Greaves, 2011). 이와 유사하게 특이점이나 인공지능은 기업과 언론이 만든 신화일
뿐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는 전문가도
있다(Ganascia, 이두영 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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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지식을 습득한 사실보다 얼마나 최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기계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중요해진 인간의 역할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조병익, 2018: 201-204).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가 

요청된다.

첫째, 인간다움을 강화한다. ‘인간의 본질’인 ‘휴머니티’는 디지털 

문명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최재붕, 2020: 141),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인 ‘사색’과 ‘성찰’할 수 있는 교육

을 그 어느 때 보다 확대해야 한다(이지성, 2019: 32).4) 다시 말해 인간

이 로봇이나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비인간화(dehumanization) 현상을 막

기 위해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본주의(humanism)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성태제, 2017: 7). 둘째,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함에 

따라 인간 고유 역할의 정체성 확립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의 일환으로 

협력 능력, 프로젝트 관리, 창의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이 미래의 핵심역

량으로 강조해야 한다(이철현・전종호, 2020: 314). 셋째, 인간만이 가지

고 있는 호기심에 따른 질문하는 능력을 통해 사고력, 공감 능력, 의지

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지적 호기심을 숙성시켜 제대로 된 질문을 던

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해 가는 통해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구본

권, 2020: 299-300). 

이와 같은 인간의 본질로서 휴머니티의 기반인 지속적인 탐구 능력, 

호기심, 질문에 따른 깊은 성찰은 부모의 요구와 기대, 사회적 

4) 사색과 성찰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에 인간이 종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IT 기기에 중독이 된다면
사색을 하고 예술과 자연을 접하고 다른 사람과 진실하게 교류하는 기회가 줄어든
다. 이는 자기 안의 인간성과 공감 능력, 창조적 상상력을 발견하고 강화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인공지능 시
대에 더욱 필요하다(이지성, 2019: 150-151). 인공지능이 대부분 직업을 대체한다면
인간은 프레카리아트(Precariat)로 전락한다. ‘불안정한’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프레
카리오(precario)와 ‘노동 계급’을 의미하는 독일어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
성어이다.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인공지능에 지배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이지성, 201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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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만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은 여전히 암기 

위주의 교육,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 깊이 생각할 기회보다는 

정답만을 가르치는 교육, 꺼내는 교육이 아닌 집어넣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는 기존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필요한 

요소이다(조병익, 2018: 16). 이제는 미래 사회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현 

교육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나침반으로서의 교육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3) 불확실성 시대

슈밥은 지금의 변화와 혁신은 속도(Velocity), 범위와 깊이(Breadth 

and depth), 시스템 충격(Systems Impact)의 차원에서 이전 사회와는 

현저히 구별된다고 강조한다. 4차 산업 혁명은 신기술로 인해 이전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진행한다. 또한,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 기술의 융합은 

경제, 기업, 사회에 전환적 패러다임을 유도하고 ‘무엇’을 

‘어떻게’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변화를 

이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시스템 변화와 충격을 수반한다(Schwab, 

송경진 역, 2016: 12-13). 결국,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고 초연결사회 

속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분열되어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편, 미래 사회는 단순히 빠른 변화만이 아닌 끊임없는 변화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파괴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인공지능, 

제조, 운수, 의학을 중심으로 마련되는 획기적인 돌파구는 변화를 

가속화 한다. 미래학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는 우리의 시대를 

비대칭성, 복잡성, 불확실성으로 정의한다. 비대칭성은 비용이나 이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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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이며, 복잡성(complexity)은 복잡계(complex 

system)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일 영역이 아닌 여러 영역의 상호 

의존성을 의미한다. 세상의 복잡성 지수 증가는 결국 미래 예측을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을 초래한다(Ito & Howe, 이지연 역, 2017: 28-33). 

달라지고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onance) 현상은 심리적 

불편함을 동반한다. 인지 부조화란 “개인이 지니는 신념, 생각,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때 생기는 심리적 불편함”을 말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기보다 확증 편향(confirmatory 

bias)이나 선택적 인지(selective perception)와 같은 심리적 전략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확증 편향은 말 그대로 “자신의 가치관, 기대, 

신념, 판단에 부합하는 확증적인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는 인식 

방식”이다. 또한, 선택적 인지란, “환경을 인지할 때 자신에게 영향을 

주거나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만을 인식하는 경향”을 

말한다(구본권, 2020: 118). 이로 인해 불확실성 시대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 변화하는 지식을 나누거나 오류를 수정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고수하려는 경향의 강화를 경계해야 한다. 즉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과 정보는 ‘절대 지식’이 될 수 없고 

‘가변적 지식’이라는 통찰의 힘은 미래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복잡한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혜와 통찰력은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발현에서 온다. 집단지성이란 구성원들이 

“상호 협동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적 능력을 폭발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조병익, 2018: 156). 집단지성의 힘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집단지성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대중이어야 하고 다양성을 가진 개인이 상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결여되면, 

집단지성이 아닌 ‘집단사고(group think)’현상이 발생한다. 집단사고는 

미국의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I. Janis)가 제시한 개념으로 “결속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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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소규모 집단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를 쉽게 

이루려고 하는 경향의 사고방식”을 의미한다(조병익, 2018: 164). 이는 

집단지성과는 분명히 다르며 사회 구성원들이 응집력이 강하고 다양성과 

독립성이 보장받지 못한 사회일수록 발생하기 쉽다고 볼 때, 끊임없이 

집단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사고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의사 결정에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구성원들에게 길러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복잡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전체를 고려해야 위기 

상황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터 센게(P. Senge, 2019)는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시스템 사고를 강조한다.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는 

시스템에 대한 사고로 피드백 속성이 있는 시스템에 대한 관찰과 사고를 

말한다(Senge et al., 한국복잡성교육연구회 역, 2019: xi).5) 그러나 최근 

팬데믹 선언은 집단지성의 발휘나 시스템 사고를 통한 지혜로운 

통찰보다는 무한 경쟁으로 인한 절박함과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가속화 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연구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전히 한국인의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경쟁력 중시의 풍토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한겨레경제사회연구, 2020).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여전히 삶의 질보다는 경제적 성취를 중시하고, 연대와 

협력보다는 경쟁과 자율을 선택하고,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보완하는 

평등 사회보다는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경쟁력을 중시하는 

5)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와 시스템적 사고(Systematic Thinking)는 다르
다. 시스템적 사고는 시스템 사고와 한 글자 차이가 나지만 단계별 사고, 규칙적
사고 또는 체계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반면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에 대한 사고로
시스템적 사고와 구분되어야 적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Senge et al., 한국복잡성
교육연구회 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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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처럼 시민들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을 우선시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2018년 동일한 

조사보다 한층 강화되었다(한겨레신문, 2020. 6. 28.). 우리 사회에서 경쟁 

구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불확실한 사회에서 각자도생과 같은 개인주의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존과 상생 문화보다 배타적 혐오 문화가 심화 되고 경쟁적 

승자독식 구조가 ‘공정성’이라는 미명하에 더욱 우선시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를 ‘메리토크라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란 “능력 지상주의

라는 의미로 우리 사회 전체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삶의 방식에 심층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념”으로 정의한다(장은주, 2017: 

79). 우리 사회는 메리토크라시의 헤게모니가 너무도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 다차원적인 사회적, 정치적 노력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시민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 시민교육이야말로 평등과 정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에 대

한 토대를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장은주, 

2017: 80-81). 

경쟁적 승자독식 구조는 시민의 삶과 존재감을 취약하게 한다. 약한 

존재와 자아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집단에게 

원인과 탓을 돌리고 싶은 욕망을 발생한다. 즉 혐오 문화는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과 불안의 또 다른 방어기제로 작용한다. 누스바움(M. 

Nussbaum)은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우리 안에 숨겨진 편견과 

혐오를 드러나게 했다고 판단한다(안희경, 2020: 123). 불확실성으로 오는 

두려움은 인간들이 타인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품격을 누리는 삶의 기본을 보장해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안희경, 2020: 138). 

혐오와 경쟁 강화가 아닌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 구조와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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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많은 학자들은 생태적 전환과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탐욕에 

대해 경계하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욕망에 대한 질서 부여,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주의의 구축 등을 강조한다(최재천 외, 2020). 

이와 같은 반성과 통찰은 학습 및 교육의 형태에 반영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아는 것’, 

‘하는 것’ 이외에 ‘존재하는 것’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자 

학습의 속성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상은, 2018: 48). 개인의 존재성과 

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기회는 집단지성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

2. 미래 사회의 시민적 핵심역량

다윈(C. R. Darwin)은 “가장 강력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가장 지적인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라고 말한다(Golinkoff & Hirsh-Pasek, 김선아 역, 

2018: 166). 디지털 문명, 인공지능 시대, 불확실한 사회와 같은 미래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가치관, 태도 행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양상이 진전될수록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갈 시민들에게 필요한 인성 및 역량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가 

펼쳐지는 불확실한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사회 정의와 존엄과 같은 민주적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시민성은 무엇인가?’, ‘위기 극복,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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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인성역량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간상이자 시민의 구체적인 모습을 고민하게 한다.

린트(G. Lind)는 사회 전반에 증가하는 도덕적 문제와 갈등을 대처할 

능력이 결여되는 경우 폭력, 속임수, 강압과 같은 저속한 형태가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결책이 부재하거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히 높은 도덕적 역량을 

갖춘 구성원이 부족하다면, 강력한 권력을 가진 독재 국가를 찬성하고 

민주주의 폐지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의 민주화는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에 크게 달려 있고, 이러한 역량을 발전시키는 

교육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역량의 발달은 도덕적 가치를 

주입하기보다 복잡한 도덕적 문제들을 숙고와 토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학습 기회를 충분히 갖는 가운데 형성된다(Lind, 

박균열・정창우 역, 2017: 77-82). 

결국, 사회 변화에 맞게 시민이 갖춰야 할 도덕적 역량을 

재탐색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동선 및 민주적 가치들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미래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인간다움을 

상실한다면, 새로운 기술 개발은 오히려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눈 앞에 펼쳐진 위기와 변화에서 엄청나게 증가하는 윤리적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적 노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 가운데 ‘역량’6)은 중요한 교육의 

6) 교육 담론으로써 역량이라는 개념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일반화되었다. 2015 개
정 교육과정은 1990년대 중반 OECD의 DeSeCo프로젝트부터 시작된 역량의 개념
을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해 실질적인 역량 함양을 시도하였다. 다시 말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으로 기존의
지식 이해 및 수용 중심의 학력관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게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신(新)학력관’을 반영한 결과이다. 사실상 신학력관은 지식과 기능의 습득
외에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교육계에서 논의되는 핵심역량은 대개 행하고(doing), 알고(knowing), 존재하는
(being) 구조와 새로운 학력관을 반영한다(김유리・김성식: 2019: 151). 이처럼 교
육 담론에서의 핵심역량은 새롭게 등장한 학력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후 역
량이라는 용어는 교육현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천호성, 2016: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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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점이자 목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새로운 미래 사회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의 민주적 공존을 위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 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복잡한 갈등과 윤리적 문제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 혐오와 차별, 가짜뉴스가 난무함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시민역량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예전보다 시민 

참여의식이 향상되어 온・오프라인 정치적 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론장에서 참여하는 시민들은 협력적 

의사소통이 부재하거나, 공적 이성을 통해 심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사회적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를 

해결하고자 지혜와 통찰이 있는 집단지성을 발현하기보다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빠르게 합의하려는 집단사고 현상에 빠진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갖춘 구성원이 

부족하다면, 견고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정리하자면 

디지털 공간을 포함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론장에서 숙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민역량이 

요청된다. 

우선 디지털 및 미디어 공간에서 생산되는 정보에 적절히 접근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가짜 정보를 선별해 올바른 방향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데 메타인지와 같은 고차적 사고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복잡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로서 성찰력은 메타인지를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한다. 그다음으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디지털 공간에서 보낼수록 

의사소통 역량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점차 자신의 

생각을 담아 디지털 공간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공유함에 따라 

전달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도덕 

문제를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주체들이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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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이 늘어남에 따라 소프트 스킬로써 의사소통 역량이 부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미래예측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인지 

부조화로 인한 확증 편향, 불안과 두려움으로 혐오와 차별이 더욱 뿌리 

깊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메타인지, 의사소통 역량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질인 휴머니티를 강화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다움을 헤치는 자극이나 변화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휴머니티 감성 역량이 이 시대를 살아남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1) 메타인지역량

디지털 문명이 가속화되고 사회가 복잡해지며 불확실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에 봉착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고차적인 

사고이다. 여기서 사고력은 문제해결력, 발견력, 창조력, 논리적, 비판적 

사고, 메타인지를 말한다. 이는 “깊이 생각함을 통해 주체적이고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물음을 찾아내 가는 능력”이다(천호성, 

2016: 127). 구글은 수년 내에 AI가 초인간적 이미지 인식 능력을 갖게 

되어 인간의 인지 능력을 지닐 수 있음을 전망하지만, 뇌 과학자들은 

여전히 기계가 넘볼 수 없는 인간만의 인지 능력으로 ‘메타인지’를 

제시한다(사이언스타임즈, 2019. 6. 27.). 

메타인지(metacognition)란, 1976년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프라벨(J. H. 

Flavell)이 만든 용어로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으로 ‘초인지(招認知)’라 할 수 있다(서상훈・
유현심, 2019: 23). 다시 말해서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관한 생각,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한 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생각하는 기술을 

말한다(최재붕, 2020: 78). 메타인지 연구의 선구자인 프라벨은 메타인지

는 정보 교환과 설득, 이해, 독해, 글쓰기, 언어 습득, 주의 집중,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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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사회인지, 자기 조절과 자기 지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본다. 또한, 메타인지는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해 유사한 생각들을 연

결하고 인지적으로 행동을 조절하고 개인 발달과 교육에 분명한 지침을 

준다(Flavell, 1979: 906). 이처럼 메타인지는 학습자가 특정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외부에서 받아들인 지식 및 자신의 인지 과정을 통괄하고 지휘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르티네스(Martinez, 2006: 699)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결과로써 메타인지적 능력의 중요성을 언급

하고 메타인지가 모든 연령의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문제해결이 복합적인 인지작용이 요구되는 고차원적인 사고과정이라면, 

메타인지 능력은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메타인지의 유용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고 학습의 주도성을 높여준다. 메타인지 

생각기술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부정적 느낌과 파괴적인 감정을 

객관화시키는 ‘긍정의 메타인지’는 창의성을 높이고, 학습 과정에서 

‘생각의 메타인지’는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한다. 또한,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효과적으로 관점을 세우며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판단의 메타인지’는 생각의 유연성을 길러준다(이승호, 

2015: 27-28).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본능적인 선택적 인지를 통제하고 

의도적으로 메타인지 기술을 연습하여 학습을 주도하는 자기완성이 

가능하다(이승호, 2015: 35).

둘째, 자기 성찰이나 통찰이 가능하다. 메타(meta)라는 의미는 ‘한 

단계 높은’의 의미로 자신의 사고과정을 한 단계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 단순히 지능이 뛰어나거나 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고, 무지함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리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김판수 외, 2017: 86). 이렇듯 학습자들이 스스로 발견을 통해 

얻게 된 통찰력은 다른 이들에게 의존해 갖게 된 통찰력보다 훨씬 

학습을 심화시키고 촉진한다. 또한, 자신의 판단이나 행위의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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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살핌으로써 편견이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다 열린 자세를 갖게 해준다.

셋째, 자기 동기로서 그릿(Grit)을 강화한다. 메타인지는 정보처리와 

문제해결, 의사 결정, 의사소통 등 ‘인지 능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절, 자기 동기 등 ‘비인지 능력’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박동호, 2016: 6).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상위 

시스템 사고는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 상황을 고찰하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지식과 정서, 인지 도구 등을 활용해 목표 달성을 위한 

태도와 전략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자기 주도적 능력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메타인지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목표와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실천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해 성숙한 삶을 이끈다. 이러한 

메타인지는 더크워스(A. Duckworth)가 강조하는 그릿과 유사하다. 

그녀는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을 

‘그릿(Grit)’이라고 정의하며,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그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Duckworth, 

김미정 역, 2019). 메타인지의 비인지적 능력은 불확실성 사회일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역량이자 태도라 할 수 있다.

 

2)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

4차 산업 혁명에서 개방형 의사 결정 플랫폼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있다. 플랫폼(Platform)은 기차역의 플랫폼이 아니라 “소통을 위해 

개방된 추상적인 공간으로 어떤 사상이나 제품 등을 교환하거나 

확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소”로 “어떤 관점이나 의도를 표현하는 

출발점”을 말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은 열린 공간이자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플랫폼 방식의 핵심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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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이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김인숙・남유선, 

2016: 80-81). 플랫폼에서 하나의 문제를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주체들이 만나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다. 3차 산업혁명이 클래식 음악이라면, 4차 산업 혁명은 

재즈 음악에 비유할 수 있다. 상호 작용에 있어 3차가 중앙 집중형 

오케스트라라면, 4차는 유연하고 주어진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움 

속에서의 상호접점을 추구하는 재즈이다. 재즈 음악에서는 연주자 상호 

간 지속적인 주의력이 더욱 요청된다(김인숙・남유선, 2016: 237).

디지털 문명과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에게 많은 편리함과 여가를 

선사하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상대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단절되거나 약화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 

역량이나 의사소통 역량과 같은 시민적 인성역량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더욱 대두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과 위기의 상황은 

인간과 자본의 탐욕에 대한 겸허한 성찰을 요구한다. 위기 속에서 문제 

인식 및 분석뿐 아니라 불의한 구조를 바로 잡는 기회로 활용하려면 

구성원들이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집단지성의 가치를 발휘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다한다. 

의사소통에는 당신의 메시지를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전달하는 

말하기, 당신이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쓰기,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듣는 경청하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협력을 촉진 시켜주는 연료이다. 이와 동시에 의사소통은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된다(Golinkoff & Hirsh-Pasek, 김선아 역, 2018: 

118). 따라서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이란,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의 상호 

작용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감의 자세로 수평적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다(이혜진, 2020a: 168)7). 이때 수평적 대화는 의사소통의 행위로서 



- 31 -

“다른 사람의 입장을 경청 및 존중하고 그들과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균형 잡힌 관점과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정창우 외, 

2016: 45).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은 서로 묻고 답하는 방식이나 단순한 

협력과는 다른 것으로 협력과 의사소통의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사회에서 소프트 스킬(soft skill)이 성공의 핵심 잣대로 

부각하고 있다. 소프트 스킬은 협력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유연한 사고방식, 힘든 문제에 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는 

능력을 말한다. 보통 수학, 읽기, 타이핑 등과 같은 하드 스킬에 비해 

소프트 스킬은 측정이 훨씬 어렵지만, 하드 스킬보다 학문적인 성공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Golinkoff & Hirsh-Pasek, 김선아 역, 

2018: 57-58). 주지하다시피 주목받고 있는 21세기 역량으로서 4C인 

비판적인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은 주로 소프트 스킬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말하며 홀로 고립상태에서는 

발현될 수 없다. 소프트 스킬은 다른 분야의 생각을 유연하게 받아들여 

발전이 가능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하는 가능성을 높여준다(Golinkoff 

& Hirsh-Pasek, 김선아 역, 2018: 67-69).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 의하면, 가장 생산적인 아이디어는 평등, 관용, 팀원의 

아이디어에 대한 호기심, 공감, 감성 지능과 같은 소프트 스킬을 갖춘 

7) 협력과 협동이라는 말은 주로 혼용해서 사용되지만, 의사소통을 위한 구조를 강
조함에 따라 두 용어의 의미가 차이를 보인다. 김성은과 그 동료(2019: 69)는 협
동은 ‘구조화된 환경’에서 협력은 ‘비구조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렇
게 서로 다른 뿌리에 기초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협동 및 협력 학습을 연구하는 학
자들의 지역이 나뉘기 때문이다. 보통 협동은 미국학자인 존슨 형제(D. W.
Johnson & R. T. Johnson), 슬라빈(R. E. Slavin), 케이건(S. Kagan) 등이 발전
시킨 교수・학습방법론의 측면이 강하고 협력은 유럽을 중심으로 구성주의 학자
의 교육 철학적인 담론을 교실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용한 개념에 속한다(정문성,
2002; K. Topping et al., 2017; 김성은 외, 2019, 70에서 재인용). 여기서는 교실
수업과 같은 구조화된 환경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비구조화된 환경에서의 상호
작용의 능력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협력적 의사소통’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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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정창우, 2019: 223). 종합하자면, 

미래 사회는 하드 스킬만으로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으며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은 대표적인 소프트 스킬로 미래 시민으로서 

핵심역량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더 나은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풍경을 묘사하는 단어로 

‘뷰카(VUCA)’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뷰카는 변동성(Volatile), 

불확실성(Uncertain), 복잡성(Complex), 모호성(Ambiguous)을 

의미한다(Lim-Lange & Lim-Lange, 박선령 역, 2020: 37). 뷰카 시대에는 

복합적이고 문화적인 협력에 업무의 초점이 맞춰지고 기술적인 역량보다 

공감, 의사소통과 같은 소프트 스킬을 추구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Lim-Lange & Lim-Lange, 박선령 역, 2020: 59).8) 실제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는 상호 작용은 TV 스크린을 청취했던 그룹에 

비해 타인의 표정을 읽어내는 사회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며 상호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Golinkoff & Hirsh-Pasek, 김선아 역, 2018: 76). 상호 

의사소통의 경험은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구성원들은 

과제를 완수하고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변화의 중심을 이끌 수 있다. 즉 협력과 의사소통은 다른 모든 기술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능이자 사회 감정적인 통제력을 

길러줘 충동을 조절하게도 도와준다(Golinkoff & Hirsh-Pasek, 김선아 

역, 2018: 76-77). 따라서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은 혼자서 일할 때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때가 많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는 

더욱이 사회적 능력으로서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원활하게 하는 

8) 크리스탈 림 랭과 그레고리 림 랭에 따르면,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 소프트 스
킬이 중요한 시점으로 소프트 스킬에 대해 하드 스킬에 비해 다소 가볍고 추상적
의미가 은연중에 가미되어 휴먼스킬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말한다
(Lim-Lange & Lim-Lange, 박선령 역, 2020: 61). 여기서는 사회 정서적 능력으
로서 일반적인 표현인 소프트 스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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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중요하다. 

셋째, 의사소통을 통해 확증 편향을 방지하고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9)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고 손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지만, 

디지털 공간에서는 오히려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열과 단절이 증가하고 있다. 림 

랭(Lim-Lange)은 가상의 플랫폼이 갖춰진 디지털 사회에서는 관점과 

이야기의 다원성이 증가할수록 의견과 태도가 더욱 양극화되는 현상이 

심화 된다고 진단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블루 피드와 레드 피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이슈에 대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반응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가 속한 집단의 기존 세계관과 일치하는 게시물만 보고 

심지어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게다가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했다(Lim-Lange & Lim-Lange, 박선령 역, 2020: 51-52). 이와 같은 

경향성을 극복하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생각에서 오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본인이 보고 싶은 정보와 의견만 받아들여 

다양성이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과 

불안감은 오히려 다름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기보다 

기존 생각을 강화하는 기제가 활발히 작동함을 알 수 있다. 구본권(2020: 

118)은 개인이 지니는 신념, 생각,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때 생기는 

심리적 불편함은 확증 편향(Confirmatory Bias) 또는 선택적 인지(Selective 

9) 확증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소통만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메타인지
역량은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고 부정적 느낌과 파괴적인 감정을 객관화시킨다
는 측면에서 확증 편향에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절에서는 토론
과 문제해결과 같은 적극적 의사소통이 확증 편향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물론 의사소통을 통해 확증 편향
을 방지하고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객관화하고 오류가
없는지 끊임없이 성찰하는 메타인지의 능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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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와 같은 심리적 전략을 동원한다고 본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이해하려는 인지적 노력이 쉽지 않기에 발생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기제이다. 인간은 보통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외적 변화를 끼워 맞춰서 이해하려 한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는 인지적 편향을 의식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을 교육적 측면에서 강화해야 한다. 

협력적 대화의 필요성은 『파이드로스』에서 잘 나타난다. 소크라테스는 

파이드로스에게 주어진 주제에 대해 문답법의 방식으로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작성된 글은 그림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살아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지만, 누가 질문을 하면 아주 

근엄하게 침묵을 지킨(275e)”다(Plato, 천병희 역, 2013: 124).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대화나 담론’은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 

글보다 훨씬 더 진리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그는 

진리 추구에 있어 대화가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그런 주제(정의)들은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데, 

그것은 문답법 전문가가 걸맞은 혼을 선택하여 그 혼 안에 자신도 

지킬 수 있고 자신을 심어준 사람도 지켜줄 수 있는 말들을 심고 씨 

뿌릴 때 가능하다네. 그런 말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기는커녕 씨앗을 

품고 있고, 그 씨앗으로부터 다른 토양에서 다른 씨앗들이 

자라난다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본디 씨앗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씨앗을 가진 사람은 인간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네(『파이드로스』, 277a)(Plato, 천병희 역, 2013: 

125-127).”

이처럼 글과 비교해 담론과 대화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강조는 

협력적 의사소통 및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21세기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언급되는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은 사회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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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미래 시민역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타인과의 

소통 능력과 협력적 인성을 갖춰질 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3) 휴머니티 감성 역량

독일의 4차 산업 혁명에서 핵심적인 용어는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지만, 서비스 인터넷(Internet of Service)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사람, 사물, 서비스를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람이 그 중심에 있고 부가가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4차 산업 혁명 속에서도 

핵심은 ‘사람’이다(김인숙・남유선, 2016: 24-25). 이처럼 초연결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복잡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수록 이를 대처하기 위한 사람다움, 즉 인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날수록 기계에 의해 인간이 대체될 수 있는 불안감은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부각하고 있다. 

디지털 문명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인간다움’, ‘인간의 

본질’, ‘휴머니티’이다. 이제는 기술과 진보성보다 ‘인간성’이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있다. 사람에 대한 관심, 배려, 애정, 예의 등 

휴머니티에 관한 요소가 이 시대의 중요한 자질로 부각되고 

있다(최재붕, 2020: 141). 이때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모두가 저마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때 깊은 이해가 가능하고 휴머니티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다(최재붕, 2020: 154). 이렇듯 휴머니티 감성 능력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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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이푸(Lee Kai-Fu)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수행하게 될 미래의 

일들은 ‘최적화 중심’의 직업과 ‘사회성이 낮은’ 직종이라고 

말한다. 최적화 중심의 직업이란 미숙한 몸놀림이나 체계적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림 2-1]에서 창의력과 전략이 필요 

없고 높은 수준의 사회성이 필요 없는 텔레 마케터, 보안 요원, 설거지, 

트럭 운전 등은 위험지대에 속하며 기계에 대체되어 곧 사라질 

직업군으로 본다. 반대로 능숙한 몸놀림과 비체계적 환경에서 창의성, 

전략에 의존하거나 높은 수준의 사회성이 필요한 직업은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대체되기 어렵다(Lee, 박세정・조성숙 역, 2019: 273-275).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성 또는 인간다움은 

창의성과 전략, 높은 수준의 정서 능력과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최선이 될 수 있다. 

최적화 

중심,

미숙한 

몸놀림과 

체계적 

환경

사회성 높음

창의력

또는 전략 

중심, 

능숙한 

몸놀림

과 

비체계적 

환경

<안전지대>

안내원, 사회 복지사, 

CEO, 정신과 의사, 노인

요양사, 물리치료사, 

헤어스타일리스트

<인간으로 눈가림하는 지대>

교사, 의사, 웨딩플래너, 

바텐더, 카페 웨이터, 

고급 호텔 접수 담당자

<위험지대>

텔레마케터, 초벌 번역가, 

계산직 직원, 패스트 

푸드 조리사, 설거지, 

조립 라인 조사 담당자, 

트럭 운전사

<느린 잠식 지대>

컬럼리스트, 그래픽 디

자이너, 과학자, 항공우

주 정비사, 법률/금융분

석가

사회성 낮음

[그림 2-1] 인공지능 대체 위험 : 인지노동과 육체노동

(출처: Kai-fu Lee, 박세정・조성숙 역, 2019: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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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인간다움을 강화하고 다듬어가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얼마 

전 인터넷 공간에서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상품으로 값을 매겨 

거래한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 시민교육의 실패를 보여준다(경향신문, 

2020. 4. 29.). 더욱 놀라운 것은 10대들이 n번방의 주역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19에서 우리는 정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감시 체제를 경험했고, 차별과 혐오의 인종주의가 확산하는 

경향을 직접 목격했다. 인권 감수성, 즉 휴머니티 감성 능력의 부재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철저한 인권 측면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비판적 사고력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해준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 결과이다. 

그동안 사회적 분위기가 지나치게 능력 위주에 따른 경쟁 문화가 

당연시되고 심지어 공정함이라는 명분 속에서 묵인되어왔다. 이와 같은 

능력 지상주의는 ‘메리토크라시’의 승자독식 사회를 만든다. 점차 

개인들은 자기 파괴적 기제를 형성하고 이는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한다(M. Young, 1958; 성열관, 2019: 30에서 재인용). 자기 파괴적 

기제는 존재의 기반을 흔들고 내면의 존엄을 파괴해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한다. 이는 나와 비슷한 사람만을 찾아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나와는 다른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한편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나 동일 집단 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거부로 상대적으로 동질 집단 내에서의 심리적 안정을 갖는다. 능력 

지상주의로 인한 경쟁 위주의 승자독식 구조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공감, 연대, 돌봄과 같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간의 

고유성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시민역량으로 휴머니티 감성 역량을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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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곧 기계에 환원되거나 대체되지 않은 존엄한 존재가 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휴머니티(humanity)는 인간다움으로 자신의 삶과 

더불어 타인의 삶에 관한 관심을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 단, 관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돌봄으로써 

상생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돌봄과 상생의 관계는 이성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감성적이고 정서적 차원으로 접근할 때 포용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휴머니티 감성 역량을 미래 사회의 시민역량으로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과 연대를 위해서이다. 실제적인 관계가 꾸준히 디지털 

관계로 대체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초연결 시대이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이 고조되는 사회적 단절이 공존한다. 이러한 사회 상황은 공감의 

필요성을 더욱 요청한다. 휴머니티 감성 역량은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되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고귀한 행위이다. 

이해(understanding)가 포괄적으로 ‘의미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면, 

공감(sympathy)10)은 ‘타인의 심정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김재인: 

2017: 112). 인터넷을 통해 전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고 온라인 

10) 여기서 ‘sympathy’는 ‘함께’를 뜻하는 희랍어 sym과 ‘느낌’을 뜻하는 희랍어
path가 합쳐진 말로 라틴어 표현으로는 ‘함께’를 뜻하는 com과 ‘겪음’을 뜻하는
passion을 합쳐 compassion이라고 쓴다. 이는 ‘연민’의 측면에서 공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재인, 2017: 112). 보통 상담학과 교육학에서는 ‘sympathy’는
공감보다는 ‘동정’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공감을 ‘empathy’로 표기하고
‘sympathy’인 동정과 구분한다.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 공감(empathy)은 객관적
태도 유지가 가능하고 내담자와 분리 가능해 상담 관계에 도움이 되지만, 동정
(sympathy)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서에 말려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상담 관계에 손상을 준다고 본다(박성희, 2004: 39-42). 김재인(2017)은 공감을 동
정(sympathy)과 구분하지 않고 연민처럼 가까운 사이에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는
편파적 특성을 설명한다. 이로 인해 공감과 연민은 사회에서 갈등과 대립의 원인
이라고 진단한다. 그 이유는 연민이나 동정(sympathy)은 논리보다 앞서 인간을
사로잡는 감정적 강력함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공감이 감정 대립의 원
인이 되므로 이와 같은 공감의 부정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논리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동정(sympathy)보다는 인지적 요소와 정
서적 요소가 적절히 균형을 이룬 복합적 차원의 공감(empathy) 입장에서 공감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공감과 동정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
의 91쪽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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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수백 명의 친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Lim-Lange & 

Lim-Lange, 박선령 역, 2020: 47-48). 휴머니티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이 저마다의 주인공이라는 

세계관을 가질 때 시작된다. 또한, 휴머니즘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격체임을 고려해야 한다(최재붕, 2020: 

153-154). 따라서 휴머니티 감성 능력은 타인의 심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갖추게 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지속시키고 그 속에서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해준다.

둘째, 돌봄과 상생이 가능하다. 레비나스(E. Levinas)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어려움과 고통에 응답하고 그의 짐을 같이 들어주는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 주체성을 찾을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는 

‘얼굴의 현현(顯顯)’을 통해 접근하는데, 이는 일종의 윤리적 호소로 

작용하며 초월적이며 절대적 외재성을 지닌다(강영안, 2020: 33-36). 

이렇듯 타자에 대한 민감성은 이기적 자아로부터 윤리적 자아로의 

전환(recurrence)을 의미하며 도덕적 책임을 요청한다(진교훈 외, 2014: 

278). 휴머니티 감성 능력은 타자의 고통에 관한 관심과 보살핌이다. 

다시 말해 타자성의 윤리를 반영해 타인의 삶에 관심을 키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돌봄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는 상생의 정신으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 생태계와의 전일적(holistic) 연관을 추구하게 한다. 

이로써 인간의 이기적 배타성이 공동체적 협동으로, 공격적 경쟁력은 

조화로운 유연성으로, 타자와의 개별적 갈등이 평화적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누구나 최소한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돌봄과 상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환이다. 

또한, 기존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고유성과 인간다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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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혐오 문화를 완화할 수 있다.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혐오 문화가 더욱 심화 되고 있다. 여성 혐오, 타문화 혐오,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인종 혐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성과 다문화를 사회 정의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시민성 교육이 절실하다(정재원, 2019: 100-101). 

누스바움(M. C. Nussbaum)에 따르면 혐오라는 감정은 전염이란 신비적 

생각과 순수성, 불멸성, 비동물성에 대한 불가능한 열망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밝힌다(Nussbaum, 조계원 역, 

2020: 36). 또한, 혐오는 특정 집단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무기가 

되기도 한다(Nussbaum, 조계원 역, 2020: 200).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거나 행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보는 개념에서 

발생한다. 정상의 반대말은 ‘흔치 않은’, ‘부적절한’, ‘나쁜’, 

‘수치스러운’이다(Nussbaum, 조계원 역, 2020: 396-397). 그들을 이와 

같이 낙인하는 과정에서 정상인들은 일종의 대리 행복과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나 나와 다른 존재로 인해 평온이 깨지고 존재의 유약함 

자체가 느껴지면 자기 보호적인 공격성으로 되돌아가는 강한 경향성을 

지닌다(Nussbaum, 조계원 역, 2020: 399-400). 

이러한 혐오는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혐오 문화를 완화하기 위한 시민적 차원의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누스바움은 민주주의는 존경과 관심을 기초로 세워지는 

것이며, 이는 다른 사람들을 인격체로서 인식할 줄 아는 능력에 

기초해서 세워진다고 보았다. 이익 창출을 위한 교육은 경쟁적 혼돈 

속에서 전인적인 유형의 시민 정신을 약화한다. 훌륭한 시민이란, 

세계의 다급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지역적 차원의 열정을 뛰어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문제에 접근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곤경을 공감하는 태도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Nussbaum, 우석영 역, 2017: 28-30). 

이처럼 그녀는 민주적 시민교육에서 혐오감과 연민(compassion)은 



- 41 -

반드시 꼭 다루어야 하는 내용의 심장부에 있다고 생각한다(Nussbaum, 

우석영 역, 2017: 80). 따라서 우리는 휴머니티 감성 능력을 통해 타자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나와 다른 소수자 집단을 피하거나 

혐오하려는 성향을 약화해야 한다. 이는 곧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교육이 해야 할 일이다.

 3. 윤리적 시민성의 필요성

미래 사회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처하고 증가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성의 정의(definition)를 재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민성에서 시민적 권리의 요소와 시민적 가치 및 덕목의 요소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역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시민성의 실천에 있어 시민들이 갖춰야 할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에서 시민은 단순히 지식과 앎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타인과의 협력 속에서 실생활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존엄한 삶을 위해 우리 삶과 사회를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성찰함이 요청된다. 이를 토대로 이번 절에서는 도덕과의 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종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윤리적 시민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겠다. 먼저 본 논문에서 윤리적 시민성의 의미를 규명하기 전에 

인성과 시민성의 관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인성과 시민성은 

밀접한 상호 보완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 도덕과 시민교육 차원에서 

윤리적 시민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윤리적 

시민성의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 윤리적 시민성의 의미를 도덕적 역량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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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성과 시민성의 관계 

교육의 본질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인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시민성 함양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할 때 인성과 시민성의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좋은 인간의 모습 중 하나로 

시민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인간과 시민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도 있다. 

인간성은 갖췄지만 시민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시민의 자격은 

갖췄지만 인간적 성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성품이 온순하고 성실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한편 사회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 참여도 활발한 사람이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거나 평소 행동거지가 바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됨’과 ‘시민됨’은 균형적 통합이 필요하고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상호보완성을 모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도덕과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교육부, 2015b: 3)”라는 사실만을 강조해 왔다.11) 그러나 도덕과의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볼 때,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참여와 행동, 

가치・태도 및 성품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덕과는 

시민교육의 중심 교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인성과 시민성의 

관계 설정을 통해 도덕과에서 시민교육의 새로운 접근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인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철학과 심리학, 교육학 분야에

11) 정창우(2020b)는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해 도덕과의 위상 및 역할이
갖는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도덕과의 현실적이
고 실제적인 위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둘째는 인성교육과 더불어 시민교
육을 또 다른 중심축으로 설정해온 도덕과가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이자 핵심 교
과라는 점만을 지나치게 부각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020b: 97-98). 따라서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적절하게 포함하는 도덕과의 성격을 재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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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인성(character)을 성격(personality)과 비교

하기도 하는데, 보통 성격은 기술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의미이지만 인성

은 규범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정창우, 2017a: 79).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인성은 “바람직한 행동

으로 나아가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으로 정의

한다(정창우, 2019: 91). 쉴즈(D. L. Shields)는 인성을 4가지 차원으로 나눠

서 설명한다. 그는 지적 인성(intellectual character), 도덕적 인성(moral 

character), 시민적 인성(civic character), 수행적 인성(performance 

character)을 제시한다(Shields, 2011: 49)12). 이중 도덕적 인성은 바람직한 

내면 및 인간관계의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도덕적 선과 옳음을 추구하는 

성품과 역량을 말한다. 시민적 인성은 바람직한 시민성과 관련된 것으로 

공동선을 위한 도덕적 행동에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즉 자기 초월적 능

력을 통해 공동선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 속에서 수행한다

(Shields, 2011: 51-52). 보스톤(B. O. Boston)은 시민적 인성이란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고 책임감 있는 도덕적 행동으로 본다. 이는 포괄적 용어(the 

umbrella term)로 시민교육, 인성교육, 봉사활동, 사회정서학습의 목표이

자 지향점이다(Boston, 2005: 5). 버코위츠(M. Berkowitz)는 시민적 인성은 

성향과 기능의 한 세트로 개인이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공론장에 참여

하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인이 될 수 있게 한다(Berkowitz, 2008: 

402). 종합해보면, 인성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공동선을 위한 공적 영역

에서 인간이 지녀야 할 인격적 특성을 부각할 때, 자연스럽게 시민성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의 공동체 

12) 쉴즈에 따르면, 지적 인성은 특정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자
사고의 성향으로 여섯 가지 성향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지적 인성을 갖춘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이며 성찰적이고 전략적이고 회의적(skeptical)이어서 진실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다(Shields, 2011: 49). 수행적 인성(performance character)
은 개인이 의도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성품, 미덕, 개인적 자질을 의미
한다. 수행적 인성은 인내, 근면, 용기, 회복 탄력성, 긍정, 주도성, 세부 사항에
관한 관심, 충실함과 같은 특성이 포함된다. 수행적 인성은 높은 수준의 노력과
작업을 촉진한다(Shields, 201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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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으로서의 시민적 덕성 함양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성(citizenship)은 좁게는 법적 지위로 보장된 권리에서 넓게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참여와 공동선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성향 및 의무를 말한다. 권리와 의무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시민성의 성격이 달라진다. 킴리카(W. Kymlicka)는 

시민성 이론에서 개인주의적 권리와 자격은 자유주의적 개념과 

연결되고,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복속은 공동체주의적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점차 현대 민주주의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위해 자유주의자들 역시 정의(justice)라는 제도에 속한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각자의 이익들의 균형을 

부여할 절차적이고 제도적 기제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민적 

덕성과 공적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Kymlicka, 2016, 장동진 외 역: 

397-398). 정리하자면,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강조하지만, 

시민적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입장은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으로서 권리적 요소와 시민적 덕성과 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행위적 요소로 구성되는 시민성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심성보, 2011: 218-219). 아래 <표 2-1>은 부벡(D. 

Bubeck, 1995)이 제시한 시민성의 엷은 개념과 두터운 개념의 

비교이다(Faulks, 이병천 외 역, 2000: 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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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시민성의 엷은 개념과 두터운 개념

(출처: Bubeck, 1995; Faulks, 이병천 외 역, 2000: 20에서 재인용)

이처럼 시민성은 ‘권리라는 측면’과 ‘시민적 덕성과 의식, 

행동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두텁고 넓은 의미의 시민성은 

시민적 예의와 품위 등 윤리적 요소가 강하다. 이와 유사하게 

쿠퍼(Cooper, 1991; 정창우, 2019: 95에서 재인용)는 시민성을 법적 

시민성(legal citizenship)과 윤리적 시민성(ethical citizenship)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공식적인 규칙 및 법률에 의해 규정된 지위와 역할로 

정의하고, 후자는 전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적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종합해보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시민성은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적 요소와 시민으로서의 덕성과 성향, 행동으로 

윤리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후자는 인성과 가장 

중첩되는 지점으로 인성과 시민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정창우(2017b: 10)는 인성과 시민성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특징을 [그림  

2-2]로 도식화한다. 벤다이어그램에서 점선 표시는 각 차원이 엄격하게 

분리되기보다 중첩적이고 연속적이며 동태적인 관계적 특성임을 

내포한다. 

엷은 시민성 두터운 시민성

권리의 특권적 우선성 상호 보완적 권리와 책임

수동적 능동적

필요악으로서의 국가 좋은 삶의 토대로서 정치공동체

순수하게 공적인 지위 공적인 지위와 사적인 지위 모두에 해당

 독립성 상호 의존성

선택을 통한 자유 시민적 덕성을 통한 자유

법적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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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인성과 시민성의 타당한 관계

(출처: 정창우, 2017b: 10)

인성 역시 바람직한 내면 및 도덕적 선과 옳음을 추구하는 성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한 도덕적 행동에 책임을 갖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시민성을 내포한다. 결국, 인성과 시민성은 ‘시민적 

인성’ 또는 ‘윤리적 시민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첩됨을 알 수 

있다.13) 이는 인성과 시민성은 밀접한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의미이며 

도덕과 시민교육 차원에서 윤리적 시민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근거이다.

2) 윤리적 시민성의 의미

시민성(citizenship)은 시민으로서 법률적 지위와 권리의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를 위한 시민적 덕성 및 자질을 

13) [그림 3-1]에 의하면 시민적 인성과 윤리적 시민성은 같은 위치에 놓여있다. 두
개념이 유사하나,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 시민적 인성을 지칭할 때는 인성교육 차
원에서 시민적 요소를 이야기할 때이며, 윤리적 시민성을 이야기할 때는 시민성
에서의 윤리적 요소를 강조할 때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덕과의 시민교육에 대한
논의이므로 시민적 인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윤리적 시민성을 사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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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즉 시민이라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참여를 통해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민성의 문제를 시민적 덕목의 주입이나 단순 

전달보다는 도덕적 역량(moral competence)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린트(G. Lind)는 도덕적 역량이란, “폭력이나 속임수 

대신 내적 도덕 원칙들을 기반으로 숙고와 토론을 통하여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도덕적 역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Lind, 박균열・정창우 역, 2017: 

18-19). 이처럼 숙고와 토론, 문제해결 능력은 민주주의 사회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따라서 도덕적 

역량 차원에서 시민성은 유연한 사고의 메타인지 역량과 정서적인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 인권 차원의 휴머니티 감성 역량,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역량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시민적 

권리보다는 시민적 덕성과 같은 윤리적 요소를 강화하는 두터운 시민성, 

실제 삶과 경험의 과정에서 차이와 타자성에 주목하는 깊은 시민성14), 

비판적 사고 및 성찰과 같은 고차적 사고력을 갖춘 시민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윤리적 시민성(ethical citizenship)이란 “인간다움과 

사회 정의를 위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속에서 메타인지 사고, 비판적 

사고 및 성찰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 전환기를 대비하는 

14) 변종헌(2014)은 지금까지 시민성은 보편과 특수의 긴장 관계를 간과한 채 보편
성에만 주목했다고 본다. 이는 지역 간, 국가 간의 중요한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해 얕은 수준의 시민성에 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는 이에 대한 대
안으로 클라크(P. Clarke, 1996)의 ‘깊은 시민성(deep citizenship)’을 제시한다. 여
기서는 보편과 특수의 우열을 가리기보다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를 바람직하게
여긴다. 또한, 보편성은 인간의 삶에 부여되는 것이 아닌 실제 삶과 경험의 과정
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본다(변종헌, 2014: 109-110). 결국, 깊은 시민성은 차이와
타자성(alterity)에 주목하며 사회적 상상력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연결과 상호 의
존성을 깨닫고 행위 한다. 따라서 깊은 시민성은 정치 사회의 안정과 복지에 능
동적으로 기여하고 이웃과 타자 그리고 세계 속으로 관심과 배려를 확대한다(변
종헌, 2014: 110-111). 클라크가 제시한 깊은 시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의
얕은 시민성과는 다른 새로운 시민성의 정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48 -

시민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공공선을 위한 민주적 절차 및 

방법을 강조하는 방법적 차원의 시민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고민하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감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공선을 위한 시민적 덕성과 자질, 성향과 같은 

윤리적 요소를 강조하되, 예전의 공민 교육 차원의 보수적이고 의식화 

교육으로 퇴보하려는 것이 아니다. 윤리적 시민성은 인권 감수성과 

돌봄과 같은 관계성을 바탕으로 실제 삶과 경험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탐구하며,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것이다. 이렇듯 새롭게 정립한 윤리적 시민성이야말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사회 전환기를 대비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윤리적 시민성의 의미와 특징

‘윤리적’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인간의 생활에 있어 바람직한 

상태란 무엇이며,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고 행위의 법칙은 어떻게 

정립되는가를 밝히는 과정이라고 볼 때,15) 윤리적 시민성은 클라크(P. B. 

15) 철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88444&cid=41978&categoryId=41985

윤리적 시민성

의미

인간다움과 사회 정의를 위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속에서 

메타인지 사고, 비판적 사고 및 성찰로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사회 전환기를 대비하는 시민성
사고

유형
메타인지 사고, 공감적 사고, 비판적 사고, 성찰적 사고

기능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기능, 공감적 의사소통 기능, 

비판적 사고 및 성찰 기능

성향 인권존중, 돌봄, 사회참여, 정의, 성찰



- 49 -

Clarke)가 제시한 깊은 시민성(deep citizenship)과도 연결된다. 깊은 

시민성이란 다양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스스로 행동하는 시민의 

활동과 참여로 공적인 삶의 가능성을 되찾음을 의미한다. 이는 

권한(empowerment)과 자유의 결합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와 다른 

사람들을 자신만큼 동일시하고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다. 아울러 

타인과 공유되는 세상에서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자신과 타인의 정체성이 

서로 연관되고 함께 창조되는 것임을 안다(Clarke, 1996: 4-6). 이렇듯 

윤리적 시민성은 변화를 위해 올바른 방향성을 자율적으로 고민하고 

공동체에서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나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동안 도덕과의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시민사회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단순히 시민적 가치와 덕성을 

나열하거나 필요성만을 교화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시민적 덕성과 자질을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문제를 가져온다. 도덕과 시민교육에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윤리적 시민성은 도덕적 역량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해결과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민성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그 이유는 미래 사회에서 강조하는 시민성은 복잡한 상황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메타인지,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 자신 및 

타인의 존엄성을 고양하는 휴머니티 감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미래 사회의 핵심역량으로 강조한 기존의 4C에 

캐나다는 인성(Character), 시민성(Citizenship)의 두 가지를 추가하였다. 

이는 불확실하고 급변하며 모호한 세계에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적극적 

변화를 이끌고 강한 인성을 가진 윤리적 시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리적 시민이란, 개인적 차원과 지역, 국가 및 생태 공동체 

차원을 모두 포괄하여 변화를 만들어내고 행복과 번영을 가치 있게 

[검색일자: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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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며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존재이다(정창우, 2020b: 98-100). 

찰스 파델과 그의 동료들은 고대부터 교육의 목적은 “공동체에 

기여하며 윤리적 시민으로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신 있고 인정 

넘치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Fadel et al., 이미소 역, 

2016: 173). 도덕과는 인간으로서 인간다워지고 시민으로서 좀 더 

시민다워지는 법을 배우고 이를 체화해가는 윤리적 시민성을 함양해야 

한다. 즉 시민교육을 통해 윤리적 시민을 실질적으로 길러내야 

한다(정창우, 2020b: 102). 우리 교과에서 추구하는 21세기형 도덕적 

인간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숙한 인격체이며 사회, 국가 

및 인류 공동체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훌륭한 윤리적 

시민”이어야 한다. 즉 진정한 인간다움과 이상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영향을 고려하고 세계 안에서 사려 깊게 

행동하며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조망하고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방법을 익힌다(정창우, 2020b: 137). 

우리는 시민성 논의에서 민주적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을 

일반적으로 더 자주 언급한다. 듀이(J. Dewey)의 경우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의 형태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생활의 

형식이요,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본다(Dewey, 이홍우 

역, 2018: 155). 이처럼 ‘민주적’이라는 말은 정치체제라는 말과 

더불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 

‘민주적’이라는 말은 권위주의적 지향과 반대 개념으로 어떠한 외부의 

권위를 빌려 결정하기보다 평등한 사회 구성원이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고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다는 말이다.16) 따라서 민주적 시민성이라 

할 때 듀이의 민주적 가치관으로서 ‘민주성’과 평등한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율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16)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e2f1d42a22642bbaf482ecac0b6fbe1,
21세기 정치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7238&cid=42140&categoryId=42140
[검색일자: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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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시민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한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등장에 따라 주도적 

시민을 양성하고자 기존 권리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순종적 

시민교육의 잔재를 지우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국민(國民)이라는 피동적 

어감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능동적 어감으로 시민(市民)을 

강조한다. 덧붙여 시민의 수동적, 순응적 의미를 제거하기 위해 

‘민주시민’이란 대안적 개념이 등장한다. 결국, 시민교육은 기존 

권위주의 체제를 배제한 민주 체제를 지키며 운영하는 시민들을 

양성하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에 등치 되는 개념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의미도 포괄하기도 한다(심성보, 2011: 182-183). 

2017년 촛불 정권 이후 정부는 민주 시민교육을 본격화한다. 그동안 

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보수 정권인지 진보정권인지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보수 정권에서는 민주 시민교육과 관련된 많은 정책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진보정권에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민주 시민교육과가 만들어지고, 민주 시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정책화한다. 각 시도 교육청은 일상의 민주주의로서 학교 

민주 시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17) 민주 시민교육이 부흥하는 가운데 한편으로 인성교육 

진흥법이 보수 정권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도덕과 

교육을 다시 프레임 논쟁으로 가두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중앙일보, 2018. 2. 6.). 그러나 시민교육과 인성교육 사이의 

중첩된 부분이 존재함이 강조되고,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밀접한 

연계성을 부각하면서(정창우, 2017b, 2019), 시민교육은 좌익 진영, 

인성교육은 우익 진영이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 논쟁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은 사회과와 도덕과 뿐만 아니라 범교과 주제로 

17)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6. 7.19.), 서울특별시 교육청 역
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8.1.4.)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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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시민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시민 의식이 고양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혐오 문화는 강화되고 이로 

인한 차별과 배타성의 문제를 낳는다. 심지어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18) 

이데올로기로 인한 서열화는 다양한 개성을 허용하지 않고 극심한 자기 

억압을 낳고 ‘약한 자아’를 양산한다. 더욱이 코로나 19 상황 속 방역

을 위한 시민사회 통제에 따른 개인의 인권 침해, 사회적 관계 단절에서 

오는 고독감, 인간다움 상실, 전 지구적 생태계 위협 등 복잡한 윤리적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에 강조한 참여적이고 절차적 차원의 시민성에서 

더 나아가 올바른 방향성과 윤리적 요소를 강화한 시민성을 재고찰해야 

함을 강하게 제기한다. 그동안 도덕과의 시민교육은 소극적으로 

복종하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시민교육과 대조하며, 사회 정의를 위해 

광장에서 발언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참여를 위한 절차적이고 제도적 차원과 자율성, 비판적 각성만을 

중시한다면, 상대적으로 인간 존엄과 공적 정신, 시민적 덕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목표를 결정하는 보다 근원적인 가치에는 별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거 독재 정권 이후 우리는 시민교육을 통해 자유와 평등, 

공정성을 부상시켰지만 동시에 뿌리 깊은 능력 지상주의의 사회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형성했다. 특히 신자유주의 분위기 속에서 경쟁 

지상주의와 승자독식 논리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의 

불행을 가중한다. 이러한 헤게모니는 다양한 차원의 제도와 사회적 관계 

18) 본래 메리토크라시라는 용어는 마이클 영(M. Young)의 1958년에 출간한 책 제
목 “The Rise of Meritocracy”에서 비롯되었다(장은주 외, 2014: 15). 메리토크라
시란 능력 지상주의로 학력 위계주의, 경제 제일주의, 성장지상주의, 지역적 패권
주의 등과 같은 대중적인 사회철학이자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지배적인 이데올
로기를 말한다(장은주, 2017: 79). 메리토크라시는 승자독식 결과를 정당화하고
패자를 설복하는 기능을 하며 오늘날 학력과 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은 이를 통
해 정당화된다(성열관, 201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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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모든 구성원의 평등한 존엄성을 깨뜨린다(장은주, 2017: 80).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민주적’의 의미는 국가와 정치가 

시장의 논리를 따라 다양한 사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감시하고 견인하는 

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시민사회의 모델은 ‘시장’이고 

그 민주적 역할은 시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데 그친다(장은주, 2017: 131). 정치적 이슈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장 

민주주의가 일상화되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자유주의적 권리 

중심의 시민성과 정치에 무관심하기보다 시민적 삶을 중시하는 

공화주의적 덕성 중심의 시민성이 동시에 실현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사적 이익을 공적 이익보다 앞세우고 나와 

다른 입장이거나 다른 집단에 소속된 이들에게는 여전히 냉소적이고 

타협하려 하지 않은 편협한 시민성을 보인다.

웨스트하이머(J. Westheimer)는 젊은 층 사이에서 포퓰리즘 

민족주의19)가 부상하고 반(反) 민주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분위기를 

지적하며, 시민교육을 견고하게 만들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10대~20대 젊은 층과 밀레니엄 세대(80년대에서 

2000년도에 태어난 세대, 20~40대 초반)의 70%는 놀랍게도 민주주의적 

법치로 다스려지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10대 학생들 사이에 극우적 성향의 ‘일베’를 

추종하는 분위기가 있고, 제노포비아 현상이 심상치 않게 나타난다. 

19) 웨스트하이머는 민주주의의 위협 요인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민족주의
와 타집단에 대한 적대적 심리상태인 징고이즘(jingoism)을 예로 들었다. 2016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반이민정책과 자국 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
한 관세정책을 내놓으며 우익적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을 앞세우고 있다. 영국의
브랙시트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덧붙여 소셜 미디어가 반민
주주의적 현상을 심화시키고 사회적이고 정치적 담론의 공간을 오염시킨다고
진단했다(Westheimer,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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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혐오뿐만이 아니라 각종 혐오 표현들이 학교와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이혜정 외, 2019). 코로나 19 감염 확대로 

종교 시설 집합보다는 온라인으로 종교 활동을 권고하거나 행정명령을 

집행하자 교회의 한 목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권에 대항하는 

집회를 열어 이에 맞선다. 이들 중 상당수가 방역 당국을 믿지 않고 

음모론에 빠져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공무원과 의료진에게 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20. 8. 26.).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주어도 자신이 믿고 따르는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편향과 

흑백논리가 강해지는 사회에서 어떤 시민교육을 해야 할지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견고한 민주주의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윤리적 요소를 강화한 시민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성은 알고 있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인 스킬과는 

분명히 다르다. 다시 말해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을 다하는 데 지식과 

스킬만으로 미래 사회를 헤쳐나가도록 대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동안 민주주의는 직접적인 투표 중심 모델이 대화 중심 모델보다 

선호되어 왔다. 투표 중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를 

토론하고 논쟁하기 위해 공적인 만남을 기대하거나 장려하지 않는다.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절차적인 투표 형식의 민주주의만 존재할 뿐, 

합의를 이루거나 공적인 의견과 타협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부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투표 이전에 행해지는 

심의와 의견 형성의 과정에 점점 더 집중해야 한다(Kymlicka, 장동진 외 

역, 2006: 405). 특히 드라이첵(J. Dryzek)은 민주주의가 ‘심의로의 

전환’을 시행해야 하며 시민성에서 공적인 숙고 과정의 중요성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힌다. 심의하는 경험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시민을 

연결하는 확고한 끈을 제공하고 상호 이해와 감정의 공유를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Kymlicka, 장동진 외 역, 2006: 406).  

이러한 공적인 심의 및 숙고 과정에서 주입식으로 전달받은 시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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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만으로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실질적 

심의와 숙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전제 조건은 자기 이익을 중심에 

두는 상호 작용과 전략적 행위가 아니다. 결정에 있어서 더 좋은 이유와 

더 적합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성찰 및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윤리적 시민성’이 강조하는 내용과 

방향성이다. 브룩스(Brooks, 2014: 126)는 윤리적 시민성은 정치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개인 간의 규범적 관계에 관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윤리적 시민성은 시민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와 성찰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윤리적 시민성을 토대로 본격적인 도덕과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윤리적 시민교육을 모색해보겠다. 

이것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도덕과 시민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향후 교육과정 설계 방향에서 필요한 

핵심역량과 하위 요소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윤리적 

시민교육의 특징을 설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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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윤리적 시민교육의 특징과 핵심역량

2장에서는 미래 사회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윤리적 시민성을 개념화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삶과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교육, 학생들이 

의사소통과 공감을 활성화하는 교육, 단순히 지식과 앎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해결 교육이 요청된다. 앞으로 3장에서는 

윤리적 시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윤리적 시민교육의 특징과 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윤리적 시민교육의 특징을 

논의하기 위해 삶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강조하고, 의사소통과 

공감의 활성화는 물론 전략적 메타인지 능력을 강화함을 제안하겠다. 

또한,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지향하는 특징을 윤리적 시민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재구성하겠다.

 

1. 윤리적 시민교육의 특징 

앞서 살펴본 인성과 시민성,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중첩된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토프와 버코위츠(W. 

Althof & M. Berkowitz)는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공동 목표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참여하는 친 사회적인(pro-social) 시민을 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회 정의, 정직성, 개인 및 사회적 책임, 평등과 

같은 성향(disposition)을 내용과 방법적 차원에서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중첩됨(overlapping)을 주장한다(Althof & Berkowitz, 2006: 

513-514). 도덕과 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을 

하는 도덕적 행위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특히 구체적인 도덕적 

이슈를 토의하고 성찰하는 것은 도덕교육과 시민교육의 결합력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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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준다(심성보, 2011: 223-224). 

한편, 미래 시민을 위한 도덕과 시민교육의 방향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미래 사회의 특징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특정 가치 및 덕목에 대한 교화나 주입이 아닌 자율적으로 도덕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스스로 생각을 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앎과 삶이 일치하는 문제해결 교육과 성장형 사고를 이끄는 

학생 주도성 교육,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비판적 사고 및 성찰 교육을 

도덕과 시민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려 한다. 

이것은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미래 사회의 

시민역량을 반영할 수 있다. 즉 개인 내적 및 대인 관계 차원에서 

요구되는 성품과 역량을 길러주는 동시에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참여와 행동을 위한 성품과 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정창우, 2020b: 

111-112). 앞서 윤리적 시민성이란, 인간다움과 사회 정의를 위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속에서 메타인지 사고, 비판적 사고 및 성찰로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사회 전환기를 대비하는 시민성으로 정의했다. 

이것이 앞으로 도덕과에서 지향해야 하는 미래 시민의 모습이라면 

윤리적 시민교육이란, “비판적 사고 및 성찰력을 갖춘 시민이 상호 

공감하는 의사소통을 통해 메타인지적으로 시민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도덕과 시민교육의 실천 

방향도 이에 맞게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윤리적 시민교육은 첫째, 개인적 차원의 책임감 문제로 

한정해 접근하기보다는 시민사회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교육으로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특정 가치・덕목에 대한 개인적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시민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둘째, 윤리적 시민이 되기 위해 학생은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탐구하며, 그 과정에 있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과 공감을 통해 긴밀히 

협력한다. 이는 상호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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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어진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해 전체적(holistic)이고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공동체와 인류와 생태계에 대해 폭넓게 사고하는 넓은 의미의 능동적 

시민에 대한 교육으로의 전환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결정력 및 자존감을 갖추고 시민사회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역량을 

체득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해 윤리적 시민교육의 특징을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 

[그림 3-1] 윤리적 시민교육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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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삶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강조 

(1) 비판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의 의미와 특징

윤리적 시민교육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피셔와 스크라이븐(Fisher 

and Scriven, 1997)은 비판적 사고란 “관찰과 의사소통, 정보 그리고 

논증에 대한 숙련되고 능동적인 해석이자 평가”라고 정의한다(Fisher, 

최원배 역 2010: 25에서 재인용). 그들이 비판적 사고를 숙련된 활동이자 

능동적 과정으로 보는 이유는 질문을 던지고 사고에 관한 사고와 같은 

메타 사고를 포함하기 때문이다(Fisher, 최원배 역 2010: 25). 질문과 

관련된 비판적 사고에 관해 나딩스와 브룩스(N. Nodddings & L. 

Brooks)에 따르면, 모든 수준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듣고 시도하고 평가하고 제안하는 것의 의미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라고 본다(Nodddings & Brooks, 정창우・김윤경 역, 2018: 90). 

립맨(M. Lipman) 역시 고차적 사고로서의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 

그에게 비판적 사고란, 자신의 사고에 대해 주의 깊게 구조적으로 

생각하도록 사고력을 향상하는 행위이다(Lipman, 박진환・김혜숙 역, 

2005: 86). 립맨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는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Lipman, 박진환・김혜숙 역, 2005: 37). 동료의 작업을 평가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속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발견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때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을 자신은 문제점으로 발견할 때, 이론을 근거로 실천을 

평가할 때, 실천을 근거로 이론을 평가할 때 역시 비판적 사고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여러 학자가 정의하는 비판적 사고의 특징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 60 -

<표 3-1> 비판적 사고의 특징

에니스

(R. H. Ennis)

믿어야 할 것과 행동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 데 

초점을 둔 합당하고 반성적인 사고

맥펙

(J. McPeck)

어떤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떠오를 수 있는 사고

시걸

(H. Siegel)
근거에 의해 적합하게 움직여진 사람들의 사고

폴

(R. Paul)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사고, 사고에 관한 사고

(출처: Lipman, 박진환・김혜숙 역, 2005: 86-87)

정리하자면, 비판적 사고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 증거와 논증을 

바탕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평가하는 것이다. 니커슨(R. S. 

Nickerson)은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한 설명을 제시하며 

비판적 사고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밝힌다. 

그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는 이유를 대는 것과 합리화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고, 신념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본다. 또한, 

논쟁에서 이긴다는 것과 옳은 것의 차이를 이해하고 관련 없는 말다툼을 

피하고 핵심을 말한다고 제시한다. 결국, 비판적 사고는 다양한 

견해들을 왜곡, 과장, 고정 관념화시키지 않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Lipman, 박진환・김혜숙 역, 2005: 89-90). 

여기서 우리는 비판적 사고가 논리적 추론의 측면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도덕과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교육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추론 능력 

개발과 기능 교육에만 치중하고 비판적 사고의 비이성적 측면인 성향과 

태도의 측면을 강조한 성향 교육은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있다(윤영진, 

2012: 42).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비판적 사고가 윤리적 시민교육으로 

제대로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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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딩스와 브룩스는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비판적 사고과정에서 

참을성과 인내가 요청됨을 이야기하며 비판적 사고의 정서적 측면을 

함께 강조한다. 그들은 섣부른 비판적 사고는 오히려 편견을 갖게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막아 실수를 유도한다고 본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처럼 비판적 사고를 통한 상호 

이해는 동료 간 협업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상대방의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한 논의를 이해할 때 상대방과 타협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Noddings & Brooks, 정창우・김윤경 역, 2018: 96-97).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는 더 수준 높은 것, 보다 충만한 삶에 대한 

도덕적 헌신과 건전한 사회에 대한 비전에 안목을 길러준다. 이렇듯 

시민교육에서 비판적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Nodddings 

& Brooks, 정창우・김윤경 역, 2018: 102). 비슷한 맥락에서 립맨 역시 

비판적 사고교육을 통해 추론적 능력과 더불어 도덕적 정서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학생들이 비판적 맥락에서 도구, 방법, 

관행, 절차를 습득함으로써 도덕적 추론에 능숙함을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 타인 존중, 경청, 공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다(박형빈, 2020: 64). 피셔(R. Fisher)는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특징은 독단과 교화를 거부하고 지적 의견 차이를 허용하고 

공정한 마음과 지적 통합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가치와 태도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Fisher, 노희정 역, 2011: 67).  

윤리적 시민교육 차원에서 비판적 사고는 판단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으로 필요하다. 윤리적 

시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삶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는 반드시 성찰적 사고로 연결되어야 한다. 

앞서 립맨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해 성찰적 사고20)를 

20) 번역서에는 반성적 사고로 나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reflective’를 ‘성찰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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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그에게 자율성이란 자신의 삶과 세상에 관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개념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이 개인주의와 

쉽게 연결될 수 있지만, 성찰적 사고에서 추구하는 자율성은 전적으로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다. 성찰적 사고의 목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살피며 

토론하고 숙고하며 객관적인 판단에 도달함에 있다. 또한, 성찰은 

부버(M. Buber)의 대화(dialogue)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실한 관계 속에서 나누는 숙고의 과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며,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판단에 도달하게 된다(Lipman, 박진환・김혜숙 역, 2005: 46-47). 

이러한 반성적이고 성찰적 사고의 중요성은 듀이의 철학에서 

출발한다. 듀이에게 사고란 “신념의 기초와 그 논리적 결과를 결정 

짓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반성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사고란 어떤 신념이나 지식을 근거에 비춰 적극적으로 주의 

깊게 고려한 뒤, 신념이 지향하는 해결책에 대해 면밀하게 고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쉬운 해결책의 무비판적 수용을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이다(김동식, 2001: 38-39). 듀이는 경험주의자로 인간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경험이라고 보고 

실용주의자로 도구주의를 표방한다. 그에게 탐구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세계 즉 문제 상황 속을 살아가는 인간이 그것을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이때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사고인 

것이다. 여기서 ‘문제 상황’이란, 우리 앞에(pro) 장애물로 놓아진 

라는 의미로 통일해 사용하려 한다. 그 이유는 성찰이 반성보다는 포괄적이고
능동적이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반성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잘
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봄.”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이
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처럼 성찰은 자신의 언행의 잘못과 부족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살피며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적극적 탐구 과정이다. 또한,
나의 생각이 어떤 정신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탐색하기 위해 자신의 경
험, 타인과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내
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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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bleme)을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해결’이고 이 

사고과정의 결론으로써 제시된 해결방법이 ‘지식’이라고 본다(김동식, 

2001: 23-24). 

이러한 입장에서 듀이는(J. Dewey) “어떤 믿음이나 소위 지식의 

형태에 대해 지지하는 근거와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비추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세심하게 숙고하는 것”으로 성찰적 사고를 정의한다. 

반성적이고 성찰적 사고는 듀이에게 있어서 확고한 근거 위에 믿음을 

정립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임을 알 수 있다(Dewey, 

정회욱 역, 2011: 9). 듀이의 성찰적 사고 개념에 기초해 립맨 역시 

고차적 사고로서 성찰적 사고를 강조한다.21) 그는 성찰적 사고란 

“결론을 지지해 주는 증거와 이유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전제와 함축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 시각과 관점까지도 되돌아보며 선입견이나 편견, 

자기기만을 만드는 요소들을 되돌아본다. 요약하자면 립맨이 강조하는 

21) 본고에서 밝히는 듀이의 반성적 사고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성적 사고를 포함한다. 듀이의 반성적 사고에 질성적 사고(qualitative
thought)의 개념을 함께 반영할 때, 립맨의 고차적 사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
다(박찬영, 2020: 14; 듀이의 반성적 사고와 질성적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
의는 박찬영 박사학위논문 pp.44-52 참조). 듀이의 질성적 사고란, “대면하는 대
상, 사건, 또는 상황의 질성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간 사
고의 능력”을 뜻한다(박철홍, 2011: 87). 이는 모든 지적 요소를 총동원하여 직
접경험에서 주어지는 의미를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다(박철홍, 2011: 90).
보통 듀이의 반성적 사고는 초기와 후기 저작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듀이가
초기 저작에서 반성적 사고의 논리적이고 과학적 측면을 부각했다면, 후기에는
반성적 사고의 외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질성적 사고 개념을 반영해 반성
적 사고를 설명하고 있다(박수원, 2018: 89). 이러한 측면에 대해 듀이가 초기보
다는 후기에 사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김찬미,
2020: 100). 이러한 논의는 듀이의 사고를 반성적 측면에만 국한시켜 마치 반성
적 사고가 듀이의 사고 개념의 전반인 것으로 간주하는 결함을 벗어나려는 시
도이다. 듀이의 반성적 사고를 질성적 사고를 제외하고 과학적 사고와 같은 실
증주의적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교육 내용에서 삶이 다양성, 구체성은 사장되
고(김찬미, 2020: 98) 교과 내용을 일상생활과 분리하는 문제를 발생한다(이상
원, 2013: 157). 따라서 본고에서 설명하는 듀이의 반성적이고 성찰적 사고는 논
리적 기술과 사실 확인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사고
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인 판단과 가치 탐구를 내포하는 질성적
사고 개념이 포함된 통합적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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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적 사고는 절차에 대한 사고이면서 동시에 내용에 대한 사고이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서로 겹치고 혼합된 형태가 성찰적 사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찰적 사고는 회귀적(recursive)이고 메타인지적이며 자기 

수정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다(Lipman, 박진환・김혜숙 역, 2005: 47-48).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사려 깊은 시민성은 개인적으로 자기 존중감이나 

효능감을 가지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볼 때, 립맨이 강조하는 성찰적 사고는 지금의 교육 

활동을 개선하는 데 유의미하고 시의적절한 시사점이다.

(2) 비판적 사고 및 성찰적 사고의 필요성

웨스트하이머와 케인이 제시하는 좋은 시민의 유형은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비판적 사고 및 성찰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를 도출한다. 

그들은 좋은 시민을 개인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 사회 체제와 구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정의 지향적 시민으로 

나눈다. 이 세 가지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모두 필요하지만, 

강조점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특징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난다. 특히 ‘정의 지향적 시민’을 위한 교수・방법은 비판적 사고 및 

성찰 능력이 시민성 형성에 있어 왜 중요한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먼저 ‘개인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the personally responsible 

citizen)’을 강조하는 교육은 일반적으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줍거나 헌혈을 권장하고, 재활용에 참여하며 법을 

준수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직접 기부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제시한다. 또한, 정직, 성실, 자기 훈련 및 노력을 

통해 인성적 차원의 개인적 책임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고 황금률을 따르며 예의를 지키는 내용을 강조한다(Westhem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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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hne, 2004: 241). 그러나 인성교육 및 자원봉사에 국한되어 

진행되는 시민교육의 논의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적 

문제의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해결책 도출보다는 개인의 인성과 행동에 

대해서만 강조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자원봉사와 친절과 같은 

개인적 미덕만을 강조하는 시민상은 정치와 정책을 통한 문제해결을 

고민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지닌다(Westhemier & Kahne, 2004: 243). 

이로 인해 웨스트하이머와 케인은 인성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은 충실함(loyalty), 복종(obedience), 애국심(patriotism)과 같은 

덕목을 중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과 같은 행동과 

상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Westhemier & Kahne, 2004: 244). 

‘참여하는 시민(the participatory citizen)’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직접 행동을 보여주는 개인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과 다른 관점에서 

행동한다. 개인적 차원의 강조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 제공을 

위해 ‘공동체’를 조직한다. 이렇듯 참여하는 시민은 사회 기반 조직이 

어떻게 공동체의 문제에 기여하는지 직접 계획하고 참여하도록 교육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러한 참여는 구성원들의 관계, 공동 이해, 신뢰 및 

공동 약속을 발전시킨다(Westhemier & Kahne, 2004: 241-242). 이것은 

듀이(J. Dewey, 1916)가 ‘삶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 노력을 위한 참여를 강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바버(B, Barber, 1984: 118)의 ‘강력한 

민주주의’의 모습과 유사하며 여기서 시민은 ‘경쟁하지만 중첩된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함께 노력할 수 있다.’라고 

본다(Westhemier & Kahne, 2004: 242에서 재인용).

이와 더불어 ‘정의 지향적 시민(the justice-oriented citizen)’은 앞서 

살펴본 개인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음식을 기부하는 책임,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조직이나 공동체의 구성과 

달리, 왜 어려움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사회 구조적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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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한다. 이를 위해 사회 문제와 불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또한, 

사회, 정치, 경제 구조에 대한 분석 및 토론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변화에 대한 집단 전략을 고려하도록 

한다. 웨스트하이머와 케인에 따르면 이것은 시민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본질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목소리와 우선순위를 존중하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의 지향적 시민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다(Westhemier & Kahne, 

2004: 242-243).

최근 시민교육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닌 시민보다는 참여 및 정의 

지향적 시민을 추구한다. 그러나 참여적 시민과 정의 지향적 시민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여 시민의 육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은 ‘매디슨 카운티 공공 

봉사 청소년(Madison County Youth of Public Service)’이다. 정의 

지향적 시민을 강조하는 ‘정의를 위한 베이사이드 학생(Bay side 

Student For Justice)’이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나눠서 비교해 보며 

참여와 정의지향이 어떤 측면에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다. 

먼저 웨스트하이머와 케인은 매디슨 프로그램에서 참여가 시민성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후 분석하였다. 매디슨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역 

사회에서 참여를 통해 활동적인 시민으로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다(Westhemier & Kahne, 2004: 247-248). 지역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며 시민참여와 관련된 배움을 얻고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 지식을 획득한다. 교실에서 배운 지식이 공동체에서 

시민 활동을 하면서 사용될 수 있다. 즉,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과정은 

시민 문제에 참여하려는 학생의 욕구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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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이로써 학생들은 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이 깊어지고 활동적으로 공동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임한다(Westhemier & Kahne, 2004: 250). 이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3-2> 매디슨 카운티 공공 봉사 청소년

*p<.05 **p<.01 

(출처: Westhemier & Kahne, 2004: 252)

<표 3-2>는 매디슨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비전과 공동체 참여에 대한 

역량을 강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비전(+0.30), 공동체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믿음은 가장 변동 폭이 크다(+0.94)(Westhemier & 

Kahne, 2004: 253). 이밖에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개인적 

책임(+0.21)과 시민적 효능감(+0.34)도 높음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다만 매디슨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좋은 시민의 목표는 사회 

문제의 구조적 근원에 대한 관점이나 사회 정의에 대한 헌신이 포함되어 

요소 표본 변동
유의

수준
학생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개인적 책임 실험군 .21* .01 61
공동체 참여(involvement)를 위한 약속 실험군 .19 .06 61
정치에 대한 관심 실험군 .03 .55 61
가난에 대한 구조적이고 단일 차원의 설명 실험군 -1.0 .56 32
정의를 위해 일하려는 욕구(desire) 실험군 .07 .31 61
시민적 효능감(efficacy) 실험군 .34** .00 61
비전 실험군 .30* .01 61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과 지식 실험군 .94** .00 60
리더십 효능감(efficacy) 실험군 .31** .00 61
자발적 지원하기 실험군 .10 .14 61
뉴스를 따르기 실험군 .24** .00 60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실험군 .24* .05 32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실험군 .09 .3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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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Westhemier & Kahne, 2004: 254).

베이사이드 프로그램에서는 이전 프로그램과 달리 정의 지향적 시민 

육성에 중점을 둔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관심 있는 일에 집중하는 활동가로 만들고, 실제적이고 심오한 사회 

변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보여주며 불평등과 불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한다(Westhemier & Kahne, 2004: 254). 프로그램에서 지향하는 좋은 

시민은 “사회, 정치, 경제 문제의 복잡성과 그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정치인이 제시한 문제의 정의(definition)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Westhemier & Kahne, 2004: 255)라고 말하며, 

그들은 정의 지향적 시민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가령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SAT시험이 편향되었는지를 연구하고 

대학에서 학생의 성공을 적절하게 예측하는 데 있어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팜플렛을 만든다. 그들은 소책자를 학교와 주변 지역 사회에 

배포한다. 다른 학생들은 전 세계 아동 노동 관행과 그것이 제기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조사한다. 그들이 조사한 기업에서 

제조한 디자이너의 옷과 신발을 신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사를 통해 

알아낸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학교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노동 관행에 대한 인식을 촉구한다(Westhemier 

& Kahne, 2004: 255).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우리는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 ‘이 수업은 실제적이어서 

흥미로웠다.’, ‘우리가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느낌이 마음에 

들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등과 같은 소감을 말한다. 베이사이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이처럼 학생들이 정의롭지 않은 영역을 

찾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 

학생들이 동료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관점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 

둘째, 학생들이 정의롭지 않은 일을 인식하고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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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가르친다. 셋째, 학생들에게 확립된 시스템과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Westhemier & Kahne, 

2004: 255). 이를 경험적인 데이터로 나타내면 <표 3-3>과 같다. 

<표 3-3> 정의를 위한 베이사이드 학생

*p<.05

(출처: Westhemier & Kahne, 2004: 256)

매디슨 학생과 마찬가지로 베이사이드 학생들 역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책임(+0.29), 시민적 효능감(+0.47)이 증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들은 빈곤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고려하는 

능력(+0.28)과 정치에 관한 관심(+0.33)이 크게 향상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베이사이드는 공동체에 대한 지식이나 특정 정책과 관련된 

가능성에 대한 지식은 크게 늘지 않았다(Westhemier & Kahne, 2004: 

256). 메이슨 프로그램과 베이사이드 프로그램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은 두 프로그램의 지향하는 시민상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요소 표본 변동 유의
수준 학생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개인적 책임 실험군 .09 .60 21
공동체 참여(involvement)를 위한 약속 실험군 .07 .77 21
정치에 대한 관심 실험군 .33* .02 21
가난에 대한 구조적이고 단일 차원의 설명 실험군 .28* .04 21
정의를 위해 일하려는 욕구(desire) 실험군 -.09 .54 21
시민적 효능감(efficacy) 실험군 .47* .04 21
비전 실험군 .35 .15 21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과 지식 실험군 .17 .43 21
리더십 효능감(efficacy) 실험군 .12 .36 21
자발적 지원하기 실험군 .18 .22 21
뉴스를 따르기 실험군 .27* .02 21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실험군 .29* .05 21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실험군 -.05 .7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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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사이드 프로그램처럼 비판적 분석과 사회적 비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프로그램 창립자는 프란코니(N. Franconi)이다. 그는 사회 

정의의 이해를 시민성의 필수 요소로 보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조직 폭력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폭력 표현을 

연구하도록 한다. 또한, 교사가 자신의 공동체를 ‘매핑’, 즉 학생 

자신과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깊이 

분노하거나 영향을 준 문제에 대해 글을 쓰도록 한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지역 사회에서 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폭력에 대한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학급에서 가정 폭력과 같은 유사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 구조적 역할과 개인의 행동 간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Westhemier 

& Kahne, 2004: 257-258). 

      학생1: “집에는 긴장이 많았을 거예요.”

      교사 : “무엇이 그 정도의 긴장을 가져왔을까요?”

      학생2: “아빠가 직장을 잃었나 봐요.”

      학생3: “그리고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학생2: “아마 돈이 없었을 거예요.”

       교사 : “우리는 정말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에게 많은 압력이 

가해질 수 있겠네요.”

 학생들에게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거나 자기 통제, 정직, 시간 엄수,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특정 가치나 행동을 채택하도록 권장하는 

프로그램과 달리 베이사이드 접근 방식은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문제의 원인 및 암묵적인 비판을 통해 개인의 인성(character)이 

가장 잘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베이사이드 프로그램은 단순히 

수용해야 할 가치와 행동 목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토론을 

통해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Westhemier & Kah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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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58). 프란코니는 인성교육이 단순한 질문과 대답만으로 좋은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아보다 더 

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졌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어 인종차별은 없을 것이다.”라든지, “나는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만 접근하는 것은 시민교육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Westhemier & Kahne, 2004: 259). 베이사이드 

프로그램은 사회적 변화가 공동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배운다. 교사는 

공동체 매핑 및 주제 선택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도록 만든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기 시작한다(Westhemier & 

Kahne, 2004: 259). 한 사람이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려는 

프로그램과 달리 베이사이드 학생들은 사회 문제를 집단적이고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윤리적 시민교육은 책임과 같은 가치・태도의 성향과 시민적 

참여에 대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웨스트하이머와 케인이 제시하는 

‘정의 지향적 시민’의 특징을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써 반드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윤리적 시민교육에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정치 및 경제 구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정의롭지 않은 구조에 대해 성찰하고 논쟁하여 변화시키도록 해야한다.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비판적 사고와 성찰 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시민교육에 

대한 12개의 국가 간 비교에 따르면, 놀랍게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비율이 19%로 유독 

낮다. 같은 아시아권 홍콩 59%, 대만 58%에 비하면 1/3수준에 그친다.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의 증진에 대해 우리나라를 제외한 11개국의 

나라 모두 최소 44%에서 최대 89%까지 강조한다. 반면 한국은 19%로 

다른 나라와 큰 격차를 보이며 최하위에 머문다. 주로 한국은 

시민교육에 있어서 시민적 권리와 책임의 지식 증진(65%),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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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그리고 시민적 제도의 지식 증진(42%)처럼 지식적 차원의 강조가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Reichert & Torney-Purta, 2019: 

118).22) 

시민교육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심층적인 탐구와 논의를 통해 방향의 모색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향하는 보편성과 올바름은 선험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경험 안에서 

구성원과의 능동적 대화를 통해 ‘발견’해야 한다. 우리의 삶과 괴리된 

의미도 없는 보편성을 부과하고 강제하고 무의미하게 주입하는 것은 

윤리적 시민성과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의 도덕과의 시민교육은 지식 위주의 차원보다 비판적 사고와 

성찰의 측면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22) 모든 교사는 최대 세 가지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 합계는 최대 300%까지가 될
수 있다. 단, 교사가 하나 또는 두 개의 목표만 선택한 경우는 더 적다. 가장 빈
번한 세 가지 목표의 비율은 각 국가마다 굵게 표시되어 있다.

시민교육의 10가지 목표
아시아 동유럽 북유럽 서유럽

홍콩 한국 대만 체코
폴란

드

슬로

베니아

덴마

크

핀란

드

스웨

덴
영국

아일

랜드

이탈

리아

학생의비판적독립적사고를증진하기 59% 19% 58% 45% 44% 64% 89% 81% 84% 64% 49% 58%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기

64% 65% 53% 57% 53% 49% 32% 37% 62% 50% 56% 78%

환경에대한존중과보호를증진하기 48% 33% 59% 37% 29% 55% 22% 61% 37% 35% 39% 38%

갈등해결을 위해 학생의 기능과 역량
계발하기

15% 50% 64% 44% 36% 40% 51% 44% 30% 31% 22% 21%

사회적, 정치적, 시민적 제도에 관한 지식
증진하기

45% 42% 28% 36% 24% 24% 48% 27% 16% 27% 42% 50%

자신의관점을방어할역량키우기 8% 27% 4% 36% 22% 31% 20% 14% 24% 13% 13% 12%

학교생활에학생들의참여를장려하기 24% 35% 17% 9% 35% 17% 4% 18% 10% 22% 19% 11%

지역 공동체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32% 12% 13% 19% 38% 5% 7% 7% 2% 27% 40% 8%

인종차별과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증)에 대항할
효과적인전략모색하기

2% 1% 2% 12% 7% 13% 9% 9% 31% 23% 12% 21%

미래의 정치적 참여를 위한 학생을
준비시키기

2% 16% 1% 2% 10% 1% 16% 1% 2% 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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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판적 사고 및 성찰 능력의 시민 교육적 의의

비판적 사고 및 성찰에 대한 강조는 윤리적 시민교육 차원에서 세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기존의 도덕과 시민교육이 교화적이고 

주입식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혹자는 도덕과에서 

시민교육은 비판적 사고 훈련과 선택이나 질문 없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같은 가치와 덕목을 교화적이고 처방적으로 접근한다고 

간주한다. 이처럼 여전히 도덕과 시민교육은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권위적인 도덕성만을 강조한다고 생각해 인성과 시민성은 대치되거나 

접합점이 적다고 여긴다. 따라서 사고과정에서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측면을 강화한다면 도덕과 시민교육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오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비판적 사고를 보여주는 시민도 좋은 인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를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에 관한 성찰과 타인에게 반응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협력적 사고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적 사고 및 성찰은 사고와 정서를 결합한 윤리적 시민교육의 주요 

특징을 보여준다. 

둘째, 비판적 사고 및 성찰은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과정으로 윤리적 

탐구를 이끌어 고차적 사고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 앞으로의 

시민교육에서는 참여와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과 방향성’이 중요하다. 

기존의 민주 시민교육에서는 독재와 무소불위의 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시민적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관심과 시민적 참여, 광장 민주주의는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참여의 목적이 여전히 사적 이익에 국한되어 있다. 공동체의 발전과 

무분별한 국가권력 제한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경제적 이득이 맞물려 있다.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광장에 나왔지만, 자신의 신념만을 절대화해 공공성을 해친다. 

교육이 개인의 능력 계발에 도움이 되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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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만,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를 막기 

위함이다.23) 이와 같은 분위기는 시민적 유대와 연대 의식을 약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인지적 편향성 심화로 인한 공적 

영역에서 편 가르기와 집단 간 갈등은 혐오 및 차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윤리적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이 공적인 일에 참여한 ‘이후’의 행동 양식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지향해야 할 내용과 방향성으로 우리의 삶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성찰할 수 능력에서 비롯된다. 블룸(B. S. Bloom)의 

교육목표 분류학에 적용했을 때 비판적 판단은 가장 높은 단계인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평가는 어떤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근거로 하여 주어진 자료 또는 방법이 갖는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으로 고차적 사고력에 속한다(강현석・이지은, 2018: 129). 철학자 

칸트에게 판단이란 탐구방법으로써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것을 배우는 

것(learning to philosophise)’이다. 칸트는 “지각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지각은 맹목이다”라는 유명한 구절을 통해 실천적 

지혜(phronesis)라 할 수 있는 판단력 강화를 강조한다(Cosentino, 1994; 

Fisher, 노희정 역, 2011: 70에서 재인용). 이처럼 비판적 사고와 성찰은 

지식의 형식처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도덕적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고차적 사고력 함양과 인지편향 극복을 위한 윤리적 

시민교육에 있어서 필수적 과정이다. 

셋째, 비판적 사고에 대한 강조는 사고와 정서를 연결해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폴(R. Paul)은 비판적 사고에 대한 두 

23) 자사고는 자립형사립고, 특목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준말이다. 이와 같은 학
교의 폐지 배경은 수월성 위주의 교육이 지나친 경쟁을 낳고 이러한 교육의 수혜
자가 소수의 특정 계층에 국한되어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하기 때
문이다.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사회 정의가 시험 만능주의
(testocracy)와 능력주의(meritocracy)에 맞물려 시험의 절차적 공정성에만 매달
리게 한다. 그 결과 교육이 사회 불평등 해소가 아닌 소수의 특정 계층 성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남미자 외, 2019). 이는 교육을 통해 불평등과 차
별을 정당화하고 교육현장에 지나친 경쟁의식을 양산해 열등감과 우월감을 심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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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정의를 제안한다. ‘약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는 자기중심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한 개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의 준거 틀 내에서만 

사고하는 ‘단순 논리적 사고(monological thinking)’이다. 여기에는 

지적 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논증하며 어떤 

관점을 방어하기 위해 추론을 사용한다. 반면 ‘강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는 공정한 마음과 관련이 있어 하나 이상의 관점에서 이슈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다중논리적 사고(multilogical thinking)’이다. 

이러한 사고는 타자에게 반응적이고 지적 표준에 일관적이며, 많은 

가치와 태도를 구체화해 독단과 교화를 거부한다. 또한, 지적 의견 

차이를 허용하고 공정한 마음과 지적 통합성을 성취할 수 있게 

격려한다(Fisher, 노희정 역, 2011: 66-67). 비판적 사고가 다중적 차원에 

강한 의미를 내포할 때, 자신의 사고력을 발휘해 다른 사람의 사고에 

‘반응’하는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성향이 강화된다. 이는 사고와 

정서의 연결을 도와 도덕적 헌신과 행동을 이끈다. 립맨 역시 다차원적 

사고의 전제 조건으로서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사고의 관계를 

도식화한다(Lipman, 박진환・김혜숙 역, 2005: 261). 독단을 거부하는 

다중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다른 사람의 사고에 반응하는 감정이입과 

결합되면 배려적 사고와 접합점이 마련된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사고는 도덕적 변화와 행동을 가져오는 출발점이 된다. 이로써 

윤리적 시민교육의 특징으로 비판적 사고 및 성찰을 강조하는 것은 

도덕성의 통합적 발달의 측면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의사소통과 공감의 강화 

(1) 의사소통과 공감의 중요성 

시민사회의 문제로 특정 사안을 놓고 벌어지는 시민사회의 첨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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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시민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져온다. 

사회적 갈등 지수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지수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꽤 높은 편이다(문화일보, 2015. 1. 

28.).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사회 통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7%가 우리 사회의 사회 통합 저해 요인으로‘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빈부갈등 82%, 노사갈등 

76%, 세대갈등 64%, 종교갈등 59%, 남녀갈등 52%이다(임채광, 2020: 

403).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양상을 고려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 시민교육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이 이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김누리(2020)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대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얼마 전 현대 민주주의 연구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민주주의 변화 추이와 수준을 비교 연구 조사한 결과, 한국은 178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30-50클럽’국가로 불리는 일곱 국가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중에서는 놀랍게도 1위를 기록했다. 

캐나다는 인구가 부족하고, 중국은 소득에 못 미친다(김누리, 2020: 

24-25).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사뭇 다르게 일상 속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 광화문에서 모여 광장 민주주의에 참여한 사람이 집에서는 

가부장적 아버지요, 학교에서는 권위주의적 교사이며, 회사에서는 

갑질을 일삼는 상사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광장 

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의 괴리에서 온다고 판단한다(김누리, 

2020: 31-32). 이러한 측면은 윤리적 시민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 사회 전반이나 일상의 삶과 문화 속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시급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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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우리 삶의 전반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관계성의 회복과 

존엄 의식의 고양이다. 즉 구성원 사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화를 

통한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물론 점차 공동체 구성원, 사회 속 시민, 전 세계로 

확장이 가능하다.

플러머(K. Plummer, 1999)는 시민성의 고양을 위해 ‘친밀성의 

시민성(initimate citizenship)’을 강조한다. 친밀성의 시민성이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시민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Faulks, 

이병천 외, 2009: 141에서 재인용). 친밀성의 시민성에서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사적인 영역의 민주화이다. 이를 위해 기든스(A. Giddens)는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그는 시민성의 개념을 개인 간의 관계에 적용해 

사회적 삶 속에서 타협과 양보를 장려하도록 조정해야함을 주장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적 특징을 잘 이해하고 개인적 기초 위에서 타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개인들은 시민성의 더 넓은 과제에 대해 

매우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보고, “개인적인 삶의 장소에서 발전한 

의사소통 기술은 더 넓은 문맥 속에서도 매우 잘 일반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Faulks, 이병천 외, 2009: 143-144에서 재인용). 

이는 시민성의 필수적 요소로써 일상적 민주주의를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하버마스(J. Habermas)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의 단초는 지식과 

정보라는 권력 관계가 사람과 사람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는 억압과 불통의 요인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발점은 ‘원활한 소통 환경’이라고 본다(임채광, 2020: 

419). 여기서 소통의 도구로 언어는 열린 공간에서 타인과 관계 맺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물이다(하상복, 2011: 153). 의사소통을 진행할 

때 자신의 발언이 타당하다는 의미는 다른 행위자들에게 반박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둔다는 뜻이다. ‘상호 이해’는 각자가 상호 

주관성을 유지하며 최소한 하나의 세계24)와 관련을 맺는다. 행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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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사이의 해석을 수정하여 서로 차이나는 상황해석을 충분히 

합치하도록 한다. 이처럼 의사소통적 행위는 잠정적 공동성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한다(Habermas, 장춘익 역, 2019: 175-178). 여기서 이해란 강요되지 

않은 가운데 타당한 동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을 말한다(임채광, 2020: 

420). 이렇듯 실제적 대화를 통해 타당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담론(discourse)을 이끈다.

담론(談論)은 이상적 언어 소통 상황에서 유의미한 심문과정이 

가능하기 위해 대칭성의 조건(symmetry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참여자들의 발언 기회가 공정해야 하며, 어떤 토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부담 없이 어떠한 문제 

제기도 가능해야 하며 상호 요구와 상호 도움 또한 자유롭고 평등한 

기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박효종, 2001: 313). 이렇듯 이상적인 담화 

상황은 도덕적 판단력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 도덕적 담화 상황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동의할 보편적 규범이 될 만한 일반적인 법칙을 

찾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주어진 규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도덕적 상대주의를 피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실제적인 

담화 참여자가 논쟁 가능한 주제를 토의하고 집단 이성을 발휘해 도출한 

판단이 곧 도덕적 동의이며 이상적 담화라고 본다(Fisher, 노희정 역, 

2011: 92-93). 종합하자면, 하버마스가 바라보는 의사소통은 원활한 소통 

환경에서 행위자들 간의 열린 의사소통이다. 이는 상호 이해를 토대로 

구성원들이 동의할 만한 일반적인 법칙을 창출하는 이상적 담화라 할 수 

있다.

듀이가 문제해결의 방식으로 강조한 것은 과학적인 방법, 

24) 하버마스는 합의를 추구하며 진리, 정당성, 진실성에 비추어 평가하는 자는 객관
세계, 사회세계, 주관세계의 세 가지 세계 사이의 정합 혹은 부정합에 비추어 평
가해야 한다고 본다. 객관세계는 참인 진술이 가능한 모든 존재자들의 총체이며,
사회세계는 정당한 질서에 따라 규제되는 상호 관계들의 총체이고, 주관세계는
화자가 특별한 접근권을 갖는 체험들의 총체이다(Habermas, 장춘익 역, 2019:
177).



- 79 -

민주주의적인 방식, 지성적인 방식이다. 이 세 가지를 거의 동의어처럼 

활용할 정도로 문제해결에서 수단이나 절차로서 과학적인 방법과 

민주적이고 지성적인 방식을 강조한다. 특히 수단과 절차가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용되기 위해서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중요하다고 

본다(김동식, 2001: 24-25). 그는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체제가 아닌 

생활양식으로 보고 자유로운 소통과 경험의 성장을 통한 사회 개혁을 

강조한다. 여기서 사회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이익의 공유는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므로 교육에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김동식, 2001: 40-41). 

이와 같이 언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은 활발한 상호교섭을 가져오고 

감정과 정서 그리고 생각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김동식, 2001: 274).  

정리하자면, 기든스가 지적한 자신의 감정적 기초에 기반한 

의사소통과 하버마스가 강조한 이해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 듀이가 

주장한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은 시민성 형성에 중요한 핵심 

요소가 ‘의사소통’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윤리적 시민성으로서 

의사소통을 발휘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이것이 

시민적 성향의 어떤 측면과 연계될 수 있는가?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경청하고 상대방과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균형 잡힌 관점과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정창우 외, 2016: 45).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 요소와 범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진미석 외, 2011; 이진희 외, 2014; 김종규 외, 2015; 손영화, 2016). 

의사소통은 글의 내용과 상호 작용을 하는 ‘읽기’, 언어의 수신과 

해석을 총괄하는 인지적 과정으로서 ‘듣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쓰기’,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로 

인간의 상호 작용과 대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말하기’, 논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이성적으로 관철하는 ‘토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끄는 ‘조정’으로 여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진미석 외, 2011: 467). 의사소통을 행위의 목적에 초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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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 글, 기타 정보를 해석하는 ‘수용과 이해’ 역량,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전달과 표현’ 역량, 학문적 사고 

역량이라 할 수 있는 맥락, 근거, 논리적 정합성에 근거한 ‘비판과 

문제해결’ 역량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한다(이진희 외, 

2014: 315). 의사소통 상황에서 입장에 따라 구성 역량을 분류하기도 

한다. ‘청자나 독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이나 글을 받아들이는 

‘수용력’, ‘화자나 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전달력’, ‘다수’가 참여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타인들과 의견을 제대로 나누고, 필요한 경우 합의를 이끌어 

내는 ‘조정력’으로 분류한다(김종규 외, 2015: 401).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의사소통 세 요소로 분류하고 시민적 성향과 연관해 

구조화하면 <표 3-4>과 같다.

<표 3-4> 의사소통의 세 가지 요소 및 시민적 성향

<표 3-4>과 같이 의사소통의 세 가지 요소는 경청과 이해의 수용력, 

전달과 표현인 전달력,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력이라 할 수 있다. 각 

1요소 2요소 3요소

범주 읽기와 듣기 쓰기와 말하기 토론과 조정

행위의 

목적
수용과 이해 전달과 표현 비판과 문제해결

행위자 청자의 수용력 화자의 전달력 양자의 조정력

⇩ ⇩ ⇩
시민적 

성향
존중 배려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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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시민적 성향인 존중, 배려, 협력과 연결될 수 있다. 제1요소인 

경청과 이해는 의사소통이 시작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존중’으로 

발전되어 상호 유대감을 증진하는 최소 조건이다. 제2요소인 전달과 

표현은 우리가 의사소통의 일반적 모습이자 의사소통을 하는 주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배려’가 무엇인지 구현할 수 있다. 제3요소인 

갈등 해결을 위한 토론과 조정은 진정한 ‘협력’을 배울 수 있는 

고차원적 능력이자 상위 능력이다(이혜진, 2019: 130). 

시민교육 차원에서 의사소통 세 요소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회복에 기여하는 데, 이는 의사소통이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친밀감이 

높아지고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시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티스토니(R. 

Battistoni)는 시민교육에 있어 정서적 유대와 감정이 왜 필요한지 

역설한다. 그는 “학생들이 동료 시민에 대한 정의적 감정을 갖게 하는 

것만이 민주적 정치 공동체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정치 공동체의 삶이 점차 복잡해지고 시민들의 공통 목표가 

요구되면서 시민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격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시민사회의 지속적 성공에 필요한 정서적 유대로 

발전하게 된다(Battistoni, 1985: 159; Peterson, 추병완 역, 2020: 240에서 

재인용). 

의사소통과 관련한 교육은 타 교과에서도 다루어지지만, 윤리적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바티스토니의 주장처럼 시민교육에서 애정과 시민적 유대는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기반 형성에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과의 

시민교육에서 의사소통은 정서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공감적’ 

요소를 결합해야 한다.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해 의사소통 과정에 공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와 같다. 첫째, 윤리적 시민의 

자아상에 부합한다. 윤리적 시민의 구체적인 모습은 의사소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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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적 자아이다. 대화적 자아(dialogical self)란, 자기충족적 대상으로서 

자아가 아닌 대화적인 실체를 지니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관계 지향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정창우, 2020a: 423). 강요됨 없는 자발적인 상호 

이해를 위해 요청되는 ‘공감’은 관계를 긴밀하게 도와주며 의사소통의 

시작과 과정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둘째, 윤리적 시민성의 도덕적 

자질을 발달시키기 위해서이다. 공감은 자기 이익이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타인의 관점을 고려해 복합성으로 옮겨가는 도덕적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다. 도덕 관념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에 관한 관심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능동적 행위이다. 

이때 도덕적 상상력과 감정이입은 필수적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감의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이다. 공감은 동정심이나 배려라고 

불릴 수 있는 정서적 요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때 

포함되는 인지적 요소를 가진다(Fisher, 노희정 역, 2011: 103). 호프만(M. 

L. Hoffman)은 공감적 정서가 도덕 원칙에 부합한다면 도덕적 판단과 

추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공감과 도덕 원칙들의 상호 작용과 

긴밀한 결합을 설명한다(Hoffman, 박재주・박균열 역, 2011: 293-298). 

이와 같은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도덕적 자질을 발달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의사소통은 타인과 

환경에 끼친 인간 결정의 영향과 관련된 지식, 이해, 배려를 발달시키기 

위해 중요한 능력이다(Fisher, 노희정 역, 2011: 105). 정리하자면, 윤리적 

시민교육이 관계 지향적 대화를 통해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도덕적 

발달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은 ‘공감적’ 의사소통을 윤리적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2) 공감적 의사소통의 의미

공감적 의사소통의 의미를 정립하기 위해 공감의 구성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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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그 요소들과 의사소통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로써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공감적 의사소통의 의미와 시민 교육적 

의의를 규명해보겠다. 먼저 공감의 의미와 요소를 밝힘으로써 

의사소통과의 접목 가능성을 파악하겠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며, 감정에 의해 유발되는 감정이다. 

이는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접합제(glue)’의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민성 차원에서 공감의 어떤 요소가 의사소통과 결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가 공감을 ‘인지’와 ‘정서’의 

요소로 나눠 설명하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는지에 따라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는 공감을 

정의하는 데 필수적이다(Baron-Cohen & Wheelwright, 2004: 163).  

공감(Empathy)

정서적

(Affective)

요소

인지적

(Cognitive)

요소

동정(Sympathy)

복합적

(Mixed) 

요소

ⓐ

[그림 3-2] 공감의 중첩적 요소와 동정과의 관계

(출처: Baron-Cohen & Wheelwright, 2004: 165)

[그림 3-2]는 공감의 정서와 인지적 측면이 중첩되는 복합적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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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동정(sympathy)과 공감(empathy)과의 관계를 

도식화하고 있다. 동정이 공감의 정서적 요소의 특별한 경우로 가정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동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거나 알게 되어 촉발된 감정으로 인해 타인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다. 예를 들어 겨울에 노숙자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껴 도와주고자 한다면 공감을 통해 동정을 

발휘하는 것이다(Baron-Cohen & Wheelwright, 2004: 165). 길에서 

고통스러운 사고를 당한 사람과 함께 울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까지 따라가는 등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이 

동정이다. 다만 동정적 공감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문제해결이 아닐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못한 대응일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Lim-Lange & Lim-Lange, 박선령 역, 2020: 162-163). 

공감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동일한 느낌을 갖는 정서적 감염이자 

공명이고, 공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복지를 증진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동정이다(박성희, 2004: 42). 이러한 측면으로 [그림 

3-2]과 같이 동정은 인지적이고 정서적 영역을 모두 내포하되 정서적 

영역에 더 많이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2]의 ‘ⓐ’는 

인지적 요소 없이 정서적 요소만으로 동정이라는 감정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도와주는 행위로 이어지는 동정은 인지적 이해와 역할 채택 없이도 

가능함을 설명한다.

공감의 구성 요소를 인지적, 정의적 요소로 분리하여 검토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편의적 구분이지 공감의 내연과 외포가 분명히 

구별되고 분할되지 않은 복합적 요소가 내재한다(박성희, 2004: 62).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공감을 단일 차원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복합적 

차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페쉬바흐(N. D. Feshbach)는 공감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나누고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양자를 고려한 공감의 3요소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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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이 중 두 가지는 인지적 요소로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능력과 다른 하나는 첫 번째보다 높은 수준으로 

타인의 역할을 취해보는 능력이다. 정서적 요소는 정서적 능력과 

감응성(responsiveness)을 뜻하며 그는 공감이 촉발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Feshbach, 1975: 26).

데이비스(M. H. Davis)는 공감을 단일한 개념으로 보지 않고 복잡한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개념으로 여긴다(Davis, 1980: 3). 공감 척도에 

반영된 네 가지 주요 요소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Davis, 1980: 6).

첫째, 상상하기(fantacy): 책, 영화, 연극 등의 허구적인 인물에 

강하게 일치되는 경향

둘째, 관점 채택(perspective taking): 다른 사람의 관점 또는 관점을 

받아들이는 응답자의 성향

셋째,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부정적인 경험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따뜻함, 연민(compassion) 및 관심을 갖는 

경향 

넷째,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경험을 

목격할 때 불편함과 불안감을 경험하는 경향 

위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관점 채택은 인지적 공감 척도에 가장 

높은 연관성이 있고, 나머지 세 가지 요소인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공감 척도와 더 관련이 있다(Davis, 1983: 122). 

로저스의 상담이론과 바렛-레너드의 순환적 공감 모형은 기존의 

데이비스가 간과한 공감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추가해 제시한다(박성희, 

2004: 66).

먼저 로저스(C. R. Rogers)에게 공감은 순간순간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삶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고 상대방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의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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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한 뒤 상대방의 세계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함한다(Rogers, 

1975: 4). 이처럼 공감적 행동이 의사소통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이유는 공감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적 요소 때문이다.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통해 파악한 공감은 정확하고 적절하게 전달할 때 비로소 

결과로서 완성될 수 있다. 공감에서 ‘전달’한다는 의미를 강조한다면, 

공감과 함께 의사소통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부각할 수밖에 없다. 공감은 

타자의 내면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의사소통적 요소를 내포한다(박성희, 2004: 57). 

이로써 공감과 의사소통이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의사소통의 ‘수용과 이해’와 같은 수용력과 ‘비판과 문제해결’과 

같은 조정력에서 공감적 요소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공감 역시 

인지적이고 정서적 요소뿐 아니라 전달과 표현이라는 의사소통적 요소를 

필수적으로 내포한다. 따라서 공감적 의사소통은 공감과 의사소통의 

밀접한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윤리적 시민성의 핵심적인 면모들을 

보여준다. 

바렛-레너드(G. T. Barret-Lennard)는 공감 순환 모형(Cyclical Model 

of Empathy)은 대화자 간 공감의 심리적 흐름을 설명하며 공감적 

의사소통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Barret-Lennard, 1981: 93-94). 

[그림 3-3]은 공감 순환 모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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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ⅴ)

공감적 상황
(Empathic 

set)

공감적 공명
(Empathic 
Resonation)

표현된 공감
(Expressed 
Empathy)

지각된 공감
(Received 
Empathy)

공감의 순환
(Feedback)
새로운 

표현과 공명
(Fresh 

Expression 
and 

Resonation)
(공감적 

과정을 위한 
상태)

단계 Ⅰ 단계 Ⅱ 단계 Ⅲ
(단계 Ⅰ로 

반복)

[그림 3-3] 공감적 순환의 도식적 개요

(출처: Barret-Lennard, 1981: 94)

[그림 3-3]에서 ‘Ex’은 최초의 표현 및 탐색을 하는 사람으로 

B라고 가정한다. ‘Em’은 반응하고 공감하는 사람으로 A라고 부르고자 

한다. 소문자 로마 문자 (ⅰ)~(ⅴ)은 각각 1~5단계를 나타낸다. ‘점선 

원’은 청자가 공감적으로 듣거나 듣기에 영향을 받고 각성 또는 

참여함을 의미한다. ‘실선’은 주요 의사소통 표현을 나타내며, 

‘점선’은 피드백 또는 후속적인 의사소통을 말한다. 아래는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다(Barret-Lennard, 1981: 94).

1단계(공감적 상황): A는 자신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B에게 

집중하고 있다.

2단계(공감적 공명): A는 B의 경험을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을 생생하게 공명한다.

3단계(표현된 공감): A는 B의 경험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의사소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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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활용해 표현하거나 보여준다.

4단계(지각된 공감): B는 적어도 A가 이해한 정도나 인지에 적어도 

충분히 응답한다.

5단계(공감의 순환, 새로운 표현 및 공명): B는 A에게 피드백하며 

자기표현을 계속하거나 재개한다. 이해한 것을 

표현하고 지각하면서 확인하거나 수정한다.

바렛-레너드(Barret-Lennard, 1980, 1981)의 공감적 순환 모형을 통해 

공감의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 및 의사소통 측면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공감이 의사소통을 통해 적절하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제대로 

발휘되어야 한다. 원활한 상호 작용 없이 즉흥적이거나 주관적으로 

인지하여 표현하게 되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관계를 순식간에 단절하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숙련된 공감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전달과 표현 전에 공감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활용해 정확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비스의 경우 

‘관점 채택’은 공감의 인지적 요소로서 그 사람 입장에서 추론하는 

것으로 본다(Davis, 1983: 119). 트루악스와 카크허프 역시 인지적 

요소로써 공감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그들은 공감이란 ‘상대방에 대해 

이해한 바를 의사소통하는 능력’으로 본다(Truax & Carkhuff, 1967; 

박성희, 2004: 99에서 재인용). 공감의 행동 형태는 이해한 바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드러난다. 이해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공감이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공감적 

의사소통은 공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박성희, 2004: 160). 이러한 과정의 

결과는 다른 사람을 진정성 있게 도우려는 태도와 친 사회적 행동을 

가져와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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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감적 의사소통의 시민 교육적 의의

 공감적 의사소통에 대한 강조는 윤리적 시민교육 차원에서 세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안정적이고 배려적인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구성원들 사이의 돌봄을 강화한다. 앞서 하버마스의 

주장처럼 사회적 갈등 해소에서 중요한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 

‘환경’이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는 지식과 정보를 

한쪽이 독점적으로 가진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수평적 관점이어야 

한다. 수평적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나누는 소통으로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안정적이고 배려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안정적이고 민주적이며 배려적인 환경은 도덕성 발달뿐 아니라 정서적 

유대와 학습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정창우 외, 2020c: 230). 

나바에즈(D. Narvaez)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를 통해 삼층 윤리(Triune 

ethics)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도덕 지향을 설명한다. 삼층 윤리는 안전 

윤리, 관여 윤리, 상상 윤리를 말한다. 인간은 배려하는 관계와 사회적 

유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연결을 긴밀히 맺는다(Narvaez, 2008: 

96). 안전 윤리(the Ethic of Security) 단계에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은 

공포, 분노, 두려움을 없애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달시킨다(Narvaez, 

2008: 98-99). 관여 윤리(the Ethic of Engagement) 단계에서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적절한 보살핌과 친밀감을 주어 애착 체계(attachment 

systems)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도덕적 감성(moral sensibility)을 

출현하게 한다. 애착은 사회적 도덕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Narvaez, 2008: 100-101). 관여는 도덕적 행동의 주된 원동력이며 

상상 윤리를 가능하게 한다(Narvaez, 2008: 104). 공감적 의사소통은 

교수・학습 환경 측면에서 안전 윤리 정향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고 

관여 윤리와 상상 윤리를 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이처럼 공감적 의사소통은 도덕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시민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감적 의사소통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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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리버만(M. D. 

Lieberman)은 우리가 수백 년간 진화를 통해 사회적 뇌를 갖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우리를 인정할 때 그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다양한 동기 메커니즘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즉,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반응하는 집단을 위해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존재한다고 말한다(Lieberman, 최호영 역, 2017: 388). 그는 

사회적 연결을 경험하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학습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잘 충족이 되었을 때 긍정적 정서 상태를 

만들어 사고 및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한다고 본다(Lieberman, 최호영 

역, 2017: 419-420). 

공감적 의사소통은 배려적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도덕 

심리학적으로 지지와 인정은 자발적 동기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결속력은 자연스럽게 배려적 사고를 

형성해 상호 돌봄(care)을 강화한다. 돌봄은 시민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가치이다. 돌봄 윤리의 대표적인 학자인 헬드(V. Held)는 돌봄 가치 및 

돌봄 관계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고려한다. 그는 돌봄은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본다(Held, 김희강・나상원 역, 2017: 44-45). 또한, 돌봄이 공적 삶에 

적합하지 않고 사적 영역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Held, 

김희강・나상원 역, 2017: 42). 부벡(D. Bubeck) 역시 시민성 발달에 있어 

돌보는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경험은 타인의 필요와 관심에 민감함을 갖게 한다고 밝힌다. 따라서 

돌봄의 윤리는 타인의 복지와 관련된 행동을 가져와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을 강화한다. 이렇듯 시민성에 돌봄의 가치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 교감할 수 있는 관계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된다(Faulks, 이병천 외, 2009: 147).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공감적 의사소통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학습 

환경을 마련하며, 자발적인 배려와 돌봄과 같은 도덕적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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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한다.

둘째, 공감적 대화는 창의적 사고를 증진하며 관점 채택 및 역할 

교환과 같은 공감의 인지 활동 강화는 비판적 사고를 강화한다. 

나바에즈는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초기 경험과 생물학적으로 미리 

조율된 뇌 체계 간 상호 작용이 도덕적 사고방식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그는 다중 도덕성을 설명하며 초기의 정서적 경험에 

따른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Vozzola, 정창우 역, 2018: 136). 그는 

정서적 결함에 따른 마음의 경직이 창의성, 유연한 사고 및 관점 파악을 

어렵게 한다고 본다. 심지어 삶의 초기에 발생한 전두엽의 손상은 

반사회적 행동과 부도덕한 행동을 인식할 수 없게 한다(Narvaez, 2008: 

104). 이는 상상 윤리의 발달을 저해하는 원인이다. 상상 윤리에서는 

성급한 감정 반응에 벗어나 논리와 이성에 기반하여 대안적 행동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윤리에는 없는 도덕성에 대한 반성적인 

추상화, 심의를 허용한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Narvaez, 2008: 105). 

이렇게 볼 때, 상호 작용을 위한 공감적 의사소통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만 정서적 측면만을 강조한 

공감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호프만은 공감적 

행동이 친 사회적 행위를 증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친숙성으로 결합한 

공감의 편견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친 사회적 동기일지라도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처럼 공감은 부서지기 쉬우며, 집단 사이의 폭력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Hoffman, 박재주・박균열 역, 2011: 37). 

따라서 공감적 의사소통에 있어 공감의 인지적 차원을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 그래야 공감이 갖는 취약성과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다. 호프만은 

인간이 갖는 지나치거나 부족한 공감적 자각의 경향성과 친밀함에서 

오는 편견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는 역할 교환이나 

관점 채택과 같은 공감의 인지적 과정을 제안한다(Hoffman, 

박재주・박균열 역, 2011: 287-288). 더불어 호혜성은 공감적 편견을 

구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감은 친 사회적 동기를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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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지만, 호혜성은 일반적으로 정의 원칙이라는 형태로 편견과 

불공정함을 통제한다(Hoffman, 박재주・박균열 역, 324). 창의적 사고 

형성을 위해 공감적 의사소통을 통한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되,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 공감의 경향성이 편파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인지적 차원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셋째, 공감적 의사소통은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해 심의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 갈등 상황에서 공감적 의사소통은 갈등 

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다. 이를 위해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이 의사 

결정을 위해 상호 의견충돌을 경험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증진되고 

의사소통에 있어 공감적 요소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갈등 해결 기능을 갖춘 시민을 기를 수 있다. 특히 

갈등 해결의 과정은 정치 철학적으로 볼 때, 심의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시민교육의 요소로 매우 중요하다(곽준혁, 2014: 

252). 민주주의의 흐름이 투표 민주주의가 아니라 심의 민주주의로 

옮겨감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시민들 간의 토론을 통한 의사 결정이나 

현실적 합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장동진, 2012: 93-94). 그런데 문제는 

심의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이고,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무폐(C. Mouffe)는 

쟁투적 민주주의(agonistic democracy)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고 보았다(곽준혁, 2014: 253). 

종합해보자면, 공감적 의사소통은 심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 즉, 

학생들이 시민교육을 통해 공감적 의사소통을 경험함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의사 결정에서 다양한 견해와 선호를 어떻게 고려할지 

경험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오는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피하려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논쟁과 토의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공감적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 견해를 존중하고 의견 도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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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함을 배우는 중요한 시민교육의 기회가 된다. 

3) 전략적 메타인지 능력 향상 

(1) 메타인지의 전략적 활용

앞서 윤리적 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해결방안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교육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진단하며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감적 

의사소통은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주어진 문제를 

전체적(holistic)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이처럼 자신, 타인, 공동체와 

생태계에 발생한 문제에 관해 성찰적 사고로써 접근하는 방식은 전략적 

메타인지 능력 향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성찰적 사고가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고라는 측면에서 메타인지 능력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립맨의 경우 성찰적 사고는 자신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는 물론 시각과 관점까지도 되돌아보며 선입견이나 편견, 

자기기만을 만드는 내용적 요소까지 되돌아보는 회귀적(recursive)이고 

메타인지적이며 자기 수정적 사고라고 밝힌 바 있다(Lipman, 

박진환・김혜숙 역, 2005: 47-48).

메타인지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메타인지 

분야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25) 메타인지 분야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프라벨(J. H. Fravell)은 메타인지 개념을 인지적 모니터링의 

모델로 설명한다. 그는 인지 수행의 광범위한 다양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25) 인간의 인지는 감각, 지각, 학습, 기억, 언어 등을 중심으로 몇백 년 전부터 수많
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분야이다. 메타인지의 중요성은 1950～70년대에 대
두되고 본격적으로 탄생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이다(리사 손, 20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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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현상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메타인지적 지식, 메타인지적 경험, 목표(또는 과제), 행동(또는 

전략)으로 구성된다. 먼저 메타인지적 지식은 다양한 과제, 목표, 경험과 

관련한 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국어보다는 수학에 더 능숙해.”라는 학생의 경험적 믿음이 있다. 

메타인지적 경험은 지적인 수행과 관련 있는 의식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이 방금 말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갑작스러운 느낌이 그 예이다. 프라벨은 메타인지 지식과 메타인지 

경험이 형식이나 질적인 차이보다는 내용과 기능에서만 다르다고 

가정한다(Fravell, 1979: 906). 인지 모니터링의 모델 속 네 가지 요소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3-4]와 같다.

메타인지적 지식

메타인지적 경험

목표(Goal) 또는 과제(Task)

행동(Action) 또는 전략(Strategy)

과제 범주

전략 범주

개인 간 차이개인 범주

개인 내적 차이

인지의 보편성

인지

수행

[그림 3-4] 프라벨의 인지적 모니터링 모델

(출처: Fravell, 1979: 906-909의 내용 도식화)

메타인지적 지식은 주로 어떤 요인이나 어떤 변수가 인지적 

수행과정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지식 또는 신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개인(person), 과제(task), 전략(strategy)으로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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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또는 변수가 있다. 첫째, 개인 범주(the person category)에는 개인 

내(intraindividual) 차이, 개인 간(interindividual) 차이, 인지의 

보편성(universals)에 대한 믿음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개인 내적 

지식은 “나는 읽는 것보다 듣는 방식으로 대부분을 더 잘 배울 수 

있어.”이다. 개인 간 지식은 “나의 친구 중 한 명은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더 세심하다.”와 같다. 인지에 대한 보편적 지식은 이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참여하거나 기억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방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점차적으로 습득한다. 둘째, 과제 범주(the task 

category)는 인지 수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정보이다. 

주어진 과제가 익숙한지 아닌지 흥미로운지, 지루한 것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 등과 같은 과제의 성격을 이해한다. 또한, 과제가 

요구하는 목표에 대한 지식이 포함된다. 이렇듯 과제의 성격과 목표를 

종합해 인지 수행과정이 더 까다롭고 어려운지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신중한 표현(wording)을 하기보다는 이야기의 

요점을 기억하는 과제가 더 쉬울 수 있다. 셋째, 전략 범주(the strategy 

category)는 인지 수행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메타인지적 지식은 다양한 메타인지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Fravell, 1979: 907). 

 메타인지적 경험은 어떤 인지적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인지적, 감정적 경험 중 의식적인 것을 말한다. 이는 신중하고 고도로 

의식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고를 

요구하는 학교나 직장 과제에서, 사전 계획을 세우고 사후 평가를 

요구하는 과제, 결정과 행동이 중요하면서 위험한 과제, 높은 정서적 

각성이나 성찰적 사고의 과제 등의 상황은 자신의 사고에 관한 생각과 

감정을 유발한다. 메타인지적 경험 중 일부는 메타인지적 지식의 

항목으로 잘 설명이 된다.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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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지식을 

떠올린다. 물론 내가 어떤 과제에 대해 여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 그 자체가 메타인지의 지식과 연결되지 못할 때도 있다. 이처럼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경험은 부분적으로 겹치는 집합을 

형성한다(Fravell, 1979: 908).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3-5]와 같다.

메타인지적 

지식

메타인지적 

경험

[그림 3-5] 프라벨의 메타인지적 지식과 경험의 관계

(출처: Fravell, 1979: 908의 내용 도식화)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경험의 

중첩된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직접적인 경험은 예전에 사용했던 지식을 떠올리며 

메타인지적 지식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 방식에 익숙해지고 

다음번에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능숙하게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장은 메타인지적 경험이 수반되지 않는 메타인지적 

지식의 영역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메타인지적 경험이 

메타인지적 지식을 활용하는 기회가 적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해결이 되지 않는지, 스스로 탐색하는 기회가 적다. 

따라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인지적, 감정적 요소인 

메타인지적 경험이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메타인지적 지식을 

판단하고 선택하여 스스로 메타인지적 지식을 적용할 기회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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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교육에서도 책임, 의사소통, 타인 존중과 같은 가치・태도나 

문제해결 절차에 관한 메타인지적 지식이 개별적인 메타인지적 경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능숙해지기 위해 메타인지적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자주 제공해야 한다. 

프라벨의 경우 메타인지적 경험은 인지 목표나 과제, 메타인지적 

지식, 인지 행동 또는 전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Fravell, 1979: 908). 첫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목표를 

수정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제에 대해 

당황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은 과제에 대한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메타인지적 경험은 메타인지적 지식 기반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한다. 피아제 방식처럼 동화라는 방식으로 기존의 지식을 

활용해 수용할 수 있다. 물론 메타인지적 지식은 메타인지적 경험 

없이도 수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메타인지적 경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활성화할지를 결정해 준다. 예를 들어 내일 시험을 통과할 만큼 

자료의 특정 부분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감지한 뒤 다시 

한번 자료를 읽어볼 수 있다(Fravell, 1979: 908). 반면, 내일 시험에 

합격이라는 또 다른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인지적 전략은 인지적 진전을 이루려고(make) 적용되며 메타인지적 

전략은 그것을 탐색(monitor)하게 된다(Fravell, 1979: 909).

브라운(A. L. Brown)은 메타인지를 부수 현상으로 평가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메타인지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 문제해결에 많이 

관여하고 있음을 제시한다(Brown, 1977: 3). 그는 특정 문제에 대한 

경험적 학습에 있어 중요한 기본 원칙은 자기 심문(self-interrogation)처럼 

매우 간단한 수준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이것은 과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일상적인 질문 세트로 [그림 3-6]과 같다(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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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97). 

1단계 : 멈추고 생각하라!

⇩
2단계 :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 명시적이고 암시적인 지침을 이해하는가?)
⇩

3단계 : 시작하기 전에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가?

⇩
4단계 :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이미 갖추고 있는가?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이전에 해본 것과 같은 방식인가?)

 [그림 3-6] 문제해결을 위한 자기 심문(self-interrogation) 단계

(출처: Brown, 1977: 97의 내용 도식화)

브라운은 이러한 자기 심문의 활동은 마치 학생들이 장난감을 

조립하거나 요리를 만드는 활동의 맥락과 유사하다고 밝힌다. 학생들이 

과제 수행에 있어 익숙해질 때까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통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간단한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에 있어 바람직한 

최종 산출물이자 중요한 연습의 형태이다. 그 결과 학생들의 인지 능력 

및 메타인지 능력의 향상만이 아니라 개인적 능력에 대한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Brown, 1977: 97). 이처럼 ‘지식’과 ‘지식에 대한 

이해’의 구별은 인지 발달에 있어서 위대한 발견적(heuristic) 힘을 가진 

유효하고 중요한 구별이다. 특히 인지적 실행과정에서 메타인지적 

기술로써 예측하기, 계획하기, 확인하기 및 모니터링은 효율적인 사고의 

기본 특성이다(Brown, 1977: 98). 

이렇듯 1970~80년대에 정립된 인지 발달 차원의 메타인지 개념이 

최근 들어 미래 교육의 필수 요소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찰스 

파델과 그의 동료들(C. Fadel et al.)은 미래 교육에서는 ‘지식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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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해’와 ‘지식을 사용하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1세기는 교육의 목표로 지식, 기능, 인성뿐 아니라 메타인지 차원을 

강조한다(Fadel et al., 이미소 역, 2016: 113). 파드마나바(C. H. 

Padmanabha) 역시 메타인지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친다는 면에서 21세기 교육의 필수 요소지만, 여전히 교육에 있어서 

쉽게 간과되는 요소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 교육현장은 

경쟁으로 가득 차 메타인지 및 인지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시기, 이유에 대한 연습과 경험이 부족하다. 그는 메타인지는 영재가 

아니어도 누구나 훈련하면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Padmanabha, 2020: 

1). 이러한 메타인지와 인지 전략의 활용은 두 가지 수준의 사고를 

연결하는데, 첫 번째 수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tactic)을 

적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메타인지를 활용해 해당 전략(strategy)의 

효과를 조사하고 선택한다(Padmanabha, 2020: 2).

(2) 전략적 메타인지의 시민 교육적 의의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메타인지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파악해 과제 수행을 위해 목표를 조절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과제 수행을 위한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과 그 과정이 효과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전략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즉 전략적 

메타인지의 핵심은 모니터링과 컨트롤 능력이다. 모니터링 능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질과 양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는 

과정이다. 컨트롤 전략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 후 자신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이 두 가지 전략의 주체는 ‘자기 

자신’으로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알아야 함’과 동시에 ‘모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리사 손, 2019: 18-21). 결국,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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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에 있어서 전략적 메타인지 역량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성찰하며, 앞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방향성을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과정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측면에서 윤리적 

시민교육은 학생들의 주도성과 자율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메타인지의 모니터링과 컨트롤 전략은 

윤리적 시민교육 차원에서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첫째, 메타인지 능력을 갖춘 개인은 정파적 공론장의 문제와 

인지적 편향성으로 인한 선명한 양극화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메타인지는 시민의 자질로서 자신의 지식과 신념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트롤 기능으로 작용한다. 시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만큼이나 ‘어떠한 생각과 방향성을 

갖고 참여하는가?’와 같은 ‘내용’의 문제이다. 많은 전문가가 우리 

사회의 공론장은 ‘내 편・네 편이 확연히 갈라진 운동장’이라고 

진단한다. 많은 시민이 정치, 사회, 경제 이슈를 습득하는 방법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편향이 심각한 인터넷 매체이다. 

인터넷 공론장은 과잉이라 할 만큼 이야기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진다. 이 

가운데 세를 결집하기 좋은 이슈인 자극적인 언사들만 부각 되고 정작 

절박한 문제들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론장과 

시민사회는 중요한 어젠다나 방향 자체가 뚜렷하지 않아 혼란스럽고 

허황된 상황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경향신문, 2021. 01. 01.). 위에서 

살펴보았던 프라벨 역시 메타인지적 지식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를 ‘개인(person)’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개인이 어떠한 생각과 

방향성을 갖는지에 따라 시민으로서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의 능력 및 타인의 능력에 대한 지식, 인지에 대한 보편적 지식과 

같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 이때 개인이 형성한 지식은 메타인지적 

지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메타인지가 모니터링으로써 ‘자신의 

거울’로 기능하지만, 문제는 이 거울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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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메타인지는 다른 인지 능력과 

마찬가지로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되기 쉽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재산권을 

위해 시민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어떤 시민이 있다고 보자. 자신의 

휴식시간을 쪼개서 광장에 모여 집회에 참여할지라도 그가 갖는 신념이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재산권 수호라면 그를 우리가 지향하는 

시민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따라서 메타인지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몸의 

근육을 위해 무작정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기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메타인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스스로 신념과 지식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대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스스로 메타인지를 키우는 기회를 빼앗는 셈이다. 

둘째, 과제 수행에 있어 목표 설정과 적절한 전략을 스스로 조절해 

모색하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긍정적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 학생 

스스로 발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지가 윤리적 

시민성 형성에 있어 핵심 관건이다. 앞서 프라벨은 메타인지적 경험이 

그동안 축적했던 메타인지적 지식에 영향을 주어 과제와 목표 설정에 

있어 조절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설명한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읽은 텍스트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인지적 인식과 그로 인한 불안감이나 불편함과 같은 정서적 인식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설명한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경우 과제의 성격이 지루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지, 중요한 

윤리개념을 놓쳐서 이해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과제 차원의 메타인지적 

분석을 수행한다. 과제의 성격이나 목표를 파악한 뒤에는 구체적인 

전략을 선택한다. 지금 당장 협력을 통해 산출물을 내놓아야 하는 모둠 

활동의 경우 바로 상대방의 의견에 관한 재질문을 한다는 전략을 

찾거나, 강의를 듣는 중에 상대방의 설명을 놓친 경우라면, 조용히 

메모한 뒤에 강의 후 자료를 찾아 해결하는 전략의 방법을 탐색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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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메타인지적 차원의 과제 범주와 전략 범주의 지식을 

자신의 상태와 과제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듯 메타인지적 

탐색과 조절은 학생들의 주도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주도성은 

학습 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자질이지만, 특히 시민교육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학생들의 주도성이 높아질수록 시민적 자질로서 

중요한 주체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민적 주체성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일상의 문제에 관해 정치적 의사 표현 또는 사회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남미자 외, 2019: 

121)”한다. 정리하자면,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메타인지 지식과 기술에 

대한 강조는 인지편향을 막기 위한 자기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자율적 컨트롤 능력과 과제 해결에 있어 주도성을 키워준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2. 윤리적 시민교육 핵심역량

케인스(J. M. Keynes)는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했다(임병희, 2018: 73-74). 그동안 도덕과 시민교육은 

교화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버코위츠와 

그의 동료들(M. W. Berkowitz et al.)은 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합하는 

데 있어 인성교육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다소 자유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에서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은 교화적이고 종교적으로 보수적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Berkowitz et al., 2008: 406). 일부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육이 너무 독단적이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기에 정치적 설득을 

거부하고 비판적 분석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여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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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심성보, 2011: 230). 심지어 시민교육은 사회과(social studies)에서의 

핵심영역이고 시민교육이 도덕교육을 포함하므로 도덕과(moral 

studies)에서 시민교육은 적합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했다(정창우, 2008: 

22-23). 

그러나 시민교육이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 중 하나는 

‘공적 덕성을 가진 시민’이다. 시민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윤리적 

차원의 시민성이라면, 시민적 권리에 대한 정치학적 인식만큼 시민적 

가치 및 덕성 함양이 중요하다. 버코위츠와 그의 동료들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시민교육과 도덕교육의 개념은 문화적으로 섞여서 사용됨을 

지적한다. 개인적 인성 발달 영역으로서 자기인지, 자기 수양, 조화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가 매우 

강조된다. 개인과 공동체는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강화할 수 있는 

관계로 간주된다. 그 결과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는 정치보다는 도덕성의 

이슈로 볼 수 있다(Berkowitz et al., 2008: 403-404). 

여전히 시민교육에서 시민적 가치 및 덕성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미래 

사회의 특징에 맞게 변화시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신념에 

대한 교화나 주입이 아닌 자율적으로 가치 및 덕성을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한 가지 견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경험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의 주체가 되기 위해 개인은 ‘시민적 덕성’을 

갖추되, 개인이 국가와 맺는 관계를 통해서가 아닌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시민사회와 자신 사이에 세울 관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자질이라고 보아야 한다(심성보, 2011: 180). 

결국, 개인은 시민사회의 대표이며 국가의 동반자인 동시에 국가의 

반대자이기도 한 것임을 반영해야 한다(Jelev, 2009: 342; 심성보, 2011: 

180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도덕과에서 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핵심역량을 제안해보겠다. 이는 이전에 갖고 있던 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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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함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한 윤리적 시민교육의 특징에서 핵심역량을 도출하면,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이다. 이와 같은 역량은 윤리적 시민이 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첫째,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은 기존의 도덕과 시민교육이 

교화적이고 주입식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시민참여 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내용과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고와 정서를 연결해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둘째,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은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구성원들 사이의 돌봄을 강화한다. 안정적 환경은 협력과 창의적 사고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갈등 조정에도 도움을 준다. 셋째,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은 정파적 공론장과 인지편향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덧붙여 자기 조절과 자기 주도적 전략탐색 경험은 

학생의 긍정적 정서 함양을 가져온다. 이렇듯 윤리적 시민은 이러한 

핵심역량을 갖추고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끈다. 

1)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그리스인들은 인생과 경험에 대해 각성 후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을 

‘메티스(métis)’라고 부른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1차적 인식인 

직관과 2차적 지식인 논리 사이의 대화에서 비롯되는 지혜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메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마음속 지도를 

가지고 주변을 겸손하게 탐색한다. 겸손하게 탐색함은 수동적인 자세를 

의미하지 않는다. 인식론적인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 대부분이 

확실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세이다. 이로써 우리가 가진 제한된 지식을 

보완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또한, 끈기를 

가지고 불확실성을 견디며 외부의 정보를 탐색하고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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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한다(Brooks, 이경식 역, 2018: 366-372).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메티스의 순간은 도덕적이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사고하는 가운데 생성된다. 처음에는 

이러한 과정이 익숙하지 않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는 의식적인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번에 걸쳐 숙달되고 나면 비판적 사고 및 성찰 방법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테면, 운전하는 법이 이와 유사하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장시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다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 운전하기 위해 수많은 상호 작용과 인지적 처리 과정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이 익숙해지면 운전하는 

법이 무의식 깊이 저장되어 음악을 듣고 옆자리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다.

윤리적 시민을 위한 비판적이고 성찰적 사고의 방법이 차차 

숙달되고 노련해지면 ‘암묵적 발견법(implicit heuristics)’을 이끌 수 

있다.26) 이러한 발견은 불확실성 상황에서 통찰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듯 비판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가 

문제해결에 중요한 인지 과정을 제공한다. 정리하자면,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이란, 자신을 둘러싼 타인, 사회공동체의 상황에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개방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그 과정에 대해 성찰하는 능력을 말한다.

26) 폴라니(M. Polanyi)는 숨겨진 사실이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얻어
지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중요하게 여긴다. 적절한 수준의 불확실한
문제 상황은 학습자에게 혼란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발
견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Polanyi, 김정래 역, 2015: 52-53). 이와 같은 발견법
은 1차적 인식인 무의식이 정보를 두 가지로 처리하는 데서 길러진다. 우선 ‘실제
그대로 암호화(verbatim encoding)’와 ‘퍼지 추적 이론(fuzzy-trace theory)’이다.
전자는 일어난 일을 정확히 암호화하지만, 후자는 어떤 일에 대해 개요를 추출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끌어내 쓸 수 있도록 한다(Brooks, 이경식 역, 2018: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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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이미 MIT나 스탠퍼드와 같은 세계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인간의 

공감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는 

다가올 미래 사회의 대비책으로 ‘인간 중심적 접근법’과 같은 

공감에서 출발하는 디자인 사고를 길러줘야 한다(Lim-Lange & 

Lim-Lange, 박선령 역, 2020: 149).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 및 대인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삶의 여유가 없다. 이로 

인해 정서가 불안정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공감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인권 

중심적 접근 차원에서 문제와 해결전략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 선별 및 

평가할 때 반드시 인권 중심적 차원에서도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은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과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즉 메타인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인권 감수성의 측면에서 문제접근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윤리적 시민교육이 타 교과의 시민교육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이란, 협력 및 문제해결 상황에서 의사소통 

절차에 따라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의 강화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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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

듀이에게 있어서 ‘문제 상황’은 앞에(pro) 장애물로 놓아진 

것(bleme)을 의미한다(김동식, 2001: 23). 이러한 장애물로써 문제는 

암기한 답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듯 문제해결은 주어진 상황과 

맥락을 잘 반영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도록 학습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하나의 답만이 정해진 닫힌 문제(closed problem)가 

아닌, 여러 가지 해결책이 가능하거나 동일한 답이어도 여러 가지 

루트로 해결할 수 있는 열린 문제(open-ended problem)를 제공해야 

한다. 많은 삶의 문제가 이미 열린 문제이므로 교사는 수업을 계획할 때 

이를 활용하면 좋다. 학생들은 그들 각자 삶에서 얻은 가치 순위 및 

가정을 바탕으로 삶 속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 때문이다(Brookhart, 

장혜원 외 역, 2018: 17). 이처럼 윤리적 시민은 우리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지식의 

습득에서 지식의 재구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때 문제를 발견하고 

구조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힘이 바로 메타인지이다. 

이로써 학생들의 앎과 삶이 괴리되는 것을 막고 문제해결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과정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살아갈 21세기 미래 사회와 급변하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대비하게 한다. 즉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이란,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문제해결 절차를 알고 주어진 문제를 

메타인지적 전략을 활용해 협력적으로 탐구하며 해결 가능한 전략을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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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윤리적 시민교육의 핵심역량

역량 의미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자신을 둘러싼 타인, 사회공동체의 상황에서 지

향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 논리적 추론 절차에 맞

게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개방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고 그 과정에 대해 성찰하는 능력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협력 및 문제해결 상황에서 의사소통 절차에 따

라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며, 자신의 의견

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

고 존중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문제해결 절차를 알고 주

어진 문제를 메타인지적 전략을 활용해 협력적으

로 탐구하며 해결전략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

윤리적 시민으로 갖춰야 하는 각각의 역량은 독립적으로만 분리되기

보다 [그림 3-7]와 같은 상호 순환 관계로 설명이 가능하다.

 

맥락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

변화를 이끄는 행동

[그림 3-7] 윤리적 시민의 역량 관계도

[그림 3-7]에서와 같이 윤리적 시민은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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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상황과 맥락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메타인지적 전략을 활용하여 협력적으로 탐구한다.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기도 하지만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은 구성원들 사이의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을 갖추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감적 

의사소통은 관점 및 역할 채택을 가능하게 도와줘 상호 존중과 시민들 

사이의 유대감을 높여준다. 또한,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 해결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후 문제해결의 과정과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삶을 윤리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앞으로의 더 나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 

4) 역량의 하위 요소

윤리적 시민교육의 핵심역량을 하위 요소와 맥락을 함께 제시하면 

아래 [그림 3-8]과 같다. 하위 요소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27)로 나누고 

각 역량이 주로 쓰이는 상황 및 맥락을 오른쪽에 제시하였다.

27) <표 3-5>에서 정의한 윤리적 시민교육의 핵심역량의 의미에서 지식, 기능, 가
치·태도의 하위 요소를 추출하였다. 위의 역량에서 밝힌 정의적 요소로서의 가
치・태도는 반드시 해당 역량에만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판적 사
고 및 성찰 역량에서 가치・태도는 열린 태도와 겸허, 자기 조절이다. 이는 공감
적 의사소통 역량에도 분명히 필요한 가치・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
문은 각 역량에서 대표성을 띤다고 판단되는 가치·태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논리와 추론의 절차에서 편향되지 않은 열린 태도와 자신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겸허, 성찰을 통한 자기 조절이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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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윤리적 시민교육의 핵심역량 및 하위 요소 구성 틀

윤리적 시민교육 역량의 하위 요소를 [그림 3-8]처럼 분류해보았다. 

19개의 핵심 요소는 각각 분리되어 해당 역량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삶 속 문제 상황, 협력 및 갈등 상황 속에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자신에서 타인, 공동체와 환경으로 사고의 폭을 확장해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지향하는 핵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림 3-8]에서 

지식은 주로 인지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적 지식의 관점이 

반영되었다. 기능은 수행력으로 행동적 영역이지만 기존 행동주의 

심리학의 관점에 그치지 않고 인지 과정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가치・태도의 정의적 요소는 역량의 지식과 기능이 발휘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역량의 결과로 길러지는 결과적 차원에서 제시했다. 해당 

역량이 발휘되는 상황 및 맥락을 오른쪽에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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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량의 요소로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수업 시간에 따로 

언급한다고 해서 역량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는다. 역량은 실제 상황 

혹은 새로운 맥락에서 지식, 기능, 가치・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탄생한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을 주로 기능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교과 역량은 해당 교과 역량과 관련된 

기능과 수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그림 3-8]을 제시한다. 

[그림 3-9] 교과 역량-기능-수업 활동과의 관계

(출처: 이광우 외, 2015: 8)

 

이러한 [그림 3-9]는 교과 역량을 기능과의 맥락 속에서만 파악하여  

역량과 지식, 가치・태도의 연결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곧 교과 

역량을 기능 차원에서만 국한해서 설명하게 된다(백남진・온정덕, 2016: 

145). 또한, 교과 역량을 내용 체계에서 지식과 구분되는 기능으로 

제시함에 따라 기존에 교과별로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기능과의 차이가 

명료하지 않고 가치・태도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이승미 

외, 2019: 6). 이렇듯 기능으로 한정해 역량을 해석함으로써 역량이 

지니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지나치게 협소해져 이론적 체계에서의 

결함으로 판단되기도 한다(신호재, 2020: 318).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지식, 기능, 가치・태도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토론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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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①상황(맥락적 지식)에서 토론의 ②절차(지식)를 지켜 

자신의 ③주장을 제시(기능)하고, 상대방의 반박 의견을 ④존중

(가치・태도)하며 ⑤차분하고 냉철(가치・태도)하게 자신의 ⑥의견

을 제시(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토론 역량이다(유영식, 

2018: 174).

위의 예시에서 ①, ②은 지식 차원, ③, ⑥은 기능 차원, ④, ⑤는 

가치・태도 차원이다. 토론 역량의 예시는 역량이 실제 상황 속에서 

지식, 기능, 가치・태도가 적절히 융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역량 

함양을 위해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맥락적 지식’과 토론 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절차적 지식’이 부여된다. 그다음으로 토론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능들이 가치・태도와 함께 

제시된다. 다시 말해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하기’가 ‘존중’, 

‘차분’, ‘냉철’과 같은 태도와 함께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제시하기’는 토론에서 상호 소통이라는 결과를 이끄는 과정 중 

하나로 숙지한 뒤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절차적 지식이자 의사소통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해 구성 틀로 제시하면 <표 3-7>과 

같다. 위의 토론 역량을 구성 틀에 적용해 보았다.

<표 3-6> 역량과 하위 요소의 구성 틀

역량

하위 요소

맥락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

지식 가치・태도 기능

토론

역량
-토론의 절차 알기

-존중 

-차분함과 냉철함

-주장을 제시하기

-의견을 제시하기

토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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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맨 오른쪽에 맥락을 별도로 제시한 이유는 역량은 구체적

인 상황과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발휘될 때 갖춰질 수 있음을 반영한 결

과이다. 트릴링과 파델(B. Trilling & C. Fadel)은 학습에 관한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실제적 학습(authentic learning)’은 미래 시대에 적합한 

학습으로 강조한다. 여기서 실제적 학습이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배운 

것을 다른 상황으로 옮겨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교실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응용한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배울 때에

는 그것이 적용되는 맥락이 반드시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Trilling & 

Fadel, 2012: 31-34; 백남진・온정덕, 2016: 109). 

<표 3-6> 구성 틀에서 역량의 하위 요소를 지식, 기능, 가치・태도로

만 구성하지 않고,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로 연계해 분류하였다. 

이는 전문가와 현장의 교사들이 도덕과 기능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도덕

성의 구성 요소에 따른 교과 역량 설정제안을 반영했다(이승미 외, 2019: 

224-225).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과 역량이 처음 교육

과정에 등장한 만큼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출한다. 우선 2015 개정 교육

과정 도덕과 교과 역량에 ‘능력, 의식, 성향’개념이 섞여서 사용되어 

일관성이 없고 인성역량에 비해 윤리적 시민역량의 비중이 낮다는 점, 

교과 역량 간의 층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 등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

는 실정이다(정창우, 2020a: 470-471). 또한, 도덕과 교과 역량은 내용 및 

구조 측면에서 대등하지 않고 선후 관계에 놓이고 중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신호재, 2020: 328). 심지어 도덕과 교과 역량을 고유 기능 측면과 

영역 관련으로 설정하다 보니 누락 영역이 발생하였다. 가령,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덕과 고유의 기능으로서 인지적 영역인 ‘도덕적 판단 

능력’, 정의적 영역인 ‘도덕적 정서 능력’, 행동적 영역인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을 제시한다. 교과 역량과 관련해서는 ‘자신과의 

관계’영역에서는 ‘자기 존중과 관리 능력’, ‘타인과의 관계’는 

‘도덕적 대인관계 능력’,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영역에서는 ‘도

덕적 공동체 의식’이다. 이럴 경우, ‘자연·초월과의 관계’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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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있는 역량을 제시하기 어렵다(이승미 외, 2019: 58). 이로 인해 『윤

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는 중학교 『도덕』에 비해 기능 부분이 

매우 미약하게 제시되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의 교과서는 중학교 도덕 

교과에서 채택하는 ‘가치 관계 확장법’으로 단원의 내용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교과 역량이 가치 관계 확장법에 해당하는 역량

으로 구성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이 기능으로 골고

루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도덕적 탐구 및 윤리적 성찰 역량’을 

토대 역량으로 삼고 인성역량과 윤리적 시민역량으로 수정・보완을 

제안하기도 한다(정창우, 2020a: 471). 일부 전문가들은 역량을 내용 

영역으로 분류하기보다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로 구분할 것을 

지적한다. 이것은 기존의 역량 제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학계나 현장 교사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고 친숙하다는 

장점 때문이다(신호재, 2020: 330). 또한, 어느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윤리적 시민역량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로 구분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도덕성에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구체적 내용은 리코나(T. 

Lickona)가 제시한 훌륭한 인격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인격에 대해 선을 아는 것, 선을 바라는 마음, 선을 행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데(Lickona, 박장호・추병완 역, 1998: 72), 이는 역량의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요소와 유사한 점이 있다. 도덕성의 세 가지 측면을 

<표 3-7>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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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리코나의 인격의 구성 요소

(출처: 정창우, 2020a: 232-233)

인격의 

구성 요소

해당 영역의 

구성 요소
개념 정의

도덕적

인지

(moral 

knowing)

도덕적 인식
(moral awareness)

주어진 상황 속에 내재된 도덕적 문제 및 도덕적 
판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도덕적 가치를 아는 것
(knowing moral values)

도덕적 유산으로서 도덕적 가치를 알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

입장(관점) 채택
(perspective-taking)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취해 보는 능력

도덕적 추론
(moral reasoning)

왜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도덕적 
원리를 파악하는 것

의사 결정
(decision-making)

반성적인 의사 결정 기능

도덕적인 자기 지식
(moral self-knowledge)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 및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이해하는 것

도덕적 

감정

(moral 

feeling)

양심
(conscience)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옳은 것을 행하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것

자존감
(self-esteem)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공감/감정이입
(empathy)

입장채택의 감정적 측면으로서 인간의 공통된 
휴머니티에 반응하는 능력

선을 사랑하는 것
(loving the good)

선을 좋아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자기 통제
(self-control)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

겸허
(humility)

도덕적 자기 지식의 감정적 측면으로서 진리에 
대한 진실한 개방성,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교정하고자 행동하려는 의지

도덕적 

행동

(moral 

action)

능력
(competence)

도덕적 판단과 감정을 효율적인 도덕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

의지
(will)

도덕적 용기의 핵심 요소로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 도덕적인 
에너지를 동원하는 것

습관
(habit)

좋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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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요소는 선을 아는 것으로 역량의 ‘지식’ 차원에, 정의적 

요소는 선을 열망하고 진리에 대한 진실한 개방성으로 역량의 

‘가치・태도’ 차원에 속하며, 행동적 요소는 판단과 감정을 도덕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역량의 ‘기능’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표 3-7>의 해당 영역의 구성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한 

연결이 무리인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표 3-7>의 도덕적 인지 

측면에서 도덕적 추론, 의사 결정, 도덕적인 자기 지식은 역량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개 역량에서 기능(skill)은 특정 

영역에서 훈련으로 습득되는 능력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문제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사고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능은 “단순 기술부터 고등사고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흔히 무엇을 ‘할 수 있다’로 표현되어 활동(activities)과 혼동이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능은 절차적 혹은 과정적 지식으로 학문적 탐구 

기능28)을 포함하고 있다(김경자・온정덕, 2014: 95). 이렇게 볼 때, 

리코나가 제시한 도덕적 인지 영역은 역량의 기능요소로써 인지적 고등 

사고과정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덕성의 전통적인 구분을 

역량의 세 요소와 연계해 설명할 때 행동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를 다시 

재정의해 개념적으로 혼란을 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표 3-6>의 행동적 요소는 타일러(R. Tyler)의 관점만이 

아닌 최근 인지심리학, 인지과학 연구에서 강조하는 ‘인지 

과정’이라는 용어를 반영해 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행동’을 

행동주의 심리학의 관점에서 인지심리학의 관점으로 확장함을 의미한다. 

우선 인지 과정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인지’라는 표현으로 인해 

행동적 요소로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교육과정 

28) 예를 들어 역사과의 경우 다양한 사료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역사적
사고 기능과 과학과는 실험을 설계하고 원인을 설명하는 탐구방법이 절차적 지
식이자 기능에 속한다(김경자・온정덕, 2014: 94). 도덕과의 경우 직면한 삶의 문
제를 도덕 원리와 윤리학을 기준으로 추론하고 탐구하는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성찰 기능이 대표적인 학문적 탐구 기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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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타일러 원리’에서 기인한다. 

타일러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1949)라는 책에서 목표가 

미리 선정되고 그 목표에 따라 학습 경험이 선정, 조직, 평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교육의 기본 목적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의도된 

규범이나 결과로 변화함에 두기 때문이다(소경희, 2017: 40-41). 이처럼 

타일러의 교육목표는 과정에 초점을 두기보다 ‘결과’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이다. 타일러는 “목표 진술을 위한 가장 유용한 형태는 

학생에게서 개발되어야 할 행동의 종류와 이 행동이 작용할 내용 둘 다 

확인하는 용어로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다”(Tyler, 1949: 30; Anderson 

et al., 강현석 외 역: 2005: 14에서 재인용)라고 밝힌다. 따라서 타일러는 

수업의 목적은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며, 이를 위해 행동으로서 

수업 목표를 명세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해 수업을 안내하고 학습의 

증거로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 목표는 시연할 수 있는 행동만을 

제시해야 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인지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가시적인 

행동만을 제시하는 수업 목표는 막연하고 모호할 때가 있다.29) 따라서 

앤더슨(L. W. Anderson)을 중심으로 인지심리학과 교육 분야 연구에서 

‘행동’을 ‘인지 과정’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기존 전통적인 

행동목표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역, 2005: 16-17).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덕성의 행동 요소에 앤더슨과 

29) 앤더슨은 타일러의 목표 동사가 학습의 중요한 인지 과정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열거하다, 쓰다, 진술하다, 분류하다, 설명하다, 추정하
다’ 동사를 예로 제시한다. ‘열거하다, 쓰다, 진술하다’는 대표적인 전통적 행동목
표 제시방식이다. 수업의 목표로 “학생들은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발생한 이유
세 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가 제시된다. 이 경우에 ‘열거할 수 있다’는 열거할 리
스트의 목록을 ‘완성’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교사가 제공해준 목록과 교과서에
서 본 목록을 ‘기억’하는 것인가? 또는 목록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개에 포함된
자료들을 ‘분석’한 것인가? 이처럼 ‘열거하다’라는 단일 동사는 단순 ‘완성하다’,
‘기억하다’라는 인지 과정에서 ‘분석하다’의 상위 인지 과정으로 구체화 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점로 앤더슨은 ‘열거하다’와 같이 제시하기보다는 ‘분류하다, 설명
하다, 추정하다’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명세
성은 학습을 시연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하기를 원
하는지에 대한 ‘인지 과정’에 초점을 둔 결과이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역,
20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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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인지 과정을 추가하여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역량을 논의해보려 한다. 역량의 행동적 요소에 

인지 과정을 보완하게 되면 역량의 기능이 풍부해진다. 역량의 행동적 

영역을 기존의 타일러식 입장에서 앤더슨의 입장을 보완해서 

확장했다면, 인지적 요소는 기존의 리코나 관점에서 축소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앤더슨의 입장을 반영하여 인지적 과정으로서 

인식, 추론, 의사 결정이 역량의 기능을 구체화한 행동적 요소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표 3-6>의 인지적 요소는 학문적 내용만이 아닌 ‘역사적으로 

공유된 지식’으로 규정하고, 고정되지 않고 변화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앤더슨과 그의 동료들의 경우 특정 학문 내에서 수용과 합의를 

거쳐 공유하는 지식처럼 학문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그들은 ‘내용’ 대신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역, 2005: 15). 이러한 지식의 

의미는 <표 3-7>에서 리코나가 인지적 측면으로 제시한 ‘도덕적 가치를 

아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즉 도덕적 가치를 아는 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준 도덕적 유산으로서 가치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응용할지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한다(Lickona, 

박장호・추병완 역, 1998: 76). 이렇게 볼 때, 본 논문에서 역량의 인지적 

요소는 상황과 맥락에 맞추어 적용하는 가운데서 구성되는 지식을 

의미하며, 공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과 절차로서의 지식을 

포함한다. 이는 곧 윤리적 시민역량의 지식 차원으로써 맥락적이고 

절차적 지식을 의미한다. 그 다음 역량의 행동적 요소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덕성의 행동 요소에 앤더슨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인지 

과정을 추가하여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두어 논의해보려 한다. 

역량의 행동적 요소에 인지 과정을 보완하게 되면 역량의 기능이 

풍부해진다. 역량의 정의적 요소는 가치・태도에 해당하며 핵심역량의 

실제적인 수행과정 및 결과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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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으로서는 처음으로 

핵심역량을 설정하였다(교육부, 2015a: 2). 이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 역시 

역량에 기반하여 편성되었다(교육부, 2015b: 3). 이는 공식적으로 교육의 

지향점으로 역량을 중심에 둔 결과이다. 이로써 교육현장은 학생들의 

사회적 삶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역량을 교육과정의 중심에 두게 됨에 따라, 사회적 

삶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함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소경희, 2017: 167). 

도덕과 시민교육에서도 역량은 시민적 자질을 결정하고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사회의 

민주화는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에 달려 있고, 도덕적 역량의 발달은 

시민교육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Lind, 박균열・정창우 역, 2017: 82). 

린트는 역량을 갖춘 구성원의 확보가 폭력, 속임수, 강압 등과 같은 

사회 전반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였다(Lind, 박균열・정창우 역, 2017: 76).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역량은 도덕적 가치와 덕성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려 한다. 복잡한 도덕적 문제들을 숙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역량의 형성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윤리적 시민교육의 목표를 역량 함양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에 대한 명료하고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들 요소가 하나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장에서 제시한 윤리적 시민교육의 

핵심역량에 따른 하위 요소를 4장에서 지식, 기능, 가치・태도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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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 차원 

윤리적 시민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역량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지식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역량은 가치 있는 

지식과의 관련 속에서 그 의미가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역량은 단순한 기능 이상이 되기 위해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과 연계되어야 한다(소경희, 2017: 167). 이는 

역량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원리와 과정으로서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1]과 같다.

역 량

역량을 ‘위한’ 

지식을 통한 수업

지식 및 지식의 조직

[그림 4-1] 역량 중심 교육과정 설계

(출처: 소경희, 2017: 169)    

[그림 4-1]은 지식이나 내용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출발점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이나 내용이 역량 발달의 발판임을 보여준다. 즉 

‘지식이나 내용이 역량 발달에 적절한가?’ 여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지식이나 내용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식이나 내용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역량 교육과정에 

따라 그 ‘역할’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소경희, 2017: 169).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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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과 같은 역량을 함양하는 데 과정이나 방법뿐 아니라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 립맨은 교과의 고유한 내용을 

활용하여 사고를 가르치면 맥락에 민감해지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맥락에 민감해지는 것이 비판적 사고 역량이고, 이를 위해 민감해질 

만한 맥락을 갖는 특별한 내용이 필요하다(Lipman, 박진환・김혜숙 역, 

2005: 75). 이에 따라 윤리적 시민교육의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을 

가장 잘 발달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적절한 지식과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윤리적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식과 정보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교육목표로써 

지식 차원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앤더슨과 크라스윌(L. 

W. Anderson & D. R. Krathwohl)이 제시한 교수・학습 분류학에서 

지식의 네 가지 유형은 교과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2005: 44). 이를 

정리하면 <표 4-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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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지식차원

(출처: Anderson et al., 강현석 외, 2005: 52-69)

이처럼 지식의 네 가지 유형은 그동안 교육 활동이 사실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해서 어떤 

지식의 유형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윤리적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비판적 사고 및 성찰 능력과 전략적 

지식의 유형 세부 하위 유형 예시

A. 사실적 지식

: 교과나 교과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숙지

해야 할 기본적 요소

Aa. 전문용어에 대한 지식 알파벳, 윤리적 용어, 음악부호

Ab. 구체적 사실과 요소에 

대한 지식

특정 문화나 사회의 사건에 

대한 지식

B. 개념적 지식

: 요소들이 통합적으

로 기능하도록 하는 

상위구조 내에서 기본 

요소들 사이의 상호 

관계

Ba. 분류와 유목에 대한 지식
문장을 구성하는 품사에 대한 

지식(명사, 동사, 형용사)

Bb. 원리와 일반화에 대

한 지식

물리학의 기본 법칙, 연방제

의 원리에 대한 지식

Bc. 이론, 모형 구조에 대

한 지식
진화론, 의회조직에 대한 지식

C. 절차적 지식

: 어떤 것을 수행하는 

방법, 탐구방법,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준거, 

알고리즘, 기법, 방법

Ca. 교과에 특수한 기능과 알

고리즘에 대한 지식

수채화 그리는 기능, 점프하는 

기능, 방정식 알고리즘

Cb. 교과에 특수한 기법과 

방법에 대한 지식

사회과학적 연구방법, 과학적 

문제 해결책, 문학비평 방법

Cc. 적절한 절차의 사용 시점

을 결정하기 위한 준거에 대

한 지식

방정식 해법 결정 기준, 수집한 

자료 처리의 통계적 절차 결정 

기준에 대한 지식 

D. 메타인지 지식

: 지식의 인지에 대한 

인식 및 지식과 인지 

전반에 대한 지식

Da. 전략적 지식
정교화하기, 개요 쓰기, 다이어

그램 작성하기에 대한 지식

Db. 인지 과제에 대한 지

식(적절한 맥락적 지식 및 

조건적 지식 포함)

1차 참고자료와 교과서 자료 

이해 난이도에 대한 비교 지식, 

다양한 전략 사용 방법 및 

시기, 이유에 대한 지식

Dc. 자기-지식
자기 지식수준에 대한 지식, 

특정 과제에 대한 개인의 

흥미나 관심을 아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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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능력이라면, 학습한 것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존의 주입식 시민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적 

지식을 보다 광범위하게 강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사실적, 

개념적 지식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교실에서 기초적 

기식으로 선언적 지식이자 명제적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아이디어들을 전이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추가로 학습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맥락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룸으로써 지식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기억과 회상과 같은 과거에 초점을 두는 교육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윤리적 시민교육의 지식 차원으로 메타인지 지식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맥락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자세히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지식의 유형을 윤리적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규명한 뒤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논의해보자 한다. 이로써 학교 현장에서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내용과 기능, 교수・학습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1) 맥락적 지식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시하는 기존의 교육만으로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분절적인 지식과 

정보를 기억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학생들은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식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윤리적 시민교육에서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지식의 구성 과정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도록 한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제한적 연결이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big idea)를 상황과 맥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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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고 조절해 ‘전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 

활동에서 특정 ‘지식’ 획득 과정으로 맥락을 강조하고 새로운 상황에 

융통성 있게 전이할 수 있는 지식을 ‘맥락적 지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목적은 학생들이 학습한 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닌,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앞으로 학교 밖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다양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Brookhart, 장혜원 외 역, 2018: 15). 이것은 

맥락적 지식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과정으로 전이를 통해 삶에 필요한 

적응력과 유연성을 가르고자 함이다. 맥락적 지식이 문제해결과 의사 

결정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도식화해서 제시하면 [그림 4-2]와 

같다. 

맥락적 지식 1
맥락적 지식 2

맥락

외부 지식

절차화된 맥락

  집중

(예. 촉발된 사건)

[그림 4-2] 맥락의 다양한 형태

(출처: Pomeral & Brézillon, 1999: 285)

[그림 4-2]는 과제와 목표에 따라 주안점이 결정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관련이 있으면 맥락적 지식으로 조직된다. 이후 의사 결정을 

위한 절차로써 맥락을 활용하게 된다. 맥락적 지식은 주어진 상황 결정 

문제(a given situated decision problem)에 한 개인과 관련이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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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이해하고 주어진 행동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말한다. 또한, 맥락적 지식은 내재적이고 잠재적이어서 

목표나 의도가 없으면 사용되지 않다가 상황과 사건에 의해 유발되며 

과업(task), 목표와 연결된다(Pomeral & Brézillon, 1999: 285). [그림 

4-2]는 맥락의 세 가지 부분을 보여준다. 의사 결정의 단계에서 관련이 

있는 맥락은 맥락적 지식(contextual knowledge)이고, 관련이 없는 

부분은 외부 지식(external knowledge)이다. 맥락적 지식은 절차화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절차화된 맥락(proceduralized context)이라 

한다(Brézillon & Pomeral, 2001: 272). 맥락적 지식이 절차화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의 주의가 집중되고 

주어진 주안점(focus)에 따라 절차적 맥락이 적용되거나(invoked) 구조화 및 

배치됨을 말한다(Pomeral & Brézillon, 1999: 285). [그림 4-2]의 화살표는 

그러한 설명을 역동적으로 나타내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맥락적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준다. 

이와 같은 맥락적 지식은 탐구 과정을 통해 산출된 창의적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지향하는 문제해결과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 윤리적 시민교육으로서 

맥락적 지식의 필요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첫째, 맥락적 지식은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세계의 연결성, 복잡성, 

협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여러 가지 쟁점, 문제, 이슈 도전과제들을 

학제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학생들이 지식 영역에 깊이 

빠져 아이디어 사이의 연결고리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때, 학습의 효과는 

높아지고 학문에 대한 이해와 역량에서 깊이와 넓이를 모두 획득할 수 

있다(Fadel et al., 이미소 역, 2016: 134-135). 홈즈와 그의 동료들(W. 

Holmes & M. Bialik & C. Fadel)은 미래 사회의 인간상으로 T자형 

인간과 M자형 인간을 소개하며 지식에 있어 너비와 깊이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그림 4-3]과 같이 T자형 인간은 “넓은 영역의 지식 기반을 

갖추고 하나의 특정 영역에서 깊이 있게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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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M자형 인간은 최근 직업 세계의 변화를 반영해 몇 개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Holmes et al., 

정제영・이선복 역, 2020: 34). 이는 전문성과 전이의 관계를 재규정하고 

지식을 학습하는 데 있어 특정 영역의 깊은 이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 m
너비 너비

깊
이

깊
이

깊
이

깊
이

[그림 4-3] T자형 인간과 M자형 인간의 비교

(출처: Holmes et al., 정제영・이선복 역, 2020: 34)

윤리적 시민교육은 새로운 문제해결과 사회적 삶에 유용한 지식의 

구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학습 활동의 목적을 깨닫고, 

내용을 이해하며,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해’는 

필요할 때 찾아서 활용하는 지식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과 

달리 시간이 흘러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 미래의 학습 과정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는다(Holmes et al., 정제영・이선복 역, 2020: 25-26). 맥락적 

지식은 지식을 ‘이해(understanding)’로 보는 위긴스와 맥타이(Wiggins & 

McTighe)의 관점과 상통한다. 그들은 이해란 단순히 단편적 지식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과 다르며, 지식과 기능을 다른 맥락에서 적절하게 

‘적용, 분석,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고차원적 능력이다. 또한, 이해에 

기반한 지식과 기능은 다른 영역으로 전이 가능성이 높고, 학생이 



- 127 -

주도적으로 핵심 개념을 획득했기 때문에 영속적인 성격이 

강하다(강현석・이지은, 2018: 27-29). 이와 같이 맥락적 지식은 사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추론과 종합, 평가의 과정을 거쳐 

주어진 정보를 뛰어넘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다. 따라서 맥락적 

지식의 강조는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 더욱 시기적절하다. 그 이유는 많은 양의 지식은 아니지만 적은 

수의 핵심적 아이디어와 기능들을 학습하여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전이한 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지향하는 전략적 문제해결과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맥락적 지식은 이해력과 실행력이 높아 다른 분야에 전이가 

수월하다. 최근에 많은 학교에서 확고하게 확립된 복잡한 지식을 

전수하는 것보다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학생들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다. 구성주의는 학생들을 위한 능동적 학습 

경험을 강조하는 상향식 형태(Bottom-up)이고 전통적인 교육의 하향식 

형태(Top-down)와 대비된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두 가지 

교육 방식의 균형이 필요하다. 새로운 맥락에서 학습의 결과가 

전이되도록 하향식과 상향식의 접근법의 균형을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의미 있고, 유용하며, 이해력을 갖출 수 있는 학습 경험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학생이 다른 맥락으로 지식을 적절하게 

‘전이’하기 위해서 높은 ‘이해력(knowing)’과 ‘실행력(doing)’이 

동시에 필요하다(Holmes et al., 정제영・이선복 역, 2020: 49).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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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Recipe) 전이(Transfer)

낮
은
 수
준

지식의 부족

(Lack of knowledge)
죽은 지식(Inert)

낮은 수준 높은 수준

아는 것(Knowing)

[그림4-4] 지식의 이해력과 실행력의 관계

(출처: Holmes et al., 정제영・이선복 역, 2020: 48)

[그림 4-4]에서 전이(transfer)가 가능한 맥락적 지식을 뺀 나머지는 

모두 문제가 있는 학습의 과정이다. 전이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그림 

4-4]와 같이 높은 이해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가짐을 의미한다. 먼저 [그림 

4-4]에서 단순 암기지식인 ‘레시피’는 개념적인 이해가 낮아도 

기계적인 반복에 의한 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이 특정 활동을 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해도가 낮아 다른 맥락으로의 전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죽은 지식(inert)’은 말 그대로 무기력한 지식을 

의미한다. 아는 것이 높은 수준으로 머릿속에는 존재하지만 필요한 

맥락에서 그 지식을 유용하게 적용하는 것이 힘들다. ‘지식의 부족’은 

학생이 아는 것도 낮은 수준으로 추상적 개념을 알지 못하고, 

문제해결과 같은 실행도 불가능하다(Holmes et al., 정제영・이선복 역, 

2020: 48). 현재의 교육은 [그림 4-4]에서 레시피, 지식의 부족, 죽은 

지식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식의 이해력과 

실행력이 높은 ‘맥락적 지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립맨 역시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지식이 너무 수동적이고 고정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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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한 영역의 지식과 다른 

영역의 지식을 서로 연결해야 함을 주장한다. 특정 지식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지식을 

창의적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Lipman, 

박진환・김혜숙 역, 2005: 8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맥락적 지식은 

높은 이해력뿐만 아니라 이를 적절히 문제해결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전이 가능성’을 강조한다. 즉 맥락적 지식은 다른 영역으로의 전이가 

수월해, 지식을 연결하고 융합해 시스템적 사고30)가 가능해지게 하는 

밑바탕이다. 

셋째, 맥락적 지식은 탐구 과정을 활성화한다. 탐구 과정에서는 

사실적 지식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 기반은 물론 사실과 아이디어의 

관계를 이해하고, 내용의 인출과 적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30) 20세기 서양 문화의 기계론적, 환원론적 모델에서 벗어나 더욱 균형 잡힌 접근
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각 부분은 전체로서 전체는 더 큰 시스템 일부로 파
악하고 모든 요소 간의 관계를 제대로 분석하는 시스템 사고가 필요하다(Fadel
et al., 이미소 역, 2016: 139). 시스템 사고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4-5]와 같다.

[그림 4-5] 시스템 사고

(출처: Fadel et al., 이미소 역, 201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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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한다(bransford et al., 신종호 외 역, 2021: 35). 이러한 과정으로 

형성된 지식은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맥락적 지식의 구성 과정과 

유사하다. 학습의 목적은 대학을 준비하는 도구적 가치가 아닌 수업이 

수업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배우는 내용 자체가 학생들에게 유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경험과 지식의 실용성을 강조한 듀이의 철학에 

이론적 토대를 둔다. 듀이는 탐구 과정31)에서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강조한다. 여기서 경험이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 

작용과 상호교섭으로 보았고 그 과정에서 쌍방이 모두 변화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탐구란 그 과정에서 동참하는 능동적 행위이며 이 

과정과 결과로서 산출된 것이 지식임을 주장한다(김동식, 2001: 244).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창의적 지성32)이다(김동식, 2001: 246). 

듀이는 지식 획득을 위한 탐구를 이론이 아니라 행위로 보고 진정한 

지식은 시간이나 장소, 문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실천적 

요소들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본다. 듀이에게 지식은 영구불변한 

이론적인 것(episteme)이 아니다(김동식, 2001: 249). 그에게 지식이란 

사회적이고 간 주관적인(inter-subjective) 탐구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지식이다(김동식, 2001: 252). 이처럼 듀이가 강조하는 지식의 특징은 

상황과 탐구의 결과에 따라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맥락적 지식의 

이해력과 일치한다. 또한,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제성과 실질적인 

행동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맥락적 지식의 실행력과 유사하다. 

31) 듀이가 제시하는 탐구는 네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이 문제라는 점에 대
한 인식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문제의 해결에 관련된 가설이나 가능한 해법을
형성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해결을 지향한 추론이고, 마지막 단계는 추론이
유도한 아이디어에 대한 실험이나 검사이다(김동식, 2001: 244).

32) 듀이는 창조적 지성을 강조하는데, 이때 지성이란 전통적 철학에서 전제하는 영
원불변한 진리를 의미하는 관조적 지성이 아니다. 그에게 지성은 무엇인가를 만
드는 ‘기술적 지성’이자, 생에 봉사하는 ‘실제적 지성’이며, 인간에게 위대한 수단
을 제공하는 ‘행동적 지성’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약속한다(김동식, 2011: 25). 문
제해결을 위한 탐구의 논리를 정립하고 탐구의 단계를 거친 이후 최종적 판단으
로 내려지는 ‘보증된 언명’은 문제 상황을 타결하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김동식, 200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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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시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이 수업에서 배운 것을 

일상적인 생활에 전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앎을 위한 수업에서 

삶을 위한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맥락적 지식의 형성이 

윤리적 시민성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맥락적 지식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은 다음 두 가지와 같다.

첫째, 유추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담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례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맥락적 지식은 특정 주제를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하고 배운 내용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를 다룰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사례 중심으로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Bransford et al., 신종호 외 역, 2021: 104).33) 예를 들어 도덕과 

시민교육에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의관을 학습한 다음 이를 근거로 

우리 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사례를 제공한다. 가령, 갑을 간의 관계로 

나뉘어 직장 생활에서 겪는 갑질 피해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탐색하도록 한다. 이로써 

학생들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한 롤스의 사회 정의를 우리 

사회 상황에 적용하여 학습 내용이 전이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33) 긱스와 홀리오크(M. L. Gick & K. J. Holyoak)는 융통성 있는 전이를 유도하는
사례와 상황을 통한 유추적 사고(analogical thinking)의 방법을 보여준다. 유추적
사고의 핵심은 한 측면과 다른 측면 간 일대일로 대응한다. 그다음 매핑
(mapping) 과정을 통해 한 가지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부터 지식을 전이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미상 이질적인 문제들 사이의 유추적 전달
(analogical transfer)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조사한다. 그들은 유추가 어떻게 인
식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성하기 위해 적용되는지를 밝히고자 한
다(Gick & Holyoak, 1983: 2).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암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이야기’와 ‘장군과 요새에 관한 이야기’를 각각 제시한다. 이는 특정 사례를 해결
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식의 전이를 경험
하게 한다(Gick & Holyoak, 1983: 3). 장군과 요새의 사례를 미리 받고 해결한
학생의 75%가 암환자의 방사능 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을 생성했다. 반면, 장
군과 요새의 사례를 제공받지 않은 학생들은 10%만이 암환자의 방사능 문제 해
결책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이를 통해 유추가 지식의 전이를 통한 잠재적 해결
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Gick & Holyoak, 1983: 4). 또한, 학생들
이 사례를 통한 유추를 연습할 때 놀라운 융통성(flexibility)을 발휘함을 보여준
다(Gick & Holyoak, 198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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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제공한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며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만약 내가 ~ 라면’과 

같은 역할 교환을 해보거나, 자신이 제시한 해결책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후 학생의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내부 고발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 상황을 추가로 

제공한다. 

특정 주제를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사례에도 

폭넓게 적용해 보는 연습은 학생들이 핵심 개념이나 원리를 발견하게 

한다. 이는 곧 학습과 맥락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며 맥락적 지식이 

어떻게 획득되는지를 알려준다. 이렇게 형성된 맥락적 지식은 

자발적으로 전이를 수반한다. 전이를 촉진해 융통성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다.

[특정 상황 학습] 

학습자에게 특정한 사례를 해결
하도록 요청하고 부가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제공한다. 

[문제해결 과정 참여]

‘만약 ~ 라면’의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시킨다. 교사는 
‘특정 문제가 부분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한다.

[특정 상황 일반화] 

학습자가 특정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여러 종류의 
문제에 적용한다. 

융통성이 있는 전이가 일어나 

일반적인 원리 도출

자신의 이해에 대한 

융통성 향상

공익 실현을 위해 친구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을 추가로 고려

[그림 4-6] 맥락적 지식 형성 방법

(출처: Bransford et al., 신종호 외 역, 2021: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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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이와 메타인지를 위한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은 학생에게 자신의 이해점검 전략을 가르치고 

맥락적 지식을 구성하게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사가 모델링의 

방법으로 메타인지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과 

대답의 방식으로 지식과 이해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획득하게 

된다. 교사와 같은 전문가는 초보자와 달리 지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깊고 폭넓은 탐색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 패턴을 

지각하고, 핵심 개념이나 원리 위주로 지식을 조직화하며, 맥락에 대한 

접근이 뛰어나 지식을 유용하게 활성화 또는 조건화(conditionalized)한다.34) 

또한, 현재 이해 수준을 검토하고 이해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메타인지를 사용한다(Bransford et al., 신종호 외 역, 2021: 

60-81). 이러한 능력을 갖춘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구성 전략을 제공해 

학생도 이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 간 자발적 

협동을 통한 상호 작용은 맥락적 지식 형성에 도움이 된다. 자기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협동 상황은 학생들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을 위해 기존 아이디어를 정교화하고 사고과정을 반추하도록 

한다(Bransford et al., 신종호 외 역, 2021: 110). 특히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을 위한 협동의 기회는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법을 

조정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정리하자면, 윤리적 시민교육의 지식 차원으로써 맥락적 지식은 

단순히 지식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형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맥락을 분석, 종합, 평가하는 고차원적인 과정을 

34) 이를 조건화 지식이라고 구분한다. 윤택남은 메타인지 지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지식으로 선언적 지식, 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을 제시한다. 선언적 지식과 절
차적 지식은 이전 경험을 통해 축적된 사실과 개념 그리고 절차에 관련된 지식이
며, 조건적 지식은 지식들을 선택적으로 언제 적용할지에 관련된 지식이다(윤택
남, 201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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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다. 이는 지식을 깊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다른 분야에 

전이가 수월하다. 이렇게 구성된 지식은 현실의 문제점 해소에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시민교육에서 앎과 삶의 괴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극복 대안이 될 수 있다.

2) 절차적 지식

역량 기반 교육과정은 “적게 가르치고 많이 학습한다(Teaching less 

and learning more)”35)라는 슬로건에 따라 전이가 높은 핵심 개념(big 

idea)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한다(백남진・온정덕, 2016: 

75).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 적정화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고 단순한 양의 축소가 아닌 소수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였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교과의 성격을 

드러내는 기초 개념과 원리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아이디어”이자, 

“학습 내용의 구조”로써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를 보여준다(교육부, 

2017: 23). 예를 들어 규칙성, 에너지, 상호 작용, 관계 다양성 등과 같은 

개념적 아이디어이면서, 표현, 감성, 의사소통, 공감과 같이 기능적 혹은 

정의적 내용들도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핵심 개념은 

“교과의 핵심 개념이나 기능, 태도까지 포괄하여 교과의 뼈대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학습 요소”이다(유영식, 2018: 166-167). 위긴스와 

맥타이(Wiggins & McTigh)는 영속적 이해(enduring understanding)를 

도모하기 위해 핵심 개념 위주의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고 

35) 이와 같은 슬로건은 “더이상 전달식 가르침이 아닌 참여도 높은 학습(No more
Telling as Teaching: Less lecture, More Engaged Learning)”을 표방하는 탐구
중심 접근과 문제 중심 수업의 지향과 유사하다(Waymouth, 2018: 352-353). 이
는 “적을수록 더(Less is more)”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내
용을 슬림하게 제시하되 대신 깊이 있게 교육 내용을 구성하자는 의미이다(유영
식, 2018: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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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다(백남진・온정덕, 2016: 75). 영속적 이해라는 것은 핵심 개념으로 

교과 내용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상위 위계에 해당한다. 교과 내용을 

위계화하여 우선순위를 그려보면 [그림 4-7]과 같다.

영속적 이해, 빅 아이디어 또는 일반화

(Enduring Understanding)

중요한 개념과 기능들

(Important to know and do)

친숙해야 할 정보와 사실들

(Worth being familiar with)

[그림 4-7]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

(출처: 김경자・온정덕, 2014: 66)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핵심 개념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역량 기반 

접근이 지식에 대한 역할을 다르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 역량 기반 접근은 기존의 지식만을 위한 교육을 비판하고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식이 선정, 조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교과의 

지식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방법론적 차원에서 학생의 피상적 학습과 

다른 ‘깊은 이해’ 과정을 중시함을 의미한다(백남진・온정덕, 2016: 

77). 깊은 이해는 깊은 배움인 디퍼러닝으로 이어지며 절차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로써 학습량을 적정화할 수 있고 배움의 질 

또한 개선된다. 

디퍼러닝(Deeper Learning)은 “한 개인이 인지 능력, 대인 관계, 

개인 내 역량을 개발하여 한 상황에서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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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Bellanca et al., 김하늬・최선영 역, 

2019: 46). 여기서 ‘적용’은 연습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과 관련성이 높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역, 2005: 87-88). 또한, ‘적용’을 강조하는 디퍼러닝은 앞서 

강조한 ‘깊은 이해’와도 밀접하다. 지식의 전이가 수월한 맥락적 

지식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함으로 디퍼러닝의 과정에서 창출된다. 

이렇듯 새로운 상황과 맥락에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디퍼러닝은 

인지적인 처리 과정과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실천함이 관건이다. 

정리하자면, 절차적 지식은 디퍼러닝을 한층 수월하게 한다. 또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맥락적 지식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듯 절차적 지식이란 ‘방법과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좁게는 익숙한 과제에 대한 일상적인 

수행에서부터 넓게는 친숙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어떤 지식과 방법을 

적용하고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포함해 정의한다. 이는 웨브(N. 

Webb)가 제시한 지식의 수준 단계에도 잘 드러난다. 그는 블룸의 

목표이론을 수정해 지식의 수준(DOK, Depth of Knowledge)을 설정하고 

<표 4-2>와 같이 1~4단계로 지식을 분류한다. 

<표 4-2> 지식의 수준

(출처: Bellanca et al., 김하늬・최선영 역, 2019: 46)

단계 내 용

DOK 1 사실, 용어, 개념, 절차 기억과 기본적인 이해 단계 ⇦ 맥락적 

지식

DOK 2
인지적인 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개념 또는 절차 

적용하기
⇦ 절차적 

지식

DOK 3 추상적 사고, 추론 또는 복잡한 추리를 해 보기

⇦ 디퍼러닝

DOK 4
다양한 맥락에 걸치는 종합과 분석, 비일상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확장된 분석하기 또는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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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3~4단계는 디퍼러닝인데 이를 위해 1단계의 이해에 해당하는 

맥락적 지식과 2단계의 인지적 처리 과정으로 절차적 지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을 활용해 검색할 수 있는 사실이나 정보와 

같은 선언적 또는 명제적 지식과 다르다. 먼저 절차적 지식은 다른 

사람이 ‘발견한 지식(knowing what)’이 아니라 명제적 지식이 어떻게 

획득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이나 절차를 아는 것(knowing how)’이다(소경희, 

2017: 29). 절차적 지식의 예를 들어 보자면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같다. 이처럼 절차적 지식에서 ‘~할 줄 안다’는 표현은 

‘~할 수 있다’ 또는 ‘~하는 능력이 있다’로 바꿔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 반드시 절차를 

머릿속에 떠올려 생각하고 표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책을 통해서 

자전거 타기를 배운 사람이 책의 내용을 잊는다해도 자전거를 탈 줄 

안다는 절차적 지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또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스스로 시행착오와 수많은 연습을 거쳐 자전거를 타게 된 사람도 

자전거를 탈 줄 안다고 말하는 데 하등 문제가 없다. 이처럼 절차적 

지식은 행위 체계 또는 인식 체계가 과제 수행을 위해 규칙에 따라 

적절히 조직되면 되는 것이지, 특정 정보를 반드시 마음속에 떠올릴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표상적 지식과 대비된다(김기현, 2003: 17-18). 

배움 실천에 있어 절차적 지식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앎은 

완성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명제적이자 선언적 지식이 없이는 절차적 

지식도 온전히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은 수행 능력에서 

지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으로 편의상 나누는 과정 중 파생된 개념일 

뿐이다. 앎의 문제는 항상 실제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Polanyi, 김정래 역, 2015: 34). 따라서 절차적 지식은 선언적 지식을 

포함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운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고 배우다 

시간이 흐르고 연습을 하게 되면 종종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 

이른다. 이 시점에서 운전은 완전히 개발된 절차적 지식이 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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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는 심동적 절차의 예이다. 정신적 절차의 예시에는 

작문을 편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초기에는 전반적 논리를 갖추기 

위해 편집하는 방법과 단계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 시간을 갖고 

연습하면서 작문 편집이 상대적으로 쉽게 실행하게 된다(Marzano & 

Kendall, 강현석 외 역, 2015: 24-25). 이처럼 절차적 지식은 지식이 

성립됨을 실천을 통해 증명할 수 있고 지식의 적용 과정을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다. 즉 절차적 지식은 ‘앎의 결과’만이 아니라 ‘앎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는 절차적 지식이 기존의 명제적 지식보다 확장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소경희, 2017: 29). 

한편, 절차적 지식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정보의 진위와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지식이 

갖는 힘(power)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파편적 정보나 사실 

전달이 아닌 학생들을 앎의 ‘과정’과 산물로 입문하는 것으로 본질에 

충실한 지식 교육이다(소경희, 2017: 30). 이는 마르자노와 켄들이 거시 

절차와 과정으로 절차적 지식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 그들은 

정신적 절차로서의 지식을 크게 과정(processes)과 기능(skills) 둘로 

나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4-8]과 같다.

과정 거시절차

기능

전략(tactics)

알고리즘

단일규칙

[그림 4-8] 정신적 절차의 범주

(출처: Marzano & Kendall, 강현석 외 역, 201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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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에서 좁은 의미로 절차적 지식은 연습을 통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단일 규칙(a single rule)이나 알고리즘(algorithms)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보통 한번 배우고 익히게 되면 다양하게 적용되지 

않는 간단한 기능들이다. 그러나 거시 절차(macroprocedures)는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상호 작용을 위한 기능들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한다(Marzano & Kendall, 강현석 외 역, 2015: 

25-26). 이로써 정보가 어떤 맥락에서 구성되었는지 거시적인 안목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간단한 기능만이 아닌 거시적인 과정으로서의 

절차적 지식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지식과 정보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절차적 지식의 내용은 앤더슨과 크라스월(L. W. Anderson & D. R. 

Krathwohl), 마르자노와 켄들(R. J. Marzano & J. S. Kendall)의 분류학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먼저 앤더슨과 크라스월은 블룸의 목표 

분류방식을 2차원으로 변형해 제시한다. 그들은 목표 분류학을 지식과 

인지 과정으로 나누고 블룸이 제시한 명사 형태의 분류를 ‘동사’ 

형태로 바꾼다. 또한, 이해(Comprehension)를 ‘이해하다(Understand)’로 

변경하고 종합(Synthesis)을 ‘창안하다(Create)’로 제안한다(Krathwohl & 

Anderson, 2010: 64). 이처럼 명사형에서 동사형으로 인지 과정을 제시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식 형성 과정으로서 ‘수행력’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들은 지식의 유형을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과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으로 나눈다. 선언적 

지식은 사실적이고 개념적 지식을 의미한다. 절차적 지식은 프라벨이 

제시한 메타인지적 지식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Krathwohl & Anderson, 

2010: 64-65). 특히 앤더슨(L. W. Anderson)은 학습에 있어 지식과 인지 

과정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보고 이 둘의 관계에 주목한다. 대개 

교육목표의 일반적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이다. 주어는 

학생이나 학습자를 의미하고 목적어는 내용, 동사는 과정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할 수 있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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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표가 있다. 동사는 ‘비교한다’이고 목적어는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고금(古今)의 다양한 관점과 같은 

근본적 지식 없이는 학생들은 비교 불가능하다. 비교를 수행하게 되면, 

학생들은 인간 특성에 관한 규정과 인간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더 

확장된 지식을 얻는다. 이처럼 학생들이 학습을 향상하기 위해 내용 

지식과 인지 과정은 함께 가야만 한다. 앤더슨은 유의미한 학습과 

문제해결을 위해 지식과 절차로 인지 과정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Anderson, 2012: 15). 특히 그가 제시하는 인지 과정 중 

‘이해하다, 적용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 창안하다’는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전이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절차적 지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절차적 지식을 인지 과정과 함께 제시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절차적 지식의 분류학

지식차원

인지과정 차원
기억

하다

이해

하다

적용

하다

분석

하다

평가

하다

창안

하다

장기기억
으로부터 
관 련 된 
지 식 을 
인출

구두, 문자, 
그래픽을 
포함한 수업 
메시지로
부터 의미
를 구성

특 정 한 
상 황 에 
어떤 절차
들을 사용
하 거 나 
시행

자료를 구성 부
분으로 나누고, 
부분들의 관계와 
부분과 전체 구조나 
목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결정

준거나 
기준에 
따 라 
판단

요소들을 일
관되거나 기
능적인 전체
로 형성, 요소
들을 새로운 
패턴이나 구
조로 재조직 

절차적

지식

절차를

기억하다

절차와 

과정을 

이해하다

절차를 

적용하다

절차의 세부 

요소와 전체 

관계를 분석하다

절차를 

평가

하다

새로운 

절차를 

만들다

수행하는 방
법, 탐구방법, 
기능 활용을 
위한 준거, 
알고리즘, 기
법, 방법

(출처: Anderson et al., 강현석 외, 2005: 33, 76-77의 표를 재구성)

절차적 지식만을 보았을 때 과정의 지식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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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인지 과정 차원과 결합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절차적 지식은 구체적 교과나 학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에 

특수한 기능과 알고리즘, 기법과 방법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절차적 지식의 단순 기억과 이해로 수학에서 나누기, 2차 방정식 

풀기, 과학에서 실험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 

사회과에서 지도를 읽고, 문화 유품의 연대를 측정하는 과정, 

영어과에서 영어 단어를 쓰고,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이 

해당된다. 이는 산출된 최종 결과가 고정적인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교과에 특수한 기능과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은 산출된 결과가 종종 사실적 지식 또는 개념적 

지식과 같이 고정되어 있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2005: 60). 예를 

들어 도덕과에서는 삼단 논법을 위해 사용되는 지식은 논리적 추론에 

대한 알고리즘으로서 절차적 지식이다. 삼단 논법이 대전제인 도덕 

원리에서 소전제 사실 판단을 통해 도덕 판단으로서 결론에 이른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이해해야 실제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타당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반면, ‘교과에 특수한 기법과 방법에 대한 지식’은 미리 결정된 

결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기능과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과 비교할 때, 결과가 훨씬 더 개방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상황이나 정책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방법을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식은 일종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2005: 61). 만약 윤리적 문제로 

제시되지 않은 문제도 ‘윤리화’할 수 있다.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적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해 도덕적 원리나 통찰, 추론을 

적용함으로써 판단을 내리는 연습과 같이 윤리 문제로 변형해 탐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무인 경비 

장치 도입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윤리적 탐구와 

쟁점’문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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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대부분이 해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비용보다는 사람이 

우선인지, 비용 절감과 같은 경제적 이득이 중요한지 쟁점 문제로 

변형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윤리 사상은 무엇인지 토론할 

수 있다. 

교과의 특수한 과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절차적 지식은 학생들이 

절차를 사용하는 시점에 대한 지식도 포함한다. 이는 절차적 지식의 

분석, 평가에 해당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언제 적절한 절차들을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은 탐구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를 위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기법과 방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기준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실험에서 수집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통계적 절차를 거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지식”과 “수채화를 그릴 때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떤 기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지식”이 

여기에 해당된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2005: 61-62). 이와 같이 

학습자가 절차적 지식을 활용하는 시기와 이유에 대한 것을 조건적 

지식(conditional knowledge)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knowing when 

and why’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의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의 ‘knowing what’과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인 

‘knowing how’의 지식과도 구분된다. 이러한 조건적 지식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지식하고 다르다(윤택남, 2018: 140-141). 이처럼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 

단계에서 절차적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관한 

조건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절차적 지식에 대해 이해, 

적용, 분석, 평가해야 한다. 만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창안’과 같은 

인지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절차적 지식은 기계적 암기학습과 주입식 지식을 대체하고 

실천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윤리적 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전략적 



- 143 -

문제해결과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을 강화한다. 앞의 논의를 토대로  

윤리적 시민교육으로서 절차적 지식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 

제시해보겠다. 

첫째, 인지 처리 과정을 통해 이상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교사는 몇 개의 핵심 아이디어에 집중해 절차적 지식구성과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 내용을 제시하는 것에서 

학생들이 직접 해당 내용 처리 전략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지식과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는 삶과 분절된 교육 내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실제 삶의 경험과 

적용을 맥락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Anderson, 2012: 13). 이처럼 절차적 

지식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해 가장 상위 

단계인 거시적 절차(macroprocedures)를 수반한다. 여기서 ‘거시(macro)’라는 

표현은 하위 절차(subprocedures)를 조절한다는 의미로 복잡한 정신적 

절차의 과정을 의미한다(Marzano & Kendall, 강현석 외 역, 2015: 25). 

둘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기능은 지식을 습득할 때 활용되는 탐구 및 사고기능이면서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교육부, 

2017: 23). 절차적 지식은 역량에 있어 기능과 유사해 교과 내 지식과 

기능을 연계해준다. 이는 곧 교과 지식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도울 수 있다. 실천적 힘으로써 절차적 지식을 

강조하는 측면은 프레이리(F. Preire)의 변혁적 행동을 위한 문제 제기식 

교육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s)의 프락시스(praxis) 정신과도 유사하다. 

프레이리는 “교육은 언제나 프락시스 속에서 재창조된다”라고 

말한다(Freire, 남경태 외 역, 2020: 106). 여기서 ‘프락시스(praxis)’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혹은 행위를 의미한다. 그에게 실천적 지혜는 

인간적인 ‘좋음’과 잘 ‘숙고함’과 연관이 있다. 잘 숙고하는 사람은 

“인간적 행위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들 중 최선의 것을 헤아림에 

따라 적중시키는 사람(『니코마코스 윤리학』, 1141b)”을 의미한다(Aristot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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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외 역, 2007: 216). 프락시스를 교육에서 구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절차적 지식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생 주도성 신장을 이끈다. 절차적 지식은 파편적 정보나 

사실을 습득하는 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해결 

절차를 단순히 암기함은 더더욱 아니다. 무기력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앎의 과정과 산물로 입문하는 가운데서 얻게 되는 

지식이다. 결국, 절차적 지식을 통해 ‘방법과 과정에 대한 지식’을 

이해함은 물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그 절차가 상황에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으며, 이후 개선사항을 반영해 새롭게 절차를 

고안할 수도 있다. 이는 좁게는 익숙한 과제에 대한 일상적인 

수행에서부터 넓게는 친숙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어떤 지식과 방법을 

적용하고 활용할지를 학생이 창의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절차적 지식 

습득과 활용의 기회가 많이 제공될수록 학생들은 자신감과 주도성이 

신장될 수밖에 없다. 

윤리적 시민교육의 최종적 목적은 학생이 시민으로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필요한 필수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실행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절차적 지식의 형성이 윤리적 

시민성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절차적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은 다음 두 가지와 같다.

첫째,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한다. 절차적 

지식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다. 여기서 어떤 것은 

정형적이고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넓게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까지를 말한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2005: 59). 절차적 지식은 

구성주의 관점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과제를 통한 문제해결이 수업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때 주어진 과업이 

개별활동이기보다 모둠 활동이나 협동 학습처럼 팀을 이루어 협업할 수 

있는 형태가 좋다. 혼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동료와 모둠과 

함께 유의미한 상호 작용을 통해 과업을 완수할 경우 거시 절차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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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를 발휘하기 좋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에서 과업을 제시할 때, 

반복적인 단순 전략이나 알고리즘보다는 절차를 수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합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공한다. 이는 보다 유의미한 학습을 

이끌며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증진한다. 

둘째, 수업에서 논쟁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논쟁과 토론을 통해 

실질적으로 습득한 절차적 지식은 메타개념(Meta-concept)을 형성하고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높여준다. 먼저 메타개념은 본질적으로 한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여러 분야 전반에 걸쳐 있거나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개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철학에서 학생은 각 

주장의 논거를 차례로 쌓아 하나의 완성된 주장을 구성하고 다른 이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과정과 절차는 다른 분야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Fadel et al., 이미소 역, 2016: 115). 따라서 논쟁적 

이슈에 관한 토론을 제공하고 토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해당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정보 처리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정보 출처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가 어디에 속해있는지 정확히 판별한다. 

정보통의 성향을 파악하고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토론 

자료를 준비한다. 그다음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지식이 어떻게 검증되고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로써 정보와 지식은 진보한다는 열린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정보의 해석이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파하기 위한 사회 문화적 기반을 이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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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차원 

이번 절에서는 윤리적 시민교육의 역량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능은 수행력으로써 역량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자못 크다. 역량을 이루고 있는 요소로써 지식, 기능, 

가치・태도가 모두 없어서는 안 되지만, 역량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역량의 기능적 요소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지식과 

기능이 어떻게 결합해 수행과제와 함께 제시하느냐가 역량 발휘에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교과의 기능’은 ‘교과의 지식’과 함께 교과 내용을 이루는 

주요 요소이다. 그 이유는 교과의 성취기준이 보통 학생이 ‘알아야 

하는 것’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교과의 지식’이며,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교과의 기능’이다. 다만, 윤리적 시민교육에서는 시민으로서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서의 문제해결력과 공감적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사실적 지식만이 아닌 역량 

발휘에 적합한 지식과 기능이 요구된다. 먼저 맥락적 지식에서 

‘맥락적’은 상황을 고려해서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측면을 

가리킨다. 이러한 측면은 상대방과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고 유용한 

문제해결 과정을 이끈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 부합하는 절차적 

지식의 마련은 비판적 사고 및 성찰을 강화한다.

앞서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해 ‘교과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맥락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제시하였다.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맥락적 지식36)과 실제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방법적이고 절차적 지식을 

36) 맥락적 지식을 구성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맥락적 지식을 강조하는
학습관은 학습에 있어서 교사가 제공하는 지식으로 아동을 채워야 한다는 ‘빈 그
릇 모델’을 지양한다(백남진・온정덕, 2016: 108). 미국의 국가연구협의회는 ‘사람
이 어떻게 학습하는가(How People Learn)’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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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야 한다. 특히 절차적 지식은 주어진 상황에 맞는 수행을 통해 

체득되는 지식으로 교과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맥락적 지식 역시 

적용하고 응용하는 수행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는 윤리적 

시민교육으로 강조하는 지식 차원은 모두 기능과 연계해 고려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맥락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은 

지식의 구성과 문제해결의 과정을 강조하므로 교과 역량을 위한 기능과 

전략의 요소에 필수적이다. 이는 지식과 기능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교과 역량을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세 가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게 한다.

역량을 갖춘 윤리적 시민을 육성하고자 교육과정 설계에서 핵심역량

과 기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핵심역량을 최상위에 위치시키되 

역량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기능을 하향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역량에 따른 기능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윤리적 

시민역량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역량의 하위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자

세히 규명해보겠다.

1) 메타인지 기능과 문제해결 기능

앞서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이란,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문제해결 절차를 알고 주어진 문제를 메타인지적 전략을 활용해 

협력적으로 탐구하며 해결 가능한 전략을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지난 1960～2000년 동안 축척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하였다. 브랜스
포드와 그의 동료들(J. D. Bransford et al.)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
(preconception)’ 또는 초기이해는 수업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과 정보를 통합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에
잘못 이해된 부분이 없는지, 새롭게 배울 개념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스스로 파악
하게 해야 한다(Bransford et al., 신종호 외 역, 2021: 33). 또한, 학생 자신의 오
개념이 무엇인지 그것의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사례와 과제를
제공해야 한다(Bransford et al., 신종호 외 역, 202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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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기능으로 메타인지 

기능과 문제해결 기능이 필요하다. 각 기능의 세부 내용을 넣어 

제시하면 <표 4-4>와 같다. 

<표 4-4>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의 의미와 하위 요소

이중 메타인지적 기능을 먼저 살펴보려 한다. 메타인지는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과정, 결과 전 과정에 요구되는 능력으로 

문제해결의 성공 관건은 메타인지 기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다음 문제해결 기능의 세부요소와 내용을 제시해보겠다. 

(1) 메타인지 기능

메타인지 기능은 윤리적 시민이 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능력이다. 메타인지란, ‘사고를 위한 사고’로 정보처리, 

문제해결, 의사 결정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활동 중 단계와 

전략을 스스로 의식한다. 이후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준비 상태라는 전 

역량 의미
기능적

하위요소
세부 요소

메타

인지적 

문제해

결 역량

다양한 삶의 상황(맥락)에

서 문제해결 절차(지식)를 

알고 주어진 문제를 메타

인지적 전략(지식)을 활용

해 협력(태도)적으로 탐구

하며(기능) 해결 가능한 

전략을 상황(맥락)에 맞게 

적용하는(기능) 능력

ú 메타

인지기능

- 자기 인식 모니터링하기

- 학습 목표 정하기

- 문제해결 전략 선택 및 

개발하기

- 자기 조절 및 성찰하기

ú 문제

해결기능

- 문제 발견하기

- 문제 정의하기

- 문제해결 전략 탐색하기

- 전략 적용하기

- 전략의 효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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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모니터한다. 마르자노(R. J. Marzano)는 기존 블룸의 분류학이 

사고과정을 난이도만으로 위계적으로 설정함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다. 

즉 블룸의 목표 분류학에서 평가는 종합과 관련된 활동보다 더욱 

어렵고, 종합은 분석과 관련된 활동보다 더 어렵다. 마르자노는 이러한 

시도는 인간의 복잡한 정신적 처리 과정을 반영하지 못해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그는 인간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내재적인 복잡성과 친숙성의 

정도는 과제 수행에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강현석 외, 2018: 367). 따라서 

이를 분류학에 반영해 새롭게 설정하고 인간의 정신적 처리 과정을 

[그림 4-9]와 같이 제안한다.

 

자기체제 사고는 새로운 과제를 수행, 결정한다.

메타인지 체제는 목표와 전략을 결정한다.

인지체제는 관련된 정보를 처리한다.

지식

예  아니오
현재의 행동을 

계속한다.

새로운 과제

[그림 4-9] 마르자노의 정신적 처리 과정 행동 모형

(출처: 강현석 외, 2018: 367)

[그림 4-9]에서 마르자노는 메타인지와 자기체제를 분리해서 단계별로 

설명한다. 정신적 처리 과정에서 최상위에 있는 자기 체제(self-system)

란, “한 개인이 주어진 과제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개인이 그 과제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도 결정”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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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Marzano & Kendall, 강현석 외 역, 2015:  41). 그다음 메타인지 체제는 

“모든 형태의 사고 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조절”을 의미

하며(Marzano & Kendall, 강현석 외 역, 2015:  39) 자기체제에 영향을 

받아 목표와 전략을 결정한다. 자기체제의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에 대한 

높은 동기의 형성은 다음의 상황에서 존재하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10]과 같다.

1. 개개인이 지식구성 요소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2. 개개인이 그가 지식구성 요소와 관련된 능력을 학습 

또는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 역량 및 재원을 가지

고 있다고 믿는 경우

3. 개개인이 지식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지닌 경우

중요성 효능감 정서적 반응

동기

[그림 4-10] 높은 동기 형성의 상황과 동기의 측면들

(출처: Marzano & Kendall, 강현석 외 역, 2015: 43)

 

자기체제는 정신적 처리 과정(metal processing)에서 최상위에 

위치한다. 이중 ‘효능감’은 메타인지적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다. 

프라벨(J. H. Fravell)이 제시한 메타인지적 지식에서 ‘개인 변인’은 

개인이 그동안 학습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스스로 평가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읽는 것보다 듣는 방식으로 대부분을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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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내(intraindividual) 경험과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사회생활에 있어 

더 세심하다.”와 같은 개인 간(interindividual) 비교가 있다. 이밖에도 

인지에 대한 보편적 지식도 개인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같은 참여가 

요구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Fravell, 1979: 907). 마르자노 역시 효능감은 

개인이 지식을 얻기위해 필요한 능력, 자질과 구체적인 습득 기술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밝힌다(Marzano & Kendall, 강현석 외 역, 2015: 42). 

자기 동기의 요소로써 ‘정서적 반응’은 메타인지적 경험과 

유사하다. 프라벨은 메타인지적 경험은 인지적 작업 수행에서 발생하는 

의식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이라고 말한다(Fravell, 1979: 906). 누군가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느끼는 당혹감이나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같은 메타인지적 경험은 작업 

수행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메타인지적 지식을 

떠올리며 적극 활용한다(Fravell, 1979: 908). 마르자노 또한 인간 

동기에서 정서의 영향을 분명히 밝히고 지식구성 요소에 대해 정서적 

반응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Marzano & Kendall, 강현석 외 역, 

2015: 42). 아래 [그림 4-11]은 마르자노와 켄달이 제시한 

신교육목표분류학의 여섯 가지 수준이다. 

수준6: 자기체제

수준5: 메타인지 체제
    

     인지체제
수준4: 지식 활용

수준3: 분석

수준2: 이해

수준1: 인출

[그림 4-11] 신교육목표분류학의 여섯 가지 수준

(출처: Marzano & Kendall, 강현석 외 역, 20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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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려는 메타인지적 사고는 자기 조절, 자기 동기 

등 정서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엄밀히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메타인지 개념에서 ‘개인’은 중요한 

변수로 수행과정에서 메타인지적 지식, 메타인지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과제와 전략을 주도한다.37) 

또한, 메타인지는 깊은 학습(deeper learning)과 관련성이 높다. 디퍼 

러닝은 끊임없이 ‘사고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상황별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부의 비판을 적절히 수용하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한 질문을 중요시한다(Bellanca et al., 김하늬・최선영 역, 

2019: 77-78). 따라서 이러한 인지 과정은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활용하여 메타인지적 

사고기능으로 네 가지 세부요소와 연관해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표 4-5> 메타인지 기능의 세부요소와 내용

37) 이와 같이 메타인지의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스스로
자신의 신념과 지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본 논문에서는
메타인지 능력에서 마르자노와 켄달이 제시한 자기체제를 분리하지 않고 포함해
논의하려고 한다.

역량의 

구체화

세부 

요소
내용

메타

인지적

사고

기능

자기 인식 

모니터링

하기

∘ 목적 및 연관성 파악하기

-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가?

∘ 자기 효능감 검토하기

-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가?

- 내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

- 사용 가능하거나 생성해야 하는 지원은 무엇인가?

∘ 정서적 반응하기

- 나는 배울 수 있는가?

학습 

목표

∘ 목표 설정하기 

-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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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인지에서 ‘자기 조절하기’는 자신의 학습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한 지식을 쌓게 한다. 이는 자신의 학습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정하기

-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문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목표 관리하기

-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문제해결 

전략 선택 

및 

개발하기

∘ 전략 구상하기 

-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 어떻게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 어떻게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끌어낼 수 있는가?

(개인적 노력뿐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 차원 등의 

다양한 전략 구상)

- 어떻게 이 문제를 새롭고 발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

- 어떻게 분석하면 이 문제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 데이터 소스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전략 선택하기

- 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전략은 무엇인가?

∘ 전략 개발하기

- 이 문제를 구성요소에 따라 나누고, 각 단계를 완벽

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가?

자기 

조절

및 

성찰하기

∘ 자기 조절하기  

- 이번 과정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

- 성공을 모니터하고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 다음 수행

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성찰하기

- 전략을 선택하면서 어떤 기준을 염두에 두었는가?

- 나의 신념, 가치관, 목표의식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나의 프로세스를 막거나 강화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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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주고 적절한 시기에 계획을 세우고 성공을 모니터하고 실수를 

교정하게 한다. 자기 조절은 성찰하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학생들에게 

있어 자기 조절은 이른 시기에도 출현할 수 있지만, 반추와 같은 성찰 

능력은 상당히 늦게 발달한다(Bransford et al., 신종호 외 역, 2021: 155). 

이는 자기 조절과 성찰은 점진적으로 발달하며 많은 경험과 지식에 

의존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달성하기 쉽지 않은 

영역임은 분명하지만, 전략적인 노력을 통해 점차 정교화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Brown et al., 1983; Bransford et al., 신종호 외 역, 

2021: 156에서 재인용).

(2) 문제해결 기능

문제해결은 학생이 이전에 성취할 수 없었던 목표를 성취하게 

한다는 면에서 유의미한 학습(meaningful learning)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문제 제시와 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 

이야기할 수 있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역, 2005: 74). 

문제 제시의 측면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도달해야 하는 목표로서의 

‘문제’가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따라 문제해결의 방법이 달라지고 

고차원적 사고 활용을 결정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있는데 

과제의 친숙성 여부와 과제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다르다. 학생에게 

친숙한 정도에 따라 학생들이 접근하는 문제해결 적용 방식이 단순 

집행하기인지, 고차원적 실행하기인지 결정된다. 학생들이 친숙한 

과업에 당면하면 일상적인 절차를 집행한다. 익숙한 상황에서 집행하기 

또는 시행하기는 절차적 지식38)에서 교과의 기능과 알고리즘 지식과 

관련이 깊고 사전에 정해진 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수학의 

38) 앞에서 절차적 지식은 완전히 틀에 박힌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새로운 문제를 해
결하는 일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역, 2005: 59).



- 155 -

경우 나눗셈과 같은 연산을 하거나 과학에서 공식을 활용해 변인들의 

값을 계산한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역, 2005: 88-89). 도덕과의 

경우라면 삼단 논법 추론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거나,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할 교환 검사, 보편화 적용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반면 친숙하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인지 

과정이 요구된다. 우선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인데, 연습이 덜 되어있어 

친숙하지 않은 과제인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열린 개방적 과제이기 

때문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선별과 문제에 대한 이해 과정을 

거친 다음 어떤 절차를 선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탐색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방적 과제일수록 그 어떤 절차도 그 문제에 완전할 

정도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절차상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법과 방법을 활용해 창안해야 한다. 이렇듯 상황에 맞는 

‘실행하기’와 같은 적용 방식은 절차적 지식에서 교과의 특수한 

기법과 방법의 활용과 밀접하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역, 2005: 89). 

과제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열린 문제와 닫힌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열린 문제는 비구조화된 문제(unstructured problems)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존재하거나 답에 이를 경로가 여러 가지이며 답이 알려지지 

않은 진정한 질문들(Brookhart, 장혜원 외 역, 2018: 17)”로 실제 문제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는 고차원적 사고가 필요한 비정형화된 문제로 

해결전략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구조화된 문제(structured 

problems)는 하나의 정답이 있으며 해결전략은 매우 제한적이고 개념을 

이해하고 블룸의 용어로 적용(Apply-Level)하는 데는 좋은 문제이지만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몇 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행력과 해결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Brookhart, 장혜원 외 역, 2018: 133-134). 

이와 같은 논의를 도덕과의 경우로 대입해 생각해보자면, 토론 

과제의 경우 대표적인 비구조화된 문제에 해당한다. 고정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토론이라는 활동에 잘 참여하기 위해 고도의 수업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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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토론에 앞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 사전 입론서 

작성 방법을 알려준다. 입론서 작성하기와 토론하기 이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성찰 글쓰기를 작성하는 과제를 루브릭 평가 기준과 함께 

제시한다. 이는 교사가 수업 설계에서 과제 수행 내용을 사전에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구조화된 문제에 해당된다. 이것은 학생들의 

수행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학생들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12]와 같다. 

과제의 친숙성

과제의 구조화

높은 친숙성

구조화된 문제
교사에 의해 

결정된 문제 

낮은 친숙성
고정형 문제

개방형 문제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

개방형 문제

고정형 문제

학생이 결정하는 

열린 문제

   

 [그림 4-12] 다양한 종류의 문제

브랜스포드와 스타인(J. D. Bransford & B. S. Stein, 1984)은 

문제해결을 위한 5단계로 ‘이상적 문제 해결가(IDEAL Problem 

Solver)’를 제시한다. ‘IDEAL’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문제해결에 관한 

간단하면서도 강력함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문제해결의 상이한 구성 

요소 또는 문제해결의 각기 다른 부분을 IDEAL 각 글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이다(Bransford & Stein, 김신주 역, 1993: 31-32).  

각 글자의 의미는 [그림 4-13]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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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브랜스포드와 스타인의 문제해결 과정

(출처: Bransford & Stein, 김신주 역, 1993: 32)

보통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거나 찾는 활동보다는 문제 해결책을 

더욱 강조한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를 발견하는 것(I: Identify)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면 

문제해결 과정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BIC 볼펜의 창업자인 두 형제는 

교정원이었는데 그 당시 만년필로 교정하는 작업이 시간 소모가 많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볼펜을 발명했다. 항상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개선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문제를 인식하거나 

발견하는 데 실패하기 마련이다(Bransford & Stein, 김신주 역, 1993: 

33-34). 문제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첫 번째 단계로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문제와 관련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학습이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어떤 정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왜 그 정보를 사용하는지를 명시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을 확인하는 것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검증하며 관련 

없는 정보를 제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과정이 누락되면 정보가 

부적절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Brookhart, 장혜원 외 역, 

2018: 138). 

그다음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D: Define)이다. 보통 문제가 

I = Identify(문제를 발견하고 확인하기)

D = Define(문제를 정의하고 표상하기)

E = Explore(가능한 전략을 탐색하기)

A = Act(전략을 실행하기)

L = Look(전략효과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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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을 무엇으로 

정의하는지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원인이 

동맥경화로 인한 것인지, 일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주의 깊게 

정의함으로써 치료방법도 결정된다(Bransford & Stein, 김신주 역, 1993: 

38).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문제 정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능숙한 문제 해결가들은 외적 표현을 창안해 정보에 

접근한다. 예를 들어 복잡한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그래프나 

벤다이어그램 등으로 기억을 외면화시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한다(Bransford & Stein, 김신주 역, 1993: 41-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략탐색(E: Explore)은 문제를 하위 

부분으로 쪼개보거나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문제를 단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해 특수한 상황으로 바꾸어 생각한다. 또한, 학문적인 

개념들을 이용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보도록 한다(Bransford & 

Stein, 김신주 역, 1993: 47). 심리학을 이용해 행복의 방안을 고안하거나, 

윤리학 주요 이론을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내용 지식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 공원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는 전략을 활용한다고 해보자. 이때 학생들은 민간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방법을 조사하고 이밖에도 

다양한 정부 관련 내용을 알아야 한다. 이뿐 아니라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건을 확인하게도 할 수 있다(Brookhart, 장혜원 외 역, 2018: 141-142). 

이렇듯 여러 가지 해결책과 전략을 실행함(A: Act)으로써 자연스럽게 

철저한 내용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물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시한 해결책이 과연 적합한지를 이유를 통해 알아본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어떤 것이 결과적으로 안 좋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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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L: Look)해 보도록 한다(Brookhart, 장혜원 외 역, 2018: 143). 이를 

정리하여 문제해결 기능으로써 네 가지 세부요소와 연관해 내용을 

정리하면 <표 4-6>과 같다. 

<표 4-6> 문제해결 기능의 세부요소와 내용

역량의 

구체화
세부요소 내용

문제

해결

기능

문제 

발견하기

(Identify)

∘ 문제를 확인하기

-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 문제 상황이나 논제를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가?

∘ 문제를 식별하기(집중하기)

- 문제와 관련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문제 

정의하기

(Define)

∘ 문제의 원인 분석하기

-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 문제를 명료하게 정의하기

- 문제를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 문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 문제를 그림이나 그래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문제해결 

전략탐색 

하기

(Explore)

∘ 문제를 하위 부분으로 분석하기

-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는가?

∘ 여러 가지 해결전략 제시하기(메타인지적 차원)

-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해결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가?

- 인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해결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가?(디자인 사고)39)

∘ 해결전략을 평가하기

- 어떤 해결전략이 문제 상황에 적합한가?

- 해결방법의 이유에 대한 추론이 명확한 것인가?

문제해결

전략실행

(Act) 및 

평가하기(L)

∘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기

- 내가 사용한 정보 출처는 편향되지 않고 신뢰할만한가?

- 과제 수행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

- 앞으로 더 필요한 추가 정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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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문제해결 기능의 단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전략이 비슷한 문제와 우리 주변의 삶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후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로써 유의미한 학습40) 차원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과제에 유추적 상황 사례를 제시하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비구조화된 열린 과제에서 학생 스스로 규정한 새로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상황과 맥락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는 곧 윤리적 시민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문제해결을 위한 

고차원적 사고능력이자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능력이다. 

2) 공감 기능과 의사소통 기능

‘공감’과 ‘의사소통’은 중첩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의 시작으로 공감적 

경청이 요구된다.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을 기능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2장에서 밝힌 공감과 의사소통의 하위 요소를 

재탐색하겠다. 이를 위해 긍정적 상호 작용과 휴머니티 감성 능력을 

높이는 공감 기능을 살펴본 뒤, 다음으로 의견 전달과 갈등 조정과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기능의 세부요소와 내용을 제시해보겠다. 공감적 

39) 림랭은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공감 능력을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한다고 주
장한다. 세계 유명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으로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를 가르치고 있다(Lim-Lange & Lim-Lange, 박선
령 역, 2020: 149). 이는 인간 중심적 접근과 메타인지적 기능을 접목해야 함을
함의한다. 해결전략을 모색할 때 반드시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공감 능력을 활용
할 수 있는 기제를 수업 설계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인권에 대한 감수
성을 학생들에게 삶의 나침반처럼 제공해야 한다. 늘 목표나 가치관에 일치하는
삶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 과정을 메타인지 차원에
서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40) 유의미한 학습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해 지식을 전이하는 과정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맥락적 지식이자 절차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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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역량을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표 4-7>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의 의미와 하위 요소

(1) 공감 기능

많은 학자들이 공감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나눠 설명하나 

어디까지나 편의적 구분이지 공감을 발휘할 때는 각 요소가 

다차원적으로 작용한다. 즉 공감은 단일 차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 차원의 개념이다(Feshbach, 1975; Davis, 1980, 1983, 

Barret-Lennard, 1981; Baron-Cohen & Wheelwright, 2004; 박성희, 

2004).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분류하는 

능력이며, 정서적 요소는 동일 감정이 전염(contagion)되고 

공명(resonance)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령 우는 사람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거나 권투 경기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금니를 물거나 주먹을 꽉 

움켜지는 것은 정서 감염 현상의 증거이다(박성희, 2004: 53-54). 이러한 

공감 능력은 충분히 학습 가능하고 잘 배우고 연습하면 엄청난 힘을 

역량 의미
기능적

하위 요소
세부 내용

공감적 

의사

소통 

역량

협력 및 갈등 상황(맥락)

에서 의사소통 절차(지식)

에 따라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태도)하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

로 전달(기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태도)하며 갈등을 조정

(기능)하는 능력 

ú 공감

기능

- 타인의 감정 인지하기

- 관점 채택하기

- 타인에 대한 감정 이입

하기

ú 의사소통 

기능

- 경청 및 수용하기

- 전달 및 표현하기

- 비판 및 갈등 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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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한다. 보통 공감에서 10퍼센트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나머지 90퍼센트는 후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Lim-Lange & 

Lim-Lange, 박선령 역, 2020: 157). 

데이비스는 공감의 네 가지 요소로 상상하기, 관점 취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을 제시한다(Davis, 1980, 1983). 그는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인지적 요소로 ‘역할 채택’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상상’하고 공감적으로 ‘관심’을 취하며 

상황에 따라 부정적 감정에 함께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공감의 과정을 대화자 사이의 심리적 흐름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바렛-레너드의 공감 순환 모형이다(Barret-Lennard, 

1980, 1981). 이 모형은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 측면이 

종합적으로 드러난다. 1단계는 ‘공감적 상황’으로 청자가 화자에게 

집중하고, 2단계는 ‘공감적 공명’으로 화자의 경험을 청자는 생생하게 

함께 느낀다. 3단계는 ‘표현된 공감’으로 청자가 화자의 경험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의사소통적으로 표현하고 4단계는 ‘지각된 공감’으로 

화자는 청자가 이해한 정도에 대해 충분히 응답과 피드백을 해준다. 

5단계는 ‘새로운 표현 및 공명’으로 화자는 청자에게 자기표현을 

계속하거나 재개하며 다시 1단계로 돌아간다. 

이밖에도 공감을 위한 다섯 가지 요소로 ‘몸짓언어, 공감적 경청, 

감정 인식, 언어 반응, 행동 반응’이 있다(C. Lim-Lange & G. 

Lim-Lange, 박선령 역, 2020: 164-172).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기 위한 

시작단계로 몸짓언어와 공감적 경청41)이 중요하다. 리스와 네포렌트는 

41) 공감적 경청은 ‘듣는 척하기’, ‘선택적 청취’, ‘집중적 경청’보다도 상위에 있는 가
장 수준 높은 듣기의 단계이다. ‘듣는 척하기’는 누군가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
지만 사실 마음은 딴 곳에 있다. ‘선택적 청취’는 특정 소재가 들릴 때만 귀를 기
울이고 일부분만 듣는다. 심지어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이 대화를 이끈
다. ‘집중적 경청’은 ‘선택적 청취’와 달리 중간에 말을 끊는 행위를 하지는 않지
만, 여전히 자신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경우로 공감에 해당하
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공감적 경청’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
는 것으로 표면적 단어 이상의 의미를 감지하고 대화 이면에 숨겨진 참뜻을 발견
한다. 상대방의 준거 틀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집중한다(Covey, 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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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을 의미하는 영어 ‘EMPATHY'에서 머리말을 따와 공감을 위한 

일곱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눈 맞춤(Eye Contact)', ‘표정 

근육(Muscles of Facial expression)', ‘자세(Posture)', ‘객관적으로 감정 

읽기(Affect)', ‘어조(Tone of Voice)', ‘사람 전체에 귀 

기울이기(Hearing the Whole Person)', ‘당신의 반응(Your 

Response)'이다(Riess & Neporent, 김은지 역, 2019: 72-90). 이중 ‘눈 

맞춤, 표정 근육, 자세’는 몸짓언어에 속하며 공감적 의사소통 과정을 

원만하게 이끈다. ‘사람 전체에 대한 귀 기울이기’는 공감적 경청에 

해당한다. ‘객관적 감정 읽기’는 감정 인식, ‘어조’는 언어 반응, 

‘당신의 반응’은 적절한 공감적 행동 반응에 속한다. 위의 논의를 

정리해 도식화하면 [그림 4-14]와 같다.

[그림 4-14] 공감의 구성 요소

역, 2010: 341-342).

공감

순환모형

(Barret-Lennard, 1980)

공감의 

네 요소

(Davis, 1980)

공감 

레시피

(Lim-Lang, 2019)

EMPATHY 

기술

(Riess, 2019)

공감적 상황 - 상상하기 - 몸짓언어 -

눈 맞춤(E)
표정 근육(M)

자세(P)
어조(T)

공감적 공명 - 공감적 관심 -
공감적 

경청
-

사람 전체에 

귀 기울이기(H)

표현된 공감 - 관점 바꾸기 - 감정 인식 -
객관적으로

감정 읽기(A)

지각된 공감 - 개인적 고통 -
언어 반응

행동 반응
-

당신의 

반응(Y)

새로운 표현 및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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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공감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방적인 태도로 

상대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공감적 경청을 보여준다. 이때 몸짓언어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요청된다. 그다음 역할 교환이나 관점 채택과 

같은 인지적 추론 과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탐색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기 위해 이해한 바를 

언어로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공감적 감정이입을 보여주되, 상대방의 감정에 

지나치게 휩쓸려 객관적 태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4-8>과 같다.

<표 4-8> 공감 기능의 세부요소와 내용

역량의 

구체화
세부요소 내용

공감

기능

타인의 

감정 

인지하기

∘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 상대방에게 눈을 맞추고 있는가?

-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 공감적으로 경청하기(상상하기)

- 대화 이면에 숨겨진 참뜻을 찾아낼 수 있는가?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있는가?

관점 

채택하기

∘ 역할 교환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 추론하기

- 상대방의 관점을 채택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의 입장에서 추론할 수 있는가?

감정이입

하기

∘ 감정 인식하기

-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 타인의 감정에 대해 언어 반응하기

- 상대방 감정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 

- 상대방 감정과 합치되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

- 어조와 얼굴 표정을 조절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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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기능에서 타인의 감정에 대해 언어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공감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얼마나 상대방의 감정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며 경청하는지에 따라 대화의 질이 달라진다. 지각된 공감에 관한 

적절한 표현은 의사소통의 전달요소와 밀접하다. 또한, 의사소통의 

시작이 공감적 경청이라고 볼 때, 공감과 의사소통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하겠다. 

(2) 의사소통 기능

인간에게 대화와 의사소통은 존재 이유이자 본질이다. 이러한 

관점은 소크라테스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와 담론이 진리 추구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파이드로스』에서 대화를 통해 나눈 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지켜줄 수 있는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다양한 토양으로 옮겨가 다른 

씨앗이 자라나는 토대가 된다고 본다. 이로써 인간은 최대한 행복을 

누린다(Plato, 천병희 역, 2013: 126-127). 고대 그리스 철학가가 강조한 

대화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이 윤리적 시민교육에 중요한 토대이다. 

앞서 의사소통을 범주, 행위의 목적, 행위자의 기준으로 

세분화하였다. 행위의 목적 차원에서 ‘수용과 이해’를 위한 

의사소통과 ‘전달과 표현’을 위한 의사소통, ‘비판과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 있다. 의사소통이 단순한 메시지 전달에서 

벗어나 윤리적 시민으로서의 역량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수용과 

이해’를 위한 의사소통의 과정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이후 직접 만나 소통할 

기회가 줄어들고, 디지털 문명으로 인해 모든 것을 디지털 공간에서 

해결함에 따라 의사소통이 점차 단순해지고 있다. 또한, 정치와 경제를 

구성하는 사회 공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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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은 물론 광장에서조차도 편 가르기로 인한 소통의 부재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을 

선별할 수 있는 미디어 공간이 늘어나 시민들 사이에서 ‘흑백 사고’와 

‘선형적 사고’가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논리보다는 감정적 대응을 양산한다. 이로써 

내 편과 저쪽 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적대적으로 돌변하고 심지어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시민들 사이에서 공고해지는 흑백 사고와 선형적 사고는 윤리적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비판적 사고와 전략적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 

흑백 사고는 특정 규칙에 의문을 품거나 그 규칙이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는 

부재한다. 또한, 선형적 사고는 단계별 진행 과정을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사고의 과정을 단순화하고 여러 가지 대안 탐색을 무력화한다. 

현실 세계는 여러 가지 전략을 동시에 시도해야 하고 이 전략이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해야 하므로 흑백 사고와 선형적 사고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Lim-Lange & Lim-Lange, 박선령 역, 2020: 

179-182). 앞으로 전개될 사회는 창의적이고 비선형적 문제해결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이다.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집단지성 속에서 

창의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기반이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펼쳐질 

미래 사회는 하나의 해결방법이 완벽하게 옳거나 완전히 그를 수 없다. 

그 이유는 고정된 정답만이 존재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들과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기회는 학교 현장에서 더욱 늘어나야 한다. 

민주주의나 인권과 같은 추상적인 규범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첨예한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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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생각을 구성해야 한다. 학생들은 서로의 

생각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나누고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수용과 전달, 조정과 같은 의사소통을 경험한다. 이를테면,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논쟁적 토론과 학생 주도적 탐구를 통해 사고하고 

추론하는 경험을 한다.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논리적 정합성에 근거한 

비판을 주고받고 서로 민주적으로 수용할 만한 합의를 이끄는 조정을 

거친다. 그 결과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이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가 발달하고 관련 없는 것들끼리 연결하며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 이러한 기회는 

교사와 학생 간의 질문과 수평적 대화를 증진하고, 학생과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가져온다. 이로써 긴밀한 의사소통의 경험은 대인 

관계의 질을 높여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의사소통 기능으로 정리하면 <표 4-9>와 같다. 

<표 4-9> 의사소통 기능의 세부요소와 내용

역량의 

구체화
세부요소 내용

의사

소통

기능

경청 및 

수용하기

∘ 경청하기

-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몸짓 언어(눈 맞춤, 적절한 

얼굴 표정, 고개 끄덕임)과 함께 들을 수 있는가?

∘ 이해하기

- 상대방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위한 표현(맞장구, 

질문, 바꿔 말하기)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듣는가?

-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한 의도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가?

전달 및 

표현하기

∘ 의견을 전달하기

- 자신의 의견을 핵심적으로 전달하는가? 

- 전달하는 내용을 읽지 않고 자연스러운 시선과 

제스처와 함께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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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은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닌 고차원적 인지 능력과 정서적

으로 세심한 감수성이 요구된다. 우선 공감적 경청이 가능하기 위해 상

대방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개방적인 태도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소통이 단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기 때문에 자신과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 생각

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도 과하게 흥분하지 않고 감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자기 인식 및 조절 능력도 필요하다. 또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을 점검하는 비판적 사고는 필수적이다. 결국, 의사

소통 기능은 비판적 사고와 성찰이 끊임없이 수반됨을 알 수 있다. 

-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는가?

∘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 상황에 맞는 의견 전달을 위해 목소리(속도, 어조,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가?

- 전달하는 내용을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면 쉬운 표현

으로 바꾸어 재설명할 수 있는가?

비판 및 

갈등 

조정하기

∘ 상대방의 의견 점검하기

- 나와 다른 의견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 상대방을 설득하기

-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표현과 함께 논리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 구체적인 사례와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가?

∘ 갈등 조정하기

- 갈등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중립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가?

- 양측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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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판적 사고기능과 성찰적 사고기능

윤리적 시민은 비판적 사고에 입각해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하고 무엇이 옳은지 탐색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적 

사고과정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을 구체적인 

기능으로 재조직해 비판적 사고기능과 성찰적 사고기능으로 나눠 

살펴보겠다.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의 의미와 하위 요소를 도출하면 

<표 4-13>과 같다. 

 

<표 4-10>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의 의미와 하위 요소

42) 학생들의 비판적 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연설, 광고, 또는 기타 정보

와 함께 판단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적 판단을 위해 정보 출처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정보에 담긴 암시적인 가정을 파악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비유나 과장과 같은 수사적 기법의 사용을 구별해야 한다(Brookhart, 장혜원

외 역, 2018: 115).

역량 의미
기능적

하위 요소
세부 내용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자신을 둘러싼 타인, 사회

공동체의 상황(맥락)에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지식)

에 대해 논리적 추론 절차

(지식)에 맞게 비판적으로 

탐구(기능)하고, 개방(태도)

적으로 문제해결 및 자기 

조절(태도)을 위해 성찰

(기능)하는 능력

ú 비판적 

사고기능

- 의도적으로 질문하기

- 분석적으로 탐구하기

- 윤리적으로 비평하기42)

ú 성찰적 

사고기능

- 창안하기

- 사고 및 과정을 수정하기

  (자기 조절 및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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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판적 사고기능

비판적 사고란 적절한 논증을 바탕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평가하는 능동적 과정이다. 듀이의 경우 비판은 진지한 고찰인 

것은 맞지만 반드시 공식적인 논저, 논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몰두하는 순간에는 언제라도 

일어난다고 밝힌다(Dewey, 1958: 400). 자료에 내포된 암묵적 의미를 

고찰하는 지혜와 판단 능력은 이전부터 강조된 중요한 기술이지만, 

온라인에서 디지털 정보가 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도덕과 시민교육에서 가치의 다양성과 관점의 이면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진정한 삶의 기술’을 

지향해야 한다(Brookhart, 장혜원 외 역, 2018: 16). 이를 위해 자신이 

보고 듣고 시도하고 평가하고 제안하는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해야 하고(Noddings & Brooks, 정창우・김윤경 역, 2018: 90), ‘사고에 

관한 사고’와 같은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통해 다양한 견해들을 

왜곡하지 않고 평가해야 한다(Lipman, 박진환 역, 2005: 90). 즉 비판적 

사고는 해석, 분석, 평가 그리고 판단에 내포된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purposeful)이고 자기 조절적(self-regulatory) 

판단이다(Abrami et al., 2015: 275). 종합해보면, 비판적 사고는 어떤 

사건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해하며, 그 과정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지를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는 높은 차원의 사고과정이다. 

그다음 무엇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지와 그와 같은 선택이 과연 가치 

있는지 심사숙고하기 위해 분석,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윤리적 판단과 

밀접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판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와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표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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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사고의 요소

일상적 사고 비판적 사고

추측 ➡ 판단

선호 ➡ 가치평가

가정 ➡ 정당화

관련짓기/목록화 ➡ 분류하기

채택 ➡ 가설 설정

판단 ➡ 분석

귀납 추론(inferring) ➡ 추론

(출처: Fisher, 노희정 역, 2011: 64)

대체로 일상적 사고에서 행해지는 추측, 선호, 가정 등이 비판적 사고

에 있어서 사고에 관한 사고과정으로 재생산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왜 추측을 하는지, 선호의 의미는 무엇인지, 어떻게 가정이 정당화되는

지를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비판적 사고를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기능화

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사고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문제를 독창적으로 잘 파악해야 한다.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감춰진 부분을 잘 포착해 낸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제껏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되지 않은 것까지도 정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까지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식은 위대한 발견을 낳는다(Polanyi, 김정래 역, 2015: 

50-51). 감춰진 부분을 들춰낸다는 것은 의도적인 문제 제기와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은 프레이리(P. Freire)의 ‘문제 제기식 교육’에 대한 

입장과 흡사하다. 그는 “참된 사고란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사고”라고 

밝힌다. 이러한 사고는 상호 간의 의사소통으로 생겨나며 세계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발생할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은 

‘은행 저금식 교육’ 방식으로 이러한 과정이 전무하다. 은행 저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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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비판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문제와 문제, 쟁점과 쟁점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일체의 교육 실험에 본능적으로 반대한다. 

프레이리는 그것의 대안으로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기 위한 ‘문제 

제기식 교육’을 강조한다. 여기서 비판적 의식은 학생들이 변혁자로서 

세계 속에 개입해야만 얻을 수 있다(Freire, 남경태 외 역, 2020: 92-96). 

이를 위해 학생들은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사고의 대상으로 보고 이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또한, 인간이 변화 

과정 속에 있다고 판단하고 창조성을 토대로 현실에 대한 참된 성찰과 

행동을 자극한다. 이와 같이 프레이리가 보기에 인간의 소명은 탐구 

정신과 창조적 변화를 수용해 참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Freire, 남경태 

외 역, 2020: 104-105).  

둘째, 비판적 사고는 분석을 위한 인지 과정에서 요구된다.43) 분석에서 

‘구별하기’ 기능은 ‘정보 및 아이디어를 식별하고 명료화’한다. 

명료화는 적절한 정보와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식별한다. 또한, 큰 맥락을 활용해 드러나지 않은 

내용까지도 파악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사건을 이해함을 넘어 

구조적으로 부분과 전체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다음 분석에서 ‘조직하기’ 기능은 상황의 요인을 

확인하고 그것이 어떤 구조 속에 놓여있는지를 인식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료 해석 방법을 사용한다. 개요, 표, 매트릭스나 위계도는 각종 

자료에 구조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에서 ‘귀속하기’는 

내용에 들어 있는 관점, 편견, 가치나 의도를 확인할 때 일어나는 해체 

43) 제기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서 앤더슨과 그의 동료들(Anderson

et al., 2001)이 제시한 분석하기의 분류를 참고했다. 그들은 주어진 상황과 정보

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자료를 구성 부분으로 나누고 그 부분들이 상호 간에 그

리고 전체 구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위해 ‘구별하기’와

‘조직하기’, ‘귀속하기’와 같은 인지 과정을 제시한다. 결국, 분석은 이해의 확장

이자 평가와 창안하기의 전제로서 간주하는 중요한 학습 과정으로 간주된다

(Anderson et al., 강현석 외, 2005: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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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다. 학생들은 주어진 자료에 대한 저자의 의도를 판단하고 제시된 

자료의 기반을 분석한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2005: 92-94). 

이를테면, 도덕과에서 논쟁적인 주제를 다룬 글에 나타난 저자의 관점을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분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자료에 대한 

찬반 근거를 구조화한 뒤, 자기 생각이 어디에 속하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44)  

셋째, 비판적 사고는 무엇을 해야만 하고 그것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비평의 과정이다. 올바른 가치를 고민하고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해 적용하며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윤리적 

판단 및 결정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효과적이고 일관적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령 이 정도면 양적으로 충분한 것인지, 

질적으로 양호한 것인지 점검하거나, 내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외적 준거를 토대로 한 판단은 타당한지와 같은 인지 과정이 

포함된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2005: 95). 듀이에 따르면, 비판적인 

감상과 감성적으로 다정하게 정서화된 비판은 성숙하고 건전한 경험에서 

발생한다. 비판은 반드시 지성적 요소들을 확대한 심오한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 사리분별과 판단을 결여하고 있으면 비판은 매우 자의적일 

수 있다(Dewey, 1958: 401).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는 비판적 사고기능은 

논리와 절차에 대한 종합과 평가하기를 요청한다. 위의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표 4-12>과 같다.

44) 가치분석모형에서 가치문제의 확인 및 명료화 단계와 유사하다(정창우 외, 202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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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비판적 사고기능의 세부요소와 내용

역량의 

구체화
세부요소 내용

비판적 

사고

기능

의도적으로 

질문하기

∘ 문제 제기하기

- 주어진 이슈에 대해 의도적으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가?

- 정보와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분석적으로 

탐구하기

∘ 정보 및 아이디어를 식별하고 명료화하기

-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는가?

- 결론과 근거를 연결할 수 있는가?

-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가?

-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논의에 내포된 암묵적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

∘ 정보처리를 위해 조직하고 귀속하기

- 정보의 구조화를 위해 개요, 표, 매트릭스, 위계도를 

만들 수 있는가?

- 아이디어가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 주어진 글의 저자가 어느 쪽의 입장이나 관점을 취했

는지 파악(귀속)할 수 있는가?

윤리적으로 

비평하기 

∘ 가치 결정하기

-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 논리와 절차를 평가하기

- 자신의 논리와 절차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가?

- 한 가지의 관념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는가?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것은 자기 성찰 또는 메타인지 사고를 

개발함과 긴밀히 연결된다. 그 이유는 비판적 사고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물에 대한 의식적인 주의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행위와 생각에 

대해 자기 스스로 되돌아보고 공유하며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전 과정이 



- 175 -

성찰적 사고와 연결된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윤리적 시민으로서 미래 

가치의 방향성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이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2) 성찰적 사고기능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는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지향하고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성찰적 사고와 연결될 때, 학생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게 한다. 보통 ‘성찰(省察, Reflection)’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이라는 

의미이다.45) 이와 유사한 통찰(洞察)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을 뜻한다. 성찰과 통찰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탐구를 통해 감추어진 내면까지 

심사숙고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성찰의 경우 

그 대상이 사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포함한다는 

면에서 통찰보다 외연이 넓다. 

성찰을 의미하는‘reflect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대개 ‘반성(反省)’으로도 

번역되는데, 반성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봄”을 의미한다.46) 이러한 반성은 주로 자신의 

내면에 대해 돌아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물이나 현상 탐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한다는 의미를 담아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 성찰적 사고는 

소극적 자기반성만이 아닌, 듀이의 탐구적 자세로써 성찰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를 포함해 논의하고자 한다.47) 그 이유는 성찰적 

4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4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47) 주석 20)를 통해 듀이의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사고는 과학적이고 실증주의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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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세심하게 숙고하는 것(Dewey, 정회욱 역, 

2011: 9)으로 정의하며, 탐구하는 자세와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가치를 주입하는 기계론적 교육모델과는 전혀 다른 

구성주의적이고 숙고적인 접근이다. 학생 스스로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탐구 과정은 끊임없는 

성찰적 사고과정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내놓은 

문제해결 과정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편향된 사고와 왜곡된 정보는 

없었는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성찰적 사고를 “대상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는 일련의 사고 행위”로써 세계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정향(定向)하는 의식 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최홍원, 

2008: 21-22). 성찰적 사고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행위로 보는 측면은 본 연구의 관점과 유사하나 성찰의 궁극적 목적을 

‘자기 이해’라는 내재적 측면만을 부각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난다. 

이는 성찰에서 역동적 변화를 위한 ‘자기 조절(self-control)’의 요소를 

이끌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성찰적 사고는 새로운 관점을 찾는 숙고적 

‘탐구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기준이나 지식으로 자기를 

반성적으로 ‘조절’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성찰적 사고를 두 가지 

차원으로 총체적으로 포함해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성찰적 사고’는 문제해결을 위해 숙고하고 탐색하는 

가운데 발견되는 새로운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고만이 아닌 구체적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과 평가를 해내는 질성적 사고가 통

합된 사고임을 밝혔다. 한편 그에게 성찰적 사고는 불완전한 지식의 영역을 조

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념의 근거와 결론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딜레마를 직면한다. 이로 인해 혼란스러

움과 불확실함을 느끼고 성찰적 사고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탐구하는 사람은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추론을 통한 이유와 원인을 분석한다. 듀이

에게 있어 일상적 사고(routine thinking)는 동일한 답을 내놓는 것이지만, 성찰

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는 학생 스스로 새로운 답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Fisher, 노희정 역, 201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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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이를 통해 성찰적 사고에서는 대상에 대한 창의적‘탐구’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조절’이 사고과정의 중심축임을 알 수 

있다. 성찰적 사고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찰적 사고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직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게 한다. 윤리적 시민은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떠한 학습 경험의 과정을 제공할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많은 교육 내용을 강의식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지 못하며 성찰적 사고 형성을 저해한다. 그 이유는 성찰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성찰할 만한 경험들이 풍부하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에서 지식을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인지 과정만을 

연습하는 것은 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듀이(J. Dewey)는 교육에 

있어서 ‘가소성’을 강조한다. 가소성은 “이전의 경험 요소를 잘 

명심하였다가 나중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능력”이다(Dewey, 

이홍우 역, 2018: 99). 이는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과업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로써 학생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문제 상황에 맞게 융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수업에서의 경험이 배움으로 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 수행과정과 

내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의 질적 변화는 곧 학생의 

성장을 이끌고 윤리적 시민으로서 역량을 길러준다. 

한편,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성찰적 사고를 이끄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 활동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패턴이나 구조를 가진 새로운 결과를 만드는 탐구 과제를 제시한다. 

이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이전 학습 경험을 조정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유발한다. 기존의 지식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지식의 내용을 규정하고 확장하는 과제는 성찰적 사고를 

자극한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배웠던 ‘사회 정의’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대해 성찰하는 모둠별 과제를 제시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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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인권’과 ‘책임의식’을 토대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계획과 

수행과정을 나눈다. 학생들이 과제를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고려하는 발산적 상황은 성찰적 사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식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이후 생성된 지식을 자신이 속한 구성원과 자발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문제해결 전반에서 새로운 관점을 창안하는 성찰적 

사고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추상적 개념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경험을 갖게 한다. 이러한 성찰적 사고가 

없다면 학생들은 새롭게 배우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것들을 새로운 

상황에 계속 이어나가기가 어렵다(Westberg & Jason, 방재범 역, 2015: 

7-9).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동서양의 윤리 사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탐구 과제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학교과제를 위한 표절행위’를 문제 상황으로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을 활용할 수 있다. 

이로써 정직이라는 미덕이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새롭게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듀이의 경험 중심 교육과 실용주의 

철학을 토대로 지금 사회의 입시 위주의 교육 방식을 성찰할 수 있다. 

이렇듯 성찰적 사고는 기존에 배운 지식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결합하여 다양한 해법을 생성할 수 있다. 

윤리적 차원의 성찰적 사고는 심사숙고를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이를 실천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실천은 우리 

주변의 현상이나 이면에 담겨 있는 가치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으로 

역부족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그것은 정말 그런가?’라는 숙고적 

질문으로 이어질 때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지고 더 높은 가치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이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할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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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라는 질문의 과정들은 인식의 단계에서 비로소 행동의 단계로 

넘어가게 한다(정영기, 2020: 326-327). 

둘째, 성찰적 사고는 자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통한 자기 인식 및 

조절의 과정이다. 문제해결과 탐구 과정에 대한 성찰적 사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적 사고는 자기 성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된다. 즉 

탐구의 자세로써만 성찰적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평가 및 

수정을 위한 성찰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자기 조절은 자기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더 나은 방향으로 자신을 수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자기 이해하기이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인식에 대해 객관적으로 

‘자각’하는 기회는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된다. 로너건(B. 

Lonergan)은 자기 자신을 의식(consciousness) 또는 자각(awareness)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함은 자연스럽게 주의를 이끈다고 본다. 즉, 의식 

혹은 자각은 주의함의 서론 격이며 주의함을 위한 조건이다(Flanagan, 

김재영・이숙희, 2014: 210-211).48) 따라서 성찰적 사고를 이끌기 위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한 후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무엇인가?’, ‘새롭게 떠오른 주제나 목표가 

있는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치나 선입견이 있는가?’, 

‘수행과정에서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등이다(Westberg & Jason, 

방재범 역, 2015: 109). 자기 자각에 바탕을 둔 질문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학생들이 성찰적 사고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수행과정에서 힘들었던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48) 로너건(B. Lonergan)은 인식론에서 진정성 있는 사유의 매개 작동으로 ‘자기 적

정화(self- appropriation)’의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인간이 알아감(knowing)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구함과 질문함의 역할을 면밀히 주의해서 살펴야 함

을 주장한다. 질문함은 우리의 모든 다른 의식 활동들을 자동 수정의 과정으로

구조화한다. 로너건에 따르면 인간의 사유는 탐구함에 의해 구조화되므로 그 과

정에서의 의식과 자각은 경험함, 이해함(통찰) 그리고 판단함을 가져온다

(Flanagan, 김재영・이숙희 역, 20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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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도움을 받게 되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점차 스스로에 대한 위엄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다음, 자기 평가하기이다. 윤리적 

시민은 자신의 지식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갖추고 엉뚱한 방향으로 탐구 

과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비판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를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편견과 근거 없는 추론의 위험성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상시 갖는 편견은 문제해결 과정에 왜곡된 인상을 

심어줘 잘못된 결론을 낳을 수 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자신이 내린 

결론에 대한 추론 과정에서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 확증 편향과 왜곡된 

감정은 반성적 성찰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각자의 교정 욕구와 감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누군가에 의한 정서적 

설득이 필요하다(양해성, 2020: 220). 마지막으로, 자기 수정이다. 

학생들이 반성적 성찰의 중요성을 알고 성찰의 자세를 갖더라도 인지적 

착각이나 확증 편향으로 인해 혼자만의 힘으로 반성적 성찰을 실현하기 

어렵다(양해성, 2020: 222). 따라서 포퍼(K. Popper)가 제시한 타인과 

주고받는 비판적 논의과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는 진정한 

합리주의자는 자신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진실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과의 비판적 논의만이 새로운 관념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합리적인 비판적 논의는 다른 이들의 비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의 비판을 통해 자기비판에 이를 수 

있다(Popper, 허형은 역, 2006: 22-23). 이를 정리해 제시하면 <표 

4-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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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성찰적 사고기능의 세부요소와 내용

성찰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자기를 평가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존감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문제해결 과정에서 성찰적 사고는 맥락의 복잡성을 발견하게 해주고 일

종의 발견법을 통한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스스로 발견을 통해 얻게 된 통찰력은 다른 이들에 

의해 통찰력을 갖게 된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을 인정하게 된다(Dewey, 

역량의 

구체화

세부 

요소
내용

성찰적 

사고 

기능

창안하기

∘ 새로운 아이디어 구성하기

- 기존 지식을 근거로 새로운 지식의 내용을 규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가?

- 자신의 착오와 부족한 지식을 명확히 할 수 있는가?

∘ 결과물 활용하기

- 성찰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ex. 개방형 질문)

- 더 높은 관점을 추구할 수 있는가?(ex. 사회적 관점, 

인간 중심적 관점)

자기 

조절하기

∘ 자기 이해하기

-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각할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은 

무엇인가?

∘ 자기 평가하기

- 검증되지 않은 추론이나 편견을 발견할 수 있는가?

- 문제에 대해 스스로 발견한 통찰은 무엇인가?

- 발견된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가?

- 자신의 수행과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가?

∘ 자기 수정하기(조절하기)

- 자신이 갖는 확증 편향과 편향된 감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수용해 반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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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Westberg & Jason, 방재범 역, 2015: 13에서 재인용). 이렇듯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자기 존중과 확신을 가져온다. 자신에 대한 결점

과 강점에 대한 객관적 접근은 교사입장에서도 유쾌한 입장에서 학생에

게 적극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Westberg & Jason, 방

재범 역, 2015: 14). 

3. 가치・태도 차원

과거에는 하나의 시민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가치・태도를 시민교육의 핵심으로 삼았다. 하지만 미래 시민은 

고정된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 차원에서 가치・태도 설정이 요구된다. 이는 고정된 정체성 

교육으로서 교화방식의 시민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함이다. 윤리적 시민의 

가치・태도는 지식을 구성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과정과 결과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함양되어야 한다. 결국, 가치・태도는 교과 지식이 아니라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한 시민으로서 ‘삶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윤리적 시민을 위한 가치・태도는 핵심역량의 실제적인 수행과정 

및 결과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각기 제시되는 가치・태도는 그 

역량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역량의 기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결과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첫째, 메타인지적 문제해결은‘협력’이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은 공동선을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태도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의 

메타인지적 접근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해 새로운 관찰과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논쟁과 합의 과정에서 협력은 자기 조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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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수정과 같은 정신적 통제를 강화한다. 다른 사람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검증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의 메타인지 사고를 강화하고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맞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협력은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이러한 성공적인 해결 경험이 앞으로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공감적 의사소통은 ‘공감’, ‘경청’, ‘존중’을 이끈다. 그 

이유는 의사소통의 시작은 공감에서 비롯되며, 경청이라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 존중이라는 의사소통의 궁극적 목적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적 요소의 강조는 공감이라는 가치・태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경청문화를 이끌고 상호 존중을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협력 강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원만한 의사소통을 

요구한다. 특히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하는 공감적 경청은 의사소통의 

시작이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견된 입장 차이는 관점 채택과 같은 

인지적 차원의 공감을 요청한다. 공감적 의사소통은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친밀함을 가져오고 공동체의 안정적이고 배려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같은 정서적 안정은 개인의 주체성과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듯 시민의 주도성과 다원성의 견지는 

기계에 대체되지 않은 휴머니티를 강화하고 돌봄 및 상생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비판적 사고 및 성찰은 ‘개방성’,‘겸허’,‘자기조절’과 

같은 태도를 요청한다.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비판적 판단력을 갖추는 

한편, 더 나은 가치와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성찰을 보여줘야 한다. 

비판적 사고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판단과 해석이 지니는 한계를 

인정하는 ‘겸허’와 상대방의 좋은 의견과 근거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과 같은 열린 태도는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겸허와 

개방성이 배제된 비판적 사고는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남을 

공격하거나 자기 우월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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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각할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을 통해 

자기 이해뿐만 아니라 자기 조절력을 높인다.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제3자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자기 이해에 

이르고 자기 조절도 가능하게 한다. 스스로 발견한 내용에 편향된 점은 

없는지, 검증되지 않은 추론이 있는지 살피며 자기평가를 수행한 후 

수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자기 조절’의 가치・태도로 시민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같이 윤리적 시민을 위한 가치・태도는 협력, 공감, 경청, 존중, 

개방성, 겸허, 자기 조절 등이 있다. 이는 윤리적 시민을 위한 

핵심역량과의 관계를 통해 도출한 것이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이는 각 

역량에만 국한된 특성이거나 엄격하게 분리되는 고유성이기보다 각 

역량의 지식과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대표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가치・태도는 선언적으로 제시되기보다 

맥락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형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동시에 메타인지 

기능, 문제해결 기능, 의사소통 기능, 비판적 사고, 성찰적 사고기능을 

발휘하는 가운데 과정과 결과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다. 윤리적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가치・태도들은 주입식 방식의 전수가 아닌 구성원 

사이의 관계 맺음과 각 기능을 삶의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구성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수업 환경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떤 내용을 배우며 과제를 수행하는지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다음 5장에서 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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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4장은 교육과정의 내용적 요소가 ‘무엇(what)’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윤리적 시민교육의 역량으로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를 자세하게 

밝혀보았다. 5장은 4장에서 제시한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설

계원리를 분석기준으로 삼아 수업 전략이나 자료, 활동이 ‘어떻게

(how)’ 사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

과정과 중등 교과서가 윤리적 시민교육의 성격에 얼마나 적합한지 분석

해보겠다. 이후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윤리적 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방법 

1)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분석기준

앤더슨(L. W. Anderson)은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변경은 교사가 교수・학습법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힌다(Anderson, 2012: 13). 따라서 윤리적 시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윤리적 시민교육의 개념은 “비판적 사고 및 성찰력을 갖춘 시민이 상호 

공감하는 의사소통을 통해 메타인지적으로 시민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했다. 역량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수행에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이자 힘을 의미하며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총체적 

측면을 내포한다. 윤리적 시민역량을 위해 맥락적이고 절차적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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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역량을 위한 기능으로 ① 메타인지 기능, ② 문제해결 기능, 

③ 공감 기능, ④ 의사소통 기능, ⑤ 비판적 사고기능, ⑥ 성찰적 

사고기능을 제시했다. 더불어 기능을 발휘하는 데 요구되는 

가치・태도로 협력, 공감, 경청, 존중, 개방성 등을 강조했다. 이를 

종합하여 윤리적 시민교육의 조건을 도출하면 다음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조건

윤리적 시민교육의 개념과 역량에서 강조하는 지식, 기능, 

윤리적 시민교육의 개념

1) 비판적 사고 및 성찰력을 갖춘 

시민이 

2) 상호 공감하는 의사소통을 통해 

3) 메타인지적으로 시민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윤리적 시민역량

영역 세부 내용

지식
맥락적 지식

절차적 지식

기능

메타인지 기능

문제해결 기능

공감 기능

의사소통 기능

비판적 사고기능

성찰적 사고기능

가치·

태도

협력, 공감, 경청, 존중, 

개방성, 겸허, 자기 조절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조건

1) 실생활 속 소재를 살린 실제성

2)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맥락성

3) 탐구 활동을 통한 주도성  

4) 탐구 활동 발문 형태의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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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태도를 종합해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조건을 도출했다. 첫째, 

학생들의 삶의 영역과 관련 깊은 ‘실제성’을 살려 학습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윤리적 시민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 속 사례와 경험을 응용할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 비판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라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생활 속 소재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사고의 확장을 통해 자율적 실천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의 내용은 실생활의 소재를 풍부하게 제시할수록 좋다. 

‘실제적 학습(authentic learning)’은 미래 시대와 윤리적 시민교육에 

적합한 학습이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배운 것을 다른 상황으로 옮겨 

적용할 수 있는 맥락적 활용 역량을 동시에 향상한다. 

둘째, 새로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맥락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맥락화란, 문제해결에 접근할 때 지역의 특색이나 삶의 

실제 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함을 의미한다.49) 윤리적 시민은 절차적 

지식을 통해 상황과 맥락에 맞는 해결책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맥락을 반드시 함께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윤리적 시민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주도성’을 키워줄 ‘탐구 활동’을 제시해야 

49) 맥락화(contextualization)는 구체적인 접근과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식을 의

미한다. 맥락화가 중요한 이유는 문제의 해결방안이 의도하지 않은 ‘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혁신을 위해서 맥락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

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마을에 구호품으로 신발을 보내는 경우, 오히려 그 지역

영세 신발업자들을 모두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동아프리카의 가난

한 무슬림 커뮤니티의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타민을 제공했는데, 비

타민의 원재료가 돼지의 장기에서 영양분을 추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혹을 치루기도 한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비타민 제공은 종교 모독으로 변

질되어 살인까지 일어난 비극을 초래한다. 이처럼 맥락화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능력이다(폴킴・함돈균, 2020: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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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윤리적 시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발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능력들을 갖춰야 한다. 이와 같은 능력 향상을 위해 

수업 시간에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보통 탐구 활동은 <표 5-1>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탐구 활동으로 

주어지는 유형에 따라 탐구 활동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표 5-1> 탐구 활동의 유형 및 특징

유형 특징

학습 내용 확인형*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을 묻거나 이와 관련된 

지식이나 사례를 활용하여 묻는 유형 

도덕적 추론형
도덕적 판단 및 추론을 거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유형

자료 비교·분석형* 주어진 자료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유형

자료 조사·작성형*
관련 자료를 신문, 책, 인터넷 등에서 조사 

후 새로운 자료로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유형

생활 속 적용형
도덕 가치와 규범을 생활 속에 적용해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는 유형

생활 속 실천형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지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성찰하는 유형

토의·토론형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밝히고 

의견충돌을 조정하는 유형  

문제 해결형*
문제를 발견한 다음 가능한 전략을 탐색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형

비판적 사고형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분석을 통해 

정당화하며 가치나 현상을 평가하는 유형

메타인지적 성찰형
자신의 지식과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 

차원의 성찰을 통해 반성하며 수정하는 유형

도덕적 내러티브형

도덕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며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도덕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높이는 유형50)

(*의 경우 이지현, 이진석(2014: 635)의 <표 5> 의 유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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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탐구를 위한 발문의 형태는 수준에 따른‘기능성’을 갖춰야 

한다. 발문의 형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인지 과정의 위계 

수준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발문 분류체계로 앤더슨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목표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발문의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발문 분류 단계는 단순 정보를 처리하는 발문, 고차원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발문, 전문가적 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발문으로 나누어 

제시하겠다. 이를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표 5-2> 발문 분류를 위한 기준

(*표시는 연구자가 별도로 추가한 것임)

이러한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조건을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적용해 분석한다. 그 이유는 도덕과 교과의 성격과 목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세부 내용과 교수・학습의 활동은 중등 교과서가 

핵심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재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50)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은 “학생들이 경험했던 도덕적 갈등이나 도덕적 선택의 이

야기를 스스로의 말로 구성하여 이야기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김항인,

2001: 94). 흔히 내러티브 수업 모형이라고 하고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

이야기 수업모형’으로 명시되어 있다(교육부b, 2015: 10).

발문 분류 단계 세부 내용

단순 정보처리 능력
기억하기

이해하기

고차원적 사고력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전문가적 수행 능력
창안하기

성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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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윤리적 시민교육 관점에 적합한지를 평가할 수 있고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개선사항을 얻을 수 있다. 윤리적 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천을 위한 분석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 <표 5-3>과 같다. 

<표 5-3> 윤리적 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천을 위한 분석기준

위 다섯 가지 분석기준을 다음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과 중등 교과서의 내용과 탐구 활동에 

적용하여 평가해 보려고 한다. 

영역 분석기준 내용

내용
① 실제성 / 

맥락성

실생활 속 소재를 살린 실제성을 갖추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맥락성을 

고려하는가?

교수・학습 ② 탐구 활동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주도성을 높이고 실질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가?

역량

③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우리 주변의 삶에서 비판적 사고 및 

성찰력을 강조하고 있는가?

④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는가?

⑤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

복잡한 문제를 메타인지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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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은 

윤리적 시민교육에 적합한가?

둘째,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중 윤리적 시민교육과 관련 있는 

성취기준은 무엇인가?

셋째, 도덕과 중등 교과서에서 윤리적 시민교육에 적합한 실생활 속 

소재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

넷째, 도덕과 중등 교과서에서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탐구 활동의 

성격(유형 및 발문 형태)은 어떠한가?

먼저 교과 성격과 목표를 윤리적 시민교육 차원과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을 교과별로 비교・분석해보겠다. 그다음 

교육과정 구현을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 9종과 

고등학교 교과서 5종에 포함된 내용과 교수・학습의 성격을 

탐색해보겠다. 또한, 교과서 내용 요소에 맥락성과 실제성이 얼마나 

구현되어 있는지, 탐구 활동의 유형과 발문 형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다. 내용 요소로서 윤리적 시민이 되기 위한 

자질과 태도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미 도덕 

교육 학계의 선행연구를 통해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시민성의 의미나 민주 시민상의 변천 과정, 시민교육의 중심 교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김상범, 2019; 김혜진, 2020; 김형렬 외, 

2020). 본 논문에서 교과서 내용 분석으로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까닭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주된 소재로 현장에서 

탐구 활동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이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지도 교과의 방향을 결정하지만, 교과의 내용을 탐구 활동으로 

어떻게 구성했는지가 교과의 성격을 드러내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핵심적 자료로서 단순히 

내용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사용되기보다 탐구 활동을 통해 내용을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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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새로운 영역에 적용하는 등 고차원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교과서의 탐구 활동 성격 분석을 통해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겠다. 또한,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제적이고 맥락적 내용적 요소가 현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향후 개선점까지 제안하겠다.

2) 분석대상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중・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 총 28권이다.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도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중 일반 선택 과목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분석했다. 이중 초등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인 『고전과 윤리』는 제외했다. 그 이유는 연구의 범위를 

중등 교과로 한정하되, 선택비율이 높아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교과서 

위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교육과정의 중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4>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대상 및 요소

교과서는 중학교 『도덕 1』, 『도덕 2』 검인정 교과서 각 9종으로 

교과 요소

공통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 1. 성격 

2. 목표

3. 성취기준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선택중심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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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과서 총 18권,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 

각 5종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총 10권이다. 이 중 진로선택 

과목인『고전과 윤리』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인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으로 연구 대상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5> 분석대상 교과서

윤리적 시민교육을 도덕과의 성격으로 규정할 때, 교과서의 어느 한 

영역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시민’이라는 개념이 국가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영역을 선정하여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 중학교 『도덕 1』, 『도덕 

2』의 경우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이,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는 ‘사회와 윤리’와 ‘평화와 공존의 윤리’의 영역이 

분석대상에 해당한다. ‘평화와 공존의 윤리’는 우리 사회와 지구 

공동체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탐색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도모하는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과목명 도덕 1 도덕 2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출판사

교학사 교학사
금성출판사 교학사

금성출판사 금성출판사

미래엔 미래엔동아출판 동아출판

리베르스쿨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비상교육미래엔 미래엔

비상교육 비상교육

지학사 씨마스지학사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과서
천재교과서 천재교과서해냄에듀 해냄에듀

종 9 9 5 5

총합 총 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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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다. 소통과 공존은 윤리적 시민의 중요한 특징으로 판단되어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시민사회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폭력과 차별, 

혐오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회 통합과 의사소통, 담론윤리를 다룬 

단원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평화와 공존의 윤리’에 

포함된 통일 관련 단원은 연구의 범주에서 벗어나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경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담은 ‘사회사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각 영역의 단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6> 분석대상 단원명

과목명 영역 단원명

중학교

도덕 1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Ⅲ-1. 인간 존중

Ⅲ-2. 문화 다양성

Ⅲ.-3. 세계 시민윤리

중학교

도덕 2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Ⅱ-1. 도덕적 시민

Ⅱ-2. 사회 정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사회와 윤리

Ⅲ-1. 직업과 청렴의 윤리

Ⅲ-2. 사회 정의와 윤리

Ⅲ-3. 국가와 시민의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
Ⅵ-1.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Ⅵ-3. 지구촌 평화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사회사상

Ⅳ-1. 사회사상

Ⅳ-2. 국가

Ⅳ-3. 시민

Ⅳ-4. 민주주의

Ⅳ-5. 자본주의

Ⅳ-6. 평화



- 195 -

위의 단원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 및 탐구 활동에 대한 질적 분석

(qualitative analysis)을 활용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먼저 탐구 활동의 어느 유형에 더 많이 속해있는지 출판사별로 비교하고, 

교과서 속 내용에 학생들의 일상을 담은 삶의 내용과 새로운 상황에 적용

하는 맥락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 

2.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분석 결과

1) 도덕과 성격과 목표 분석

(1) 중학교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가 윤리적 시민교육의 관점과 얼마나 적합한지 

분석하기 위해 도덕과 성격과 목표를 분석기준에 따라 선별하면 다음 

<표 5-7>과 같다. 

<표 5-7> 중학교 『도덕』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분석 

기준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성격 목표

도덕과는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이다.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

로운 시민이라는 중첩된 인간상

을 지향점으로 삼아 21세기 한국인

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인성

의 기본 요소인 핵심 가치를 확

중학교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도덕과에서 형성된 가치・덕목 

및 규범에 대한 이해와 도덕

적 기능 및 실천 능력을 심

화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탐구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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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2015b: 3-5)

<표 5-7>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에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부분 요소가 잘 명시되어 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목표’에서는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과 

연관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총괄 목표의 일부분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 ‘도덕적 담화 공동체 형성’(교육부, 2015b: 5)이라는 표현이 

언급되지만, 학생이 갖춰야 할 구체적 능력으로 목표 차원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교과의 목표는 대개 “교과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고하게 내면화하고, 학생의 경험 

세계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둘러

싼 현상을 탐구하고 내면의 도

덕성을 성찰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추

구하는 '도덕함'의 시간과 공간

을 제공하는 교과이다(교육부, 

2015b: 3). 

의 이야기에 대한 성찰을 바

탕으로 도덕적 정체성을 구

성하며, 배려적인 인간관계와 

정의로운 공동체 및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덕성과 역량을 기른다

(교육부, 2015b: 5). 

실제성 / 

맥락성

∘ 학생의 경험 세계에서 출발

∘ 일상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윤

리적으로 성찰

∘ 삶의 이야기

탐구 활동 ∘ 자신을 둘러싼 현상을 탐구
∘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탐구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 내면의 도덕성을 성찰함

∘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을 바탕

으로 삶의 의미를 탐색

∘ 삶의 이야기에 대한 성찰

을 바탕으로 도덕적 정체성

을 구성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 의사소통 과정에서 타인의 도

덕적 요구 인식 및 수용과 이상

적인 의사소통 공동체를 지향

해당 없음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

∘ 일상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인

식하고

∘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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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달성해야 할 학습의 도달점”(교육부, 2018)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미래 

사회의 특징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교육과정에서 전무(全無)하고 이와 유사한 특징도 제시되지 않았다. 

메타인지는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한 단계 

높은 사고로 성찰이나 통찰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자기 조절, 자기 

동기라는 정서적 측면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도덕적 문제가 교육과정에 

등장하지만 메타인지적 측면을 성격과 목표 차원에 분명히 명시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2) 고등학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성격과 목표가 윤리적 시민교육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격과 목표를 분석기준에 

따라 선별하면 다음 <표 5-8>과 같다. 

<표 5-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분석 

기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성격 목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는 현대 사회에서 일

어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쟁

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

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및 실천능

력 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중

'생활과 윤리'에서는 현대 

생활의 제 영역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들

을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인간과 사

회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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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2015b: 33-35)

<표 5-8>을 통해 『생활과 윤리』의 성격과 목표는 윤리적 시민교육

에서 강조하는 요소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목의 명칭 

략) 동서양의 윤리 이론을 토대로 

다양한 윤리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윤리의 성격에 주안

점을 둔다. 따라서 학생들이 현대 

사회의 삶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쟁점들을 실천윤리학의 관점

에서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보다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

덕적 실천 성향을 지향하는 '윤리함'에 

중점을 둔다(교육부, 2015b: 33). 

올바르게 이해하고, 윤리

적 민감성 및 판단 능력

을 함양하며 윤리적 동기

를 내면화하여 공동체 안

에서 윤리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덕성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 2015b: 35). 

실제성 / 

맥락성

∘ 실제 삶에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

하기 위한 동기와 품성을 기르기 

위한 과목

∘ 윤리적 동기를 내면화

하여 공동체 안에서 윤리

적 삶을 실천

탐구활동

∘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탐구

∘ 실천윤리학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 주요 윤리적 문제들과 쟁점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탐구

하고

∘ 다양한 윤리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 탐구형으로 제시된 학습 주제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윤리적 관점

에서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지도

∘ 성찰함으로써 인간과 

사회를 윤리적인 관점에

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

∘ 동서양의 윤리 이론을 토대로 

다양한 윤리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 다양한 윤리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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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현대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쟁점들을 학생들이 주도

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하기 위한 과목이다. 그러나 도덕과 교과 역량으로 

제시되는 의사소통으로써의 도덕적 대인 관계 역량이 성격과 목표에 포

함되지 않았다. 아래는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이다.

<표 5-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분석 

기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

성격 목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은 학생들이 한국 및 

동・서양의 주요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탐구

하여, 윤리적 인식 능력과 성찰 능력

을 심화하고 바람직한 윤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략)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주체이자 

공공선에 기여 하는 사회 구성원

으로서의 학생들은 한국 및 동・
서양의 주요 윤리 사상과 사회사

상을 학습함으로써 도덕적인 삶과 

이상사회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

들을 비교・이해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윤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성찰할 수 있으

며, 궁극적으로는 현대 사회의 다

양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자율적

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함

양할 수 있다(교육부, 2015b: 49). 

'윤리와 사상'에서는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 사상

과 사회사상의 학습을 통

해 윤리적 앎을 심화하고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도덕적으로 탐구하며 

윤리적으로 성찰함으로

써,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을 정

립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기른다(교육부 2015b: 51). 

실제성 / 

맥락성
∘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

탐구활동 ∘ 한국 및 동・서양의 주요 윤리 사 ∘ 도덕적으로 탐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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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2015b: 49-51)

<표 5-9>를 보면 중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와 

마찬가지로 윤리적 시민교육의 요소들이 성격과 목표 곳곳에 내포되어 

있다. 다만 『생활과 윤리』처럼 의사소통과 공감적 요소가 『윤리와 

사상』의 성격과 목표에 드러나지 않은 점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생활과 윤리』와 달리 『윤리와 사상』에서는 문제해결에 있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면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b: 49). 특히 

창의적인 문제해결은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메타인지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윤리와 사상』에서 제시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2) 도덕과 내용 체계로서 성취기준 분석

도덕과 내용 체계로서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지식과 

기능 및 태도의 총체로서 학년별 학습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상과 사회사상을 체계적으로 학습하

고 탐구하여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에 내재된 지헤와 

통찰을 비판적으로 음미

∘ 윤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성찰할 수 있으며

∘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윤리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

∘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

력을 함양

∘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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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교육부, 2017: 43). 또한,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교육부, 2018)으로 정의한다. 

윤리적 시민을 특정 단원에 국한하지 않고, 내용 체계 중 성취기준에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를 정리해보겠다.

(1) 중학교 

윤리적 시민교육의 분석기준에 따라 교과의 성취기준을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5-10>과 같다.

<표 5-10> 중학교 『도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분석 

기준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단원명 성취기준

실제성 / 

맥락성

Ⅱ. 타인과의 

관계

∘[09도 02-01] 현대 한국 사회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고, …….

∘[09도 02-03] ……, 일상생활에서 이성 친구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Ⅲ.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09도 03-01] 인간 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

탐구활동

Ⅱ. 타인과의 

관계

∘[9도02-06] ……,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탐구하고 제시할 수 있다.

Ⅲ.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9도03-04]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이해하고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준법 의식을 길러 공동체의 일원

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및 

Ⅰ. 자신과의 

관계

∘[9도01-02]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도덕적 상상력

과 민감성, 도덕적 추론의 과정과 비판적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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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을 통해 윤리적 시민교육으로 제시한 분석기준 ① ~ ⑤ 다섯 

가지가 도덕과 성취기준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가지 

요소가 각각의 대단원에 모두 포함되면 좋지만, 각 단원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단원의 성격에 맞게 해당 요소가 내포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중학교 도덕과의 성취기준은 윤리적 시민교육의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공감적 의사소통의 

경우 나를 둘러싼 타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요청되는 

성찰 

역량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성찰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Ⅳ. 자연·

초월과의 

관계

∘[9도01-03] 삶과 죽음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평정심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

를 구성할 수 있다.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Ⅱ. 타인과의 

관계

∘[09도02-05]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도덕적 

자세와 책임의 도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타인 존중의 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다. 
Ⅲ.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09도03-01] ……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

Ⅱ. 타인과의 

관계

∘[09도02-03] (전략), 청소년기의 성 문제를 도덕적 

시각에서 평가하며, …….

∘[09도02-06]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

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 

Ⅲ.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09도03-03] 세계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

를 이해하고, 지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 

태도를 가지는 등 세계 시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Ⅳ. 자연·

초월과의 

관계

∘[9도04-02] 과학 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설명하고, 동시에 과학 

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열거하며,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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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므로‘타인과의 관계’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의 성취기준에 

포함되었다. 복잡한 문제해결은 ‘타인과의 관계’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자연·초월과의 관계’까지 전 영역에 폭넓게 해당한다. 

물론 윤리적 시민교육의 중점 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도 

발견할 수 있다. 도덕과의 시민교육의 특징을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을 갖춘 윤리적 시민이라고 정의할 때, 비판적 사고 및 성찰은 

윤리적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 및 성찰과 

관련된 성취기준은 <표 5-10>과 같이 대단원 ‘Ⅰ. 자신과의 관계’와 

‘Ⅳ. 자연・초월과의 관계’의 성취기준에만 반영되었다. 타인과의 

관계와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사회 구조적 차원의 비판적 관점과 

성찰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 이유는 ‘Ⅱ.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지편향과 고정관념, 편견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왜 이러한 

현상들이 심화 되었는지에 대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구조적 차원의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Ⅳ.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있어서 비판적 관점과 성찰은 

매우 중요하다.

(2)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의 성취기준에 나타난 윤리적 시민교육의 요소를 분

석한 결과는 <표 5-11>과 같다.

<표 5-11>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분석 

기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단원명 성취기준

실제성 / 

맥락성

Ⅰ.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생윤01-03] …,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일상의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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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활동
Ⅱ. 생명과 

윤리

∘[생윤02-03] ……, 가족윤리의 관점에서 오늘날

의 가족 해체 현상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

안을 제시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Ⅰ.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생윤01-03]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 

Ⅲ. 사회와 

윤리

∘[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

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

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

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Ⅳ. 과학과 

윤리

∘[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Ⅴ. 문화와 

윤리

∘[생윤05-01] …,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

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생윤05-02] …, 이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

으며 윤리적 소비 실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생윤06-03]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 설명을 할 

수 있으며 ….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

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

서 실천할 수 있다.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

Ⅱ. 생명과 

윤리

∘[생윤02-01]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 인공임신중절・자살・
안락사・뇌사의 문제를 자신이 채택한 윤리적 관점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윤02-02] …, 동물의 권리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 

∘[생윤02-03] … 성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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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윤리』는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및 실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교육부, 2015b: 33)”으로 밝혔듯이 비판적 사고 및 

성찰과 문제해결과 관련 있는 성취기준이 다수를 이룬다. 먼저 

성취기준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측면은 전체 교과서 6개 단원 중 5개 단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교과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비판적 

사고를 수행하기 위해 탐구 활동 과제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장하고, 사회 변혁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와 기준을 성찰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가 성찰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대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취기준이 대단원 4개 영역에 골고루 

제시되어 있다. 다만 문제를 제시할 때 상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연관해서 제시하는지, 문제의 소재가 학생들의 일상적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추후 교과서 분석을 통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 대한 극복 방안

을 제시할 수 있다.

Ⅳ. 과학과 

윤리

∘[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 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생윤04-03] …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

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

서 제시할 수 있다.

Ⅴ. 문화와 

윤리

∘[생윤05-02]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생윤06-03] …,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

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206 -

마지막으로 주어진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실천으로만 그치는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고 

맥락적 요소를 점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도 교과서 탐구 활동 

분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그다음으로 『윤리와 사상』의 

성취기준을 요소별로 분류하면 <표 5-12>와 같다. 

<표 5-12>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분석 

기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 

단원명 성취기준

실제성 / 

맥락성

Ⅰ. 인간과 

윤리사상

∘[윤사01-02] 우리의 도덕적 삶에서 한국 및 동・서양

의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하는 역할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탐구하고…. 

탐구활동

Ⅰ. 인간과 

윤리사상

∘[윤사01-01] …, 우리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

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할 수 있다.

Ⅱ. 동양과 

한국윤리

사상

∘[윤사02-01] 동양과 한국의 연원적 윤리사상들을 

탐구하고, ….

∘[윤사02-02] 선진유교의 전개 과정을 탐구하여 ….

∘[윤사02-03] …, 정약용의 심성론, 수양론을 탐구하여 

….

∘[윤사02-06] 노자와 장자 사상을 탐구하여 ….

∘[윤사02-07] … 한국 전통윤리사상들의 다양한 대응 

노력을 탐구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고, …. 

Ⅲ. 서양

윤리사상

∘[윤사03-04] 그리스도교 윤리사상의 특징을 탐구

하고, …. 

Ⅳ. 

사회사상

∘[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 

∘[윤사04-04]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

민주주의를 탐구하고, …. 

∘[윤사04-06] 동・서양의 평화사상들을 탐구하여 …. 

∘[윤사04-02] …,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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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Ⅳ. 

사회사상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

∘[윤사04-06] …, 이를 통해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Ⅱ. 동양과 

한국윤리

사상

∘[윤사02-01] …, 이를 인간의 행복 및 사회적 질서와 관

련시켜 토론할 수 있다.

∘[윤사02-02] … 도덕의 성립 근거에 대한 상대되는 입장

의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고, 성리학과 양명학을 비

교하여 도덕법칙의 탐구방법에 상대되는 입장과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다,

∘[윤사02-01] …, 도교의 성립 및 한국 고유사상과의 융합

을 조사하여 우리 전통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윤사02-07] …,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이 현대사회에서 

갖는 의의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Ⅲ.서양

윤리사상

∘[윤사03-03] … 쾌락의 추구와 금욕의 삶을 강조하는 

윤리적 입장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다. 

∘[윤사03-05] …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

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Ⅳ. 

사회사상

∘[윤사04-05] …,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세에 대해 토론

할 수 있다.

∘[윤사04-05] …,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

Ⅱ. 동양과 

한국윤리

사상

∘[윤사02-02] …, 성리학과 양명학을 비교하여 도덕법칙의 

탐구방법에 상대되는 입장과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다, 

∘[윤사02-03] …, 정약용의 심성론・수양론을 탐구

하여 조선성리학의 한계와 실학사상의 의의를 설명

할 수 있다. 

∘[윤사02-04] …, 교종과 선종의 깨달음의 방법에 대한 

상대되는 입장의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다.

∘[윤사02-07] … 한국 전통윤리사상들의 다양한 대응 



- 208 -

『윤리와 사상』은 동・서양의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을 통해“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교육부, 2015b: 49)”을 갖추기 위한 과목으로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과 밀접한 연관을 이룬다. 성취기준을 분석하면, <표 

5-12>에서 보듯 윤리 사상 탐구를 위해 토론하기가 대다수를 이룬다. 

또한, 동서양 사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해 새롭게 재해석을 

시도한다.51) 이와 같은 성취기준은 윤리적 시민교육 측면에서 공감적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역량과 관련이 깊다. 다만, 구체적으로 성취기준의 

서술 동사 측면에서 <표 5-12>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성취기준 수행 

동사가 ‘탐구하기’와 ‘토론하기’가 주를 이룬다.52) 창의적인 

51) 사상을 탐구할 때 특징뿐만 아니라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생각해보는 활

동은 균형적인 시각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성취기준을 키워드 위주로 분

석해 본 결과, 동양사상 부분에서 한계점을 분석하는 것이 서양사상보다 많았다.

<표 5-12>에서 한계 또는 문제점을 토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동양

사상은 4개, 서양사상은 2개이다. 교과서 서술에 모든 단원의 사상 내용의 한계

점이 내포되었다면 상관없지만, 서양보다 동양 부분에 한계점과 문제를 더 많이

분석하게 하는 성취기준은 학생들에게 동양 사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심어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52) 『윤리와 사상』 성취기준을 분석했을 때, ‘탐구하기’와 ‘토론하기’가 지식 활용

차원의 서술 동사의 비중에 있어 다수를 차지한다. 지식 활용 차원의 서술 동사

23개 중 탐구하기와 토론하기가 각각 10개인 총 20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윤리와 사상』전 영역 성취기준 서술 동사 55개 중에서 탐구하기와 토

노력을 탐구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고, ….

Ⅲ.서양

윤리사상

∘[윤사03-03]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쾌

락의 추구와 금욕의 삶을 강조하는 윤리적 입장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다.

∘[윤사03-06] …,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

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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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 활동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를 조성하는지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 

『윤리와 사상』 성취기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탐구, 토론, 문제해결이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 어떻게 구성되어 제시되어 있는지 추후 교과서 

분석에서 밝혀 보겠다. 단순히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이끄는 탐구 

활동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인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교과서의 탐구 활동의 성격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3) 도덕과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분석

(1) 중학교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교과의 

성격이나 특성에 비추어 포괄적인 측면에서 철학 및 방향”(교육부, 

2018)이 담겨 있다. 이 부분에서 윤리적 시민교육 조건에 부합하는 

문장들을 선별해 본 결과는 다음 <표 5-13>과 같다. 

<표 5-13>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론하기가 20개로 약 36%를 차지한다(이혜진, 2020b: 182-183).

분석 

기준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실제성/

맥락성

교
수
·
학
습

(나)-③ 단순한 학습 내용의 암기를 지양하고 실제 삶의 문제

들과 연관하여 학습하도록 지도한다(교육부, 2015b: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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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을 종합하면,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는 실제 삶의 문제들과 연관하여 학습하도록 지도하며, 다양한 

탐구 활동과 체험 및 실천을 통해 도덕적 역량을 신장한다(교육부, 

2015b: 26). 또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b: 26). 

탐구활동

교
수
·
학
습

(가) 교수・학습 활동은 학습자와 수업 참여를 활성하고 다양한 

과제 탐구 및 체험과 실천을 통해 도덕적 역량이 신장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교육부, 2015b: 26).

(다)-②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적 동기 유발을 위해 각종 

예화, 그림, 영화,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활용하고, 자료를 활용

한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교육부, 2015b: 25-26).

(라)-②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도덕적 탐구에 참여

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b: 27).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교
수
·
학
습

(나)-⑤ 학습자에게 자신의 학습 활동에 대한 자기 점검 기회를 

제공하여 윤리적 성찰이 가능한 학습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교육부, 2015b: 26).

(라)-② 참여적 활동을 통해 도덕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반성적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교육부, 2015b: 27). 

평

가

(가) 도덕과 평가는 좁게는 도덕과의 교과 역량과 기능이나 

도덕적 탐구 및 성찰과 실천을 함의하는 도덕함을 진단하고, 

넓게는 도덕성과 인성을 평가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5b: 29).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교
수
·
학
습

(바)-① 다른 학습자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소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민주

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수・학습을 전개한다(교육부, 2015b: 27).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

교
수
·
학
습

(나)-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교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안내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b: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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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자기 점검을 통해 윤리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교육부, 2015b: 26), 참여적 활동으로 도덕적 의미를 구성하고 

반성적 자기 성찰(교육부, 2015b: 27)을 이끈다. 이 모든 과정이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추후 교육과정에 분명하게 명시한 부분이 제대로 

교과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다. 

(2) 고등학교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도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사항들이 담겨 있다. 기준 

요소에 따라 문장들을 선별해 본 결과는 다음 <표 5-14>와 같다. 

<표 5-14>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분석 

기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실제성/

맥락성

교
수
·
학
습

∘(생윤) 교사가 일반적으로 특정 윤리관의 맥락에서 정답을 제

시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관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교육부, 2015b: 41).

∘(생윤)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활용하고 있는 과학 기술의 

의미와 그것의 장단점 및 선용 방법을 스스로 탐구하도록 하

는 데 주안점을 둔다(교육부, 2015b: 43).

∘(생윤) (가)-(4) 실천윤리적 주제들을 탈맥락적으로 다루기 보

다는 학생들이 삶에서 경험한 것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탐구

와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윤리를 실천하는 성

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진행한다(교육부, 2015b: 47).

∘(윤사) (가)-(1) 자신들의 생활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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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015b: 61).

∘(윤사) (가)-(5) … 교사는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여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자신의 삶에 주는 의미를 

탐구하게 하고 … (교육부, 2015b: 62). 

탐구활동

교
수
·
학
습

∘(생윤) (가)-(1) 단순 지식 전달 수업을 지양하고 윤리 이론을 

통한 탐구와 다양한 경험을 통한 … (교육부, 2015b: 47).

∘(생윤) (가)-(5) … 공동체적 관점에서 사회 정의와 평화, 공존

의 가치를 집단 토론, 협동학습 등을 통해 탐구해 볼 수 있는 

교수・학습을 지향하여 … (교육부, 2015b: 47).

∘(생윤) (가)-(6) … 청소년 세대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한 시사적인 자료를 재구성하여 탐구와 성찰 과정에서 유용하

게 활용한다(교육부, 2015b: 47). 

∘(윤사) (가)-(2)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개념이나 지식들을 단

순히 전달하고 암기하는 수업은 지양하면서, 학생들의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능력 … 등을 길러주기 위하여 ‘윤리학 

고전’이나 ‘사회적 쟁점’들을 적극 활용하는 수업을 모색한다(교

육부, 2015b: 62). 

∘(윤사) (가)-(5)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여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사상과 사회 사상이 자신의 삶에 주는 의미를 탐구하

게 하고,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는 도덕적 판단과 실천을 위한 준

칙을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b: 62).  

평
가

∘(생윤) 윤리적 탐구공동체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탐구의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교육부, 

2015b: 46).

∘(윤사) (나)-(1) 행동적 측면을 포함하여 도덕적 탐구와 윤리

적 성찰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

(교육부, 2015b: 62).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교
수
·
학
습

∘(생윤) (가)-(1) … 성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풍부한 자료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윤리

적 판단력과 민감성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둔다(교육부, 2015b: 47).

∘(생윤) (가)-(3) 윤리적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여러 윤리 

이론과 관점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이론들과 관점에 

기초한 가치 판단들이 지닐 수 있는 장단점을 논리적으로 분

석한 후, 자신의 관점을 설정하고 이를 학생들 스스로 정당화

할 수 있는 … (교육부, 2015b: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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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를 통해 두 가지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모두 다른 요소들에 비해 공감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차원의 민감성과 협력적이고 

∘(윤사) (가)-(4) …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강독, 윤독, 필사, 토론 

등을 하도록 안내하여, 학생들이 사상의 핵심 정신과 개념들

을 탐구하고 그 현대적 의의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 

2015b: 61).

평

가

∘(생윤) (나)-(3) 논술평가의 경우 현대 사회의 도덕적 쟁점들

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력, 비판력 … 등 도덕적 고등사고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b: 48)

∘(윤사) (나)-(1) 윤리적 성찰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함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되, …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사상, 사회사상들에 

대한 이해 능력, 비판적인 사고 능력, … 평가한다(교육부, 2015b: 62).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평
가

∘(생윤) (나)-(1) 도덕적 민감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덕적 문제 

상황 인식 수준, 타인에 대한 공감 수준 등을 평가한다(교육부, 

2015b: 47).

메타

인지적 

문제해결 

역량

교
수
·
학
습

∘(윤사) (가)-(1) 자신들의 생활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

제들을 도덕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교

육부, 2015b: 61).

∘(윤사) (가)-(5) 자신이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주체

적인 결정을 내려 보며, 그 결정으로 인해 사회 발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탐색하게 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구체적이

고 현실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b: 61-62).

평
가

∘(생윤) (나)-(3) 논술평가의 경우 현대 사회의 도덕적 쟁점들

에 대한 학생들의 … 조직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 도덕적 고등 

사고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b: 48).

∘(생윤) (나)-(5) 지필평가의 경우 … 윤리적 쟁점에 대한 이론

적 정당화를 묻는 문항이나 윤리적 쟁점에 관련되는 윤리 이

론을 비교・분석하는 문항 등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교육부, 2015b: 48).

∘(윤사) (나)-(1) … 도덕적 문제 사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능력의 수준 등을 평가한다(교육부, 2015b: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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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적인 의사소통 능력 등의 발달은 도덕과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이와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교수・학습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생활과 윤리』의 경우,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문제 상황을 제시”, “윤리적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언급은 

되어있지만, 문제 상황에 대한 “윤리적 판단력과 민감성”, 문제들에 

대한 “윤리 이론과 관점들을 중심으로 검토”, “논리적으로 분석”, 

“자신의 관점 설정” 후 “스스로 정당화”만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b: 47). 문제해결 차원의 협력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방향을 『생활과 윤리』에서도 강화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윤리적 

시민교육에 있어서 학생들과 밀접한 문제 상황과 현대 사회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성찰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함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두 교과 모두 학생들의 실제성과 맥락성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 교과서 분석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모두 비판적 사고에 관한 

평가 방향은 나와 있지만, 교수・학습 부분에는 성찰의 내용만 나와 

있다. 다양한 사상과 관점을 배우는 교과이니만큼 이를 활용해 우리 

사회 전반과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교수・학습 

측면에서 보강되어야 한다. 

 

3. 2015 개정 도덕과 중등 교과서 분석 결과

총 28권 교과서를 대상으로 해당 단원의 내용과 탐구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2015 개정 도덕과 중학교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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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지식 전달로 그치지 않기 위해 심화된 내용을 생활 주변의 

소재와 연계해 제시하거나 학습을 통해 배운 지식을 생활에 적용한 뒤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탐구 활동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중등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에서 실제성과 맥락성을 강조한 부분을 정리해 제시해보겠다. 

또한, 교과서 탐구 활동이 윤리적 시민교육과 적합한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해당 단원들의 탐구 활동과 발문을 유형별로 분석하겠다.

1) 실제성과 맥락성

교과서 본문 구성을 살펴보면, 생각 열기의 형태로 수업 시간의 

내용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 대화, 짧은 글들로 시작한다.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교과서 중단원 시작은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시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중학교 『도덕 1』(이호중 외, 2018: 168)에서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1. 인간 존중’단원은 학생들의 대화로 시작한다. 

수지: 성적이 나쁜 애들은 학교 도서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해. 

공부도 안 하면서 방해만 하는 거잖아.

진수: 맞아. 또 뚱뚱한 애들은 급식을 나중에 받게 해야 해.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민식: 모두 다 똑같이 사람인데,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해도 되는 거니?

학생들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인간 존엄성에 대해 

학교생활에서 무심코 빠지게 되는 편견과 차별을 대화 형식으로 구성해 

제시한 것이다. 다양한 학교생활의 예시는 어떤 주제와 연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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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는지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유용한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Ⅱ-2-3. 부패가 

발생하는 이유와 예방방법’단원 중 급식실에서 동네 친한 친구가 

새치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며 단원을 

시작한다(강성률 외, 2018: 95). 또한, 급식을 남기지 않은 반에게 상으로 

부여하는 매점 이용권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아래는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대화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강성률 외, 2018: 101).

반장: 매점 이용권을 1인당 한 장씩 나누어 주면 되겠지?

택수: 아니, 그건 정당하지 않아. 급식을 매일 남겼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빼고 주어야 해.

미호: 그러면 급식을 남기지 않은 횟수가 많은 사람이 매점 이용권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건가? 쿠폰을 모으는 데 기여했는지 조사

해서 그에 맞게 나누어 주자.

송채: 매점 이용권이 필요하지 않아서 급식을 남겼을지도 모르니까 

필요한 사람들만 한 장씩 가지자.

병인: 급식을 정확히 똑같은 양으로 받는 것도 아니니 어쩔 수 

없이 남겨야 하는 경우도 있어. 나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음식이 나와서 남겼거든. 몸이 약해서 급식

을 남겼던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자.

이러한 탐구 활동들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재로 

친숙하게 느끼고 상황에 몰입하기 용이해 도덕적 추론과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유용하다. 

아래는 학교생활 소재를 활용해 사회 정의와 부패라는 개념을 탐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중학교 『도덕 2』(강성률 외, 2018: 

87)에서 우리 주변에서 특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학생들이 경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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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자원의 분배 차원에서 사회 정의를 배우는 ‘2.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학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제시된다. 예를 들어 

중학교 『도덕 2』(변순용 외, 2018: 90)에서 교내 합창 대회 후 

단원들에게 어떻게 상금을 분배할지에 대한 대화가 등장한다.

다섯 명의 친구들이 팀을 꾸려 나간 교내 합창 대회에서 우승해 

상금 5만 원을 받았다. 이 상금을 어떻게 나눌지 각자 생각이 달라 

다툼이 일어났다. 

단원1: 총 다섯 명이니까 모두 1만 원씩 똑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지?

단원2: 나는 독창 부분을 맡아 상을 받는 데 가장 많이 이바지하였

으니까 3만 원을 받아야 해.

단원3: 너희들은 연습에 다섯 번 밖에 안 나왔고 나는 열 번 다 

나왔으니까, 나는 2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 

단원4: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나니까 내가 5만 원 받는 

것으로 하자.

단원5: 다 귀찮으니 가위바위보로 한 명을 정해서 주는 것이 어때?

또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고등학생이 

겪을 수 있는 내부 고발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친구의 

부정행위 사실을 선생님께 알려야 하는지에 관한 소재가 『생활과 

[생각 펼치기] 달콤한 특권의 유형 

다음 내용을 읽고 각 경우에 특권을 허용해도 될지 말지를 결정한 후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1. 놀이공원에서 단골 혹은 VIP 고객에게 줄 서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는 

특권 주기

2. 공연장에서 줄 서기를 대신해 주고 돈을 버는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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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에서 ‘Ⅲ. 사회와 윤리’에서 탐구 활동의 소재로 등장한다(김국현 

외, 2018: 85).

 우연히 자신과 친한 학급 친구 세 명이 중간고사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 부정행위를 한 친구들이 “먹을 것을 사줄 

테니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에게 비밀로 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다. 

사실대로 선생님께 알려야 할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로 내부 고발의 문제를 

생각해보도록 함으로써 윤리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청소년이 직업 선택에 있어 적성과 흥미보다는 다른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현상을 탐구해 보는 활동이 『생활과 윤리』 ‘Ⅲ-1-1. 직업 

생활과 행복한 삶’에 제시된다(정탁준 외, 2018: 83).

2015년 13~24세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적성・흥미, 수입, 안전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3~19세 

청소년은 적성・흥미(37.1%)를, 20~24세 청소년은 수입(28.1%)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중・고・대학생은 

모두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흥미를 가장 먼저 고려하지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2015).

 

이러한 자료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활용하여 직업윤리에서 중요한 

기준을 자기 주도적으로 탐색하게 한다. 또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탐색해보도록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복합적이고 맥락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들의 생활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탐구 활동 소재로 활용하면 

윤리적 성찰과 실천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밖에도 생활 속 소재와 

연계해 민주 시민의 바람직한 자세를 토론하도록 『윤리와 사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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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지문으로 등장하기도 한다(정창우 외, 2019: 196).

다음에서 유추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통신비가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

는 상황에서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시민단체는 이동 통신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평등하게 제공되

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인 만큼 정부가 통신 요금 완화에 개입할 것

을 요구해 왔다(서울신문, 2017. 9. 26.).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교과서만큼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이 

직접적인 예시로 등장하는 빈도가 줄어든다. 대신 학습한 개념과 가치를 

일상생활 소재와 연계해 활동 과제로 제시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윤리와 사상』에서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성찰하기 위해 해당 신문기사와 

함께 질문이 제시된다(박찬구 외, 2019: 198). 

국민들은 왜 촛불을 들었던가, 시간을 되돌려 보면 …… 촛불 집회

는 각종 불법과 탈법을 바로잡고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저항이었고 행동

이었다. 특히 수 개월간 이어진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은 그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특정 목적을 지닌 일부 단체들이 아니라 

자발적인 국민들의 참여가 주류를 이루었기에 가능한 일었다(세계일보, 

2017.10.27.).

활동 1 : 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촛불 집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자.

활동 2 : 정치 참여 과정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발표해 보자. 

대체로 고등학교의 내용은 중학교의 내용과 비교해서 학습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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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내용이 많다 보니 일상 소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학생들의 

경험보다는 신문기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원 열기와 같은 도입부에 만화 형식으로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에 

관해 대화하는 형식이 등장하기도 한다. 아래 삽화는 『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에서 배우는 이상 사회론을 도입부에 제시한 

것이다(변순용 외, 2019: 160).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 만화 형식으로 

구성해 학생들의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발한다. 또한, 아래 삽화는 국가의 

기원과 본질,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관해 일상생활의 삶과 연계해 제시

한다(변순용 외, 2018: 168).

남학생: 유토피아? 이상사회라는 뜻 아니야?

여학생 : 응, 이것 좀 봐. “초승달 모양

의 섬 유토피아에는 쉰네 개의 마을이 

있는데, 성인은 하루에 여섯 시간 동안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한다. 여덟 시간은 

잠자고 남은 시간은 정신적 오락이나 

연구에 활용한다. 집집마다 열쇠를 채우

거나 빗장을 거는 일이 없다. 그리고 10

년마다 제비를 뽑아 집을 교환한다.” 모

어가 이상사회를 꿈꾸면서 쓴 소설이래.

남학생: 우와! 정말 이런 사회가 이루어

진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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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어려운 사회사상을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예시로 

구성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쟁점을 부각하는 대화 

형식은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맥락성의 경우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관점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현상을 둘러싼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며 실제적 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할 때 확보된다. 따라서 

윤리 사상을 배울 때 추상적인 내용만을 전달해서는 안 되고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응용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도덕 1』(이호중 외, 2018: 171)에서 인권 침해를 인식하는 활동으로 

세계 인권 선언문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국가는 개인이 희생과 헌신을 바칠 

만큼 그 자체로 가치 있는가?]

야구선수: 지난 국가 대표 경기에서 너무 

열심히 뛰다가 상처를 입어 팀에서 연봉

도 줄었고 손해를 봤지만, 이번에도 국가 

대표에 꼭 선발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의 승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영광

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구선수: 나는 직업 운동선수입니다. 

따라서 국가보다 내가 연봉을 받는 팀에 

충실한 것이 우선입니다. 국가가 부른다고 

해서 부상으로 팀에 해를 끼칠 위험을 

무릅쓰고 출전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여자: 여권을 잃어버려서 곤란했을 때 

대사관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도 국민이 어려움에 부닥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남자: 내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여행 

금지국에 가고자 하는데,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

해서는 안 됩니다. 



- 222 -

 

이와 같은 탐구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생활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여준다. 맥락성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제시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중학교 

『도덕 1』(이호중 외, 2018: 211)에서 국제적 협력과 원조에 관한 탐구 

활동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활동하기] 다음의 「세계 인권 선언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다음 「세계 인권 선언문」에 제시된 권리를 참고하여 다음 그림에서 

인권이 침해된 상황을 찾아보자.

[활동하기]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1990년대 들어 다양한 국제 개발 비정부 기구들이 한국에 세워졌다. 현재 

이들은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단체의 활동가

들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① 장애인 재활 센터를 설립한지 10년 만에 현지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운영

하도록 돕는 일

② 비효율적 양계사업의 문제점을 알려 주고, 닭을 건강하게 길러 소득을 

얻는 방법을 전수하는 일

1. 비정부 기구가 ①과 같은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2. ②와 같은 도움으로 현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적어보자. 

3. (모둠 활동) 1, 2를 바탕으로 지구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 223 -

위 탐구 활동에 제시된 질문들은 지역의 특색과 같은 맥락성을 

강화하기 적합하다. 국제적 협력과 원조에 있어서 단순한 물질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들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여기에 1번 

질문처럼 그 사례 행위의 이유를 스스로 생각하고, 2번 질문과 같이 

행위로 인한 결과적 차원을 예상함으로써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맥락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연습이 된다. 1번과 2번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3번에 제시된 모둠 활동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다차원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게끔 돕는다. 

시민으로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맥락성을 고려하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탐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삶의 실제 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하기 위해 중학교 『도덕 

2』(강성률 외, 2018: 76)에서 시민으로서 직접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있다.

[함께 해 보기] 시민으로서 직접 정책을 제안해 볼까? 

모둠별로 각 분야의 담당 장관을 정하고 서로 제안해서 ‘정책 제안서’를 

완성해 봅시다. 

<정책 제안서>

교육 정책 분야 문화 정책 분야 환경 정책 분야 경제 정책 분야

장관: 장관: 장관: 장관:

만들고 싶은 정책

이름:

내용:

만들고 싶은 정책

이름:

내용:

만들고 싶은 정책

이름:

내용:

만들고 싶은 정책

이름:

내용:

위정책이좋은이유: 위 정책이좋은이유: 위 정책이좋은이유: 위 정책이좋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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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은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자질과 자세를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있어서 분야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맥락을 고려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시각 차이로 인한 문제 상황의 복잡성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상황에 대한 맥락적 고려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생활과 윤리』 

‘Ⅲ-3-2 민주 시민의 참여와 시민 불복종’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배운 뒤 정치적 무관심과 같은 문제 상황에 적용해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는 탐구 활동이 있다(정창우 외, 2018: 107).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가 낮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술하거나(정창우 외, 2018: 87), 빈부격차 해소 방안으로 마련된 종합 

부동산세 제도와 같은 정책을 평가한다(정창우 외, 2018: 93). ‘Ⅵ-1-1.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에서 화장장 조성 계획에 관한 주민들의 반발과 

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하고(정창우 

외, 2018: 187), 기본 소득 제도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후 사회 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적용해 본다(정창우 외, 2018: 188). 이렇듯 문제 상황에 대해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을 적용하거나 응용해 분석하고 해결책과 방안을 강구 

하는 탐구 활동들은 문제 상황을 맥락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윤리와 사상』의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 활동이 제시되는 데 

단순히 해결책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맥락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예컨대, 이슬람 여성이 종교적 이유로 신체를 

가린 수영복을 입은 행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토론하게 한다(변순용 외, 2018: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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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에서 이슬람 여성이 종교적 이유로 신체 대부분을 가리는 

수영복을 입고 해변이나 수영장에 나타나는 행위와 관련해 논란이 일어

났다. 그 나라에서는 정치와 종교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헌법에 따라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성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표현과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 왔기 때문이다. 

찬성: 직업과 거주를 선택하는 자유가 중요한 것처럼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소에 갈 것인가는 기본적인 자유이므로 관용이 강조되

어야 해. 의식주의 자유는 헌법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해 온 

자연법적 권리야. 따라서 종교적 이유로 독특한 수영복을 

입는 것도 허용되어야 해.

반대: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표현과 행위를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

다면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법치야. 성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어.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이유로 독특한 수영복

을 입는 것은 허용할 수 없어.

 토론 활동을 통해 문제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탐구 활동은 사회사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가능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맥락을 파악하게 한다. 

이밖에도 의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통해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탐구 활동이 있다. 보통 고등학교 교과서의 

예시들은 신문기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맥락성이 윤리적 시민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때, 신문기사를 활용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윤리와 

사상』에서‘Ⅳ-5-2.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우리 

주변의 생활에 새롭게 적용해서 이해하기 위해 직접 신문기사를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생각하게 하는 탐구 활동이 소개된다(변순용 외, 

2019: 2020). 주어진 신문기사 속 문제 상황에 관한 탐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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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문제의식을 지니고 신문기사를 탐색한다. 이후 자신이 고른 

신문기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학생들의 주도성을 높인다.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분배 정의와 공정성, 사회 정의 등과 

같은 시민사회의 핵심 가치들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재와 함께 교과서의 사례로 기술되었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삶에 

기반한 실제성과 맥락성을 살려 탐구 활동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주도성 함양은 물론 윤리적 성찰과 실천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교과서 출판사마다 차이는 존재했다. 출판사와 관계없이 교과서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학생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해 제공해야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2) 탐구 활동의 유형

교과서의 탐구 활동은 도덕적 사고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을 이끄는 

중요한 교수 전략이다. 도덕과 교육에서 탐구하는 공동체 안에서 대화와 

토론을 전개하는 수업은 도덕적, 시민적 인성함양을 가능하게 

하고(박찬영, 2019: 543), 탐구공동체 활동은 확산적 사고력 함양에 

공헌하며,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겪는 윤리적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노희정, 2004: 356-357). 따라서 탐구 

활동은 윤리적 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천을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윤리적 시민교육은 구성원들과의 상호 협력과 소통 속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메타인지적 사고과정을 통한 문제해결 역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집필된 도덕과 교과서에 구성된 탐구 활동의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이 요청된다. 이후 탐구 활동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윤리적 

시민교육을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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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도덕과 중등 교과서에서 탐구 활동은 본문 내용 학습과 함께 

제공되거나 본문의 마지막에 따로 제시된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이번 개정된 교과서는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설계되었다. 예컨대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을 응용하여 일상생활 속에 적용해 보게 하거나, 

학습한 내용과 관련한 문제를 자료로 제시한 뒤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탐구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 형성에 

도움이 되고 윤리적 성찰을 이끌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명시한 주도적인 탐구 과정이 교과서의 활동 

과제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윤리적 시민교육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요소가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중 

성취기준에 골고루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본 논문이 윤리적 

시민의 조건으로 설정한 일부 요소들은 아직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어 추후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듯 교육과정에 명시된 

목표들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배우는 주된 자료인 교과서에 잘 

반영되었는지는 별도의 분석이 요청된다. 특히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문제해결 과정과 비판적 사고 및 성찰, 메타인지적 사고, 

공감적 의사소통의 요소가 중등 교과서 탐구 활동에 포함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윤리적 시민교육에 적합한 탐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총 28권의 탐구 

활동을 분석하였다. 전체 영역과 단원을 분석하기보다 시민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원의 내용을 추출해 집중적으로 탐구 활동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중학교 『도덕 1』, 『도덕 2』의 

경우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영역,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는 

‘사회와 윤리’와 ‘평화와 공존의 윤리’의 영역, 『윤리와 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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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회사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탐구 활동을 학습 내용 확인형, 도덕적 추론형, 자료 조사·작성형, 

생활 속 적용형 등 11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토의·토론형, 

문제 해결형, 비판적 사고형, 메타인지적 성찰형, 도덕적 내러티브형은 

윤리적 시민교육의 교수・학습 전략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집계해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위 다섯 가지의 탐구 활동이 윤리적 시민교육 

핵심역량인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의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 요소에 가장 

근접한 유형이기 때문이다. 

(1) 중학교 

탐구 활동53)에는 소제목이 함께 제시되는데, 하나의 인용 자료에 

보통 2~3개의 질문이 주어진다. 그러나 탐구 활동에서 발문이 중복적 

성격을 띠는 경우 각각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Ⅲ-1. 

인권의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가?’에서 ‘위의 대화에서 어떠한 주장을 

지지할지 모둠별로 토의한 후 모둠의 입장과 근거를 제시해보자.’와 

같은 탐구 활동은 토의・토론형과 도덕적 추론형으로 중복하여 각각 

표시하였다. 9종 428개의 중학교 『도덕 1』 탐구 활동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5-15>와 같다.

53) 탐구 활동을 지칭하는 명칭은 출판사별로 조금씩 달랐으나, 분석의 대상으로 삼

은 탐구 활동은 주로 본문 중간에 내용과 함께 제시되는 ‘생각 기르기’, ‘함께

활동하기’, ‘스스로 탐구하기’, ‘생각 넓히기’, ‘함께 해보기’, ‘스스로 해결해볼까?’,

‘생각을 나누는 모둠활동’, ‘생각 더하기’ 등이 있다. 소단원이나 중단원을 정리

하며 마지막 장에 제시되는 ‘창의융합활동’, ‘도덕으로 보는 사회’, ‘실천하는 인

성교실’, ‘도덕으로 세상보기’, ‘생각 매듭짓기’, ‘자기주도적 선택 활동’ 등도 중단

원의 내용을 포괄하는 탐구 활동의 일환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주로 본

문 도입부에 제시되는 ‘생각 열기’, ‘단원의 문’ 등은 흥미 유발의 목적으로 사진

이나 그림, 대화 형식으로 짧게 구성되어 탐구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아 분석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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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중학교 『도덕 1』 탐구 활동유형 분석 결과

<표 5-15>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 속 실천형’ 탐구 활동이 

79개(18%), ‘학습 내용 확인형’이 78개(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여행자의 사례를 통해 인권을 침해당한 권리를 

써본 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쓰거나, 우리 말 속 성차별적 

표현을 찾아보고 우리 반에서 필요한 인권 실천 수칙을 추가하는 탐구 

활동이 있었다(변순용 외, 2018a: 175, 183, 186). 탐구 활동의 유형이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과 이해한 바를 실천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탐색하고 다짐하는 것이 짝을 이루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인권과 다문화 사회, 세계 시민 개념을 학습하는 단원에서 내용의 

이해를 돕는 질문이 주어진 뒤, 바로 이어서 이해한 도덕적 가치와 

    출판사

탐구유형

교학사 금성 동아
출판

리베르
스쿨 미래엔 비상

교육 지학사 천재
교과서

해냄
에듀 총합

(개)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학습 내용 
확인형 6 13% 6 13% 14 22% 8 14% 9 32% 9 26% 8 17% 11 23% 7 13% 78 18%

도덕적 
추론형 3 6% 2 4% 6 9% 4 7% 1 4% 3 9% 2 4% 5 10% 6 11% 32 7%

자료 
비교·분석형 4 9% 1 2% 3 5% 5 9% 0 0% 2 6% 0 0% 0 0% 1 2% 16 4%

자료 
조사·작성형 4 9% 5 11% 6 9% 5 9% 3 11% 1 3% 10 22% 5 10% 6 11% 45 11%

생활 속 
적용형 2 4% 8 17% 11 17% 7 12% 1 4% 4 11% 4 9% 3 6% 6 11% 46 11%

생활 속 
실천형 11 23% 12 26% 10 15% 11 19% 9 32% 2 6% 6 13% 10 21% 8 15% 79 18%

토의·토론형 8 17% 7 15% 7 11% 6 10% 0 0% 4 11% 7 15% 3 6% 7 13% 49 11%

문제해결형 0 0% 2 4% 3 5% 5 9% 1 4% 4 11% 2 4% 2 4% 1 2% 20 5%

비판적 
사고형 3 6% 1 2% 0 0% 3 5% 2 7% 2 6% 1 2% 5 10% 3 6% 20 5%

메타인지적 
성찰형 0 0% 1 2% 1 2% 1 2% 0 0% 1 3% 1 2% 0 0% 3 6% 8 2%

도덕적 
내러티브형 6 13% 2 4% 4 6% 3 5% 2 7% 3 9% 5 11% 4 8% 6 11% 35 8%

빈도/비율 47 100% 47 100% 65 100% 58 100% 28 100% 35 100% 46 100% 48 100% 54 100% 428 100%

쪽 55 50 54 54 51 52 56 56 50 4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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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탐구 활동이 

제시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정창우 외, 2018: 231).

 

이밖에도 학습 내용을 확인한 후 모둠별로 자료를 조사해 새로운 

내용을 기획하거나 만들어 제작하는 활동이 짝을 이뤄 제시한다. 예컨대 

고정관념으로 남녀의 차별에 대한 개념을 학습한 뒤 일상생활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는 활동이나, ○○시 다문화 축제가 열리는 이유를 

분석하며 다문화 사회의 개념을 학습한 뒤, 우리 학교나 지역의 다문화 

축제를 기획해 보는 활동이 이어진다(추병완 외, 2018a: 182). 출판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활 속 실천형 

79개(18%), 학습 내용 확인형 78개(18%), 토의・토론형 49개(11%), 생활 

속 적용형 46개(11%), 자료 조사・작성형 45개(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탐구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하고 작성한 뒤,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 윤리적 시민교육 활성화에 부족하다. 앞서 강조했듯이 윤리적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우리가 지구촌의 문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까닭을 나비 효과에 비유

하여 써 보자.

2) 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여러 도덕 문제 중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을 한 가지 

골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써 보자.

 ‘나비 효과’란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작은 바람이 먼 곳에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만든다는 뜻으로, 작은 사건 하나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옴을 빗댄 표현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교류가 활발하고 정보 이동이 빠

르기 때문에, 지구촌 한에서 일어난 미세한 변화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 

미국에서 기상 이변이 자주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KBS뉴스》, 2016년 6월 24일 -

학습 내용 확인형

생활 속 실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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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타인지적 사고 과정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성찰하는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표 5-15>에서 보듯이 

윤리적 시민교육의 역량과 밀접한 문제 해결형 20개(5%), 비판적 사고형 

20개(5%), 메타인지적 성찰형 8개(2%), 도덕적 내러티브형 35개(8%)로 

모두 한 자릿수를 차지한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중요시하는 탐구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탐구 

활동은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 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는 

예시로 판단된다(이호중 외, 2018a: 193). 

[활동하기]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

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라홀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적어보자.

오늘 점심 메뉴는 소고기 

볶음밥이에요.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를 왜 못 

먹어? 한번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빨리 먹어!

2. ‘1’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학교 급식으로 소고기 

볶음밥이 나오게 된 이유
친구가 라홀에게 소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이유

3. ‘1’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자.

도덕적 

내러티브형 

메타인지적

성찰형

생활 속 실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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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고 라홀의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적어보는 발문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상상해 보고 그때의 감정과 기분을 이야기하듯 

작성해야 하므로 ‘도덕적 내러티브형’에 속한다. 두 번째 발문은 

소고기가 학교 급식으로 나온 이유와 옆 친구가 라홀에게 아무렇지 않게 

소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진 원인을 탐색해보는 

활동이다. 이 경우 단순히 왜 이런 일이 발생한 표면적인 이유만을 

생각하지 않고 급식 상황과 같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적용해 

생각해보게 한다. 이는 학교 급식이라는 사회 제도 속에서 다문화 

차원의 감수성이 부족해 발생한 사례임을 탐구 활동 발문을 통해 중학생 

수준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메타인지적 성찰형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 차원의 성찰을 통해 

반성하며 수정하는 유형에 속하는 탐구 활동이다. 앞서 립맨(M. 

Lipman)은 성찰적 사고는 자신의 삶과 세상에 관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개인주의와 연결되기보다 전적으로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Lipman, 박진환・김혜숙 역, 46-47). 

그다음 3번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 방안을 연계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1번 ‘상황 파악’과 2번 ‘개인 및 사회 구조 상황에 

대한 메타인지적 분석’과정 이후 단계적으로 3번에 연계되었다. 이는 

3번만 제시되는 것보다 여러 차원을 고려한 풍부한 실천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9종, 302개의 중학교 『도덕 2』탐구 

활동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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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중학교 『도덕 2』 탐구 활동유형 분석 결과

<표 5-16>에서 보듯이 ‘학습 내용 확인형’이 65개로 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도덕적 추론형’이 40개(13%), 토의・토론형이 

36개(12%)이다. ‘생활 속 실천형’은 『도덕 1』 18%에서 『도덕 2』 

8%로 다소 떨어지고, 윤리적 시민교육과 적합한 탐구유형인 

‘토의・토론형’, ‘문제해결형’, ‘비판적 사고형’, ‘메타인지적 

성찰형’, ‘도덕적 내러티브형’이 소폭 상승해서 31%에서 35%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도덕 1』에 비해서 『도덕 2』가 개인적 차원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주제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 진행하는 

토의・토론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도덕 2』는 ‘Ⅲ-1. 도덕적 

시민’에서 정의로운 국가관을 배우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관에 대한 

    출판사

탐구유형

교학사 금성 동아
출판

리베르
스쿨 미래엔 비상

교육 지학사 천재
교과서

해냄
에듀 총합

(개)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학습 내용 
확인형 6 17% 10 31% 8 20% 4 12% 12 46% 5 19% 7 16% 10 32% 3 9% 65 22%

도덕적 
추론형 6 17% 3 9% 4 10% 6 18% 1 4% 4 15% 3 7% 7 23% 6 17% 40 13%

자료 
비교·분석형 0 0% 1 3% 2 5% 0 0% 0 0% 1 4% 4 9% 1 3% 4 11% 13 4%

자료 
조사·작성형 3 9% 3 9% 3 8% 4 12% 1 4% 2 8% 3 7% 2 6% 2 6% 23 8%

생활 속 
적용형 6 17% 3 9% 6 15% 6 18% 3 12% 2 8% 1 2% 2 6% 3 9% 32 11%

생활 속 
실천형 0 0% 5 16% 6 15% 1 3% 3 12% 3 12% 3 7% 2 6% 1 3% 24 8%

토의·토론형 7 20% 5 16% 4 10% 5 15% 4 15% 1 4% 6 14% 1 3% 3 9% 36 12%

문제해결형 0 0% 1 3% 3 8% 2 6% 2 8% 2 8% 7 16% 1 3% 3 9% 21 7%

비판적 
사고형 4 11% 0 0% 1 3% 0 0% 0 0% 3 12% 1 2% 3 10% 6 17% 18 6%

메타인지적 
성찰형 0 0% 0 0% 0 0% 3 9% 0 0% 2 8% 3 7% 0 0% 3 9% 11 4%

도덕적 
내러티브형 3 9% 1 3% 3 8% 2 6% 0 0% 1 4% 6 14% 2 6% 1 3% 19 6%

빈도/비율 35 100% 32 100% 40 100% 33 100% 26 100% 26 100% 44 100% 31 100% 35 100% 302 100%

쪽 36 35 36 36 37 32 27 36 56 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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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탐구 활동들이 제시된다. 예컨대 소극적 

국가관과 적극적 국가관의 관점을 이해하고 도로교통법 법규가 어느 

국가관의 입장에서 더 지지할지를 묻고, 그것을 토대로 모둠별로 국가의 

역할을 토론하는 탐구 활동이 포함된다(황인표 외, 2018: 70). 또한, 

국가가 셧다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립하기 전에 

국가관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탐구 활동도 있다. 이밖에도 공자의 

국가관을 동의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해보는 활동과 청소년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위해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고려하는 메타인지적 차원의 성찰을 유도하는 활동도 

제시된다(이호중 외, 2018b: 69, 71, 73). 

이처럼 『도덕 2』에서는 ‘학습 내용 확인형’이 가장 많지만, 도

덕적 판단 및 추론을 거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도덕적 추론형(7%→13%)’을 ‘토의・토론형’과 함께 짝을 이루어 

제시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는 단순히 내용만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이유와 근거를 정립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고

의 폭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한편,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차원의 측면

을 고려하는 메타인지적 성찰형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양심에

만 의존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금지 약물을 복용하

여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의 잘못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

어 설명해 보자.”와 같은 발문을 제시하거나(추병완 외, 2018b: 85), “ 

… 공정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필요할지 토의해보

자”(박병기 외, 2018b: 87)로 묻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메타인지적 

성찰형이 8개(2%)에서 11개(4%)로『도덕 1』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여전히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물론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도덕과 교수・학습의 방향으로 반성적 자기 성찰과 

자기 학습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고(교육부, 2015b: 

26-27) 이를 반영해 교과서 본문 중간이나 소단원 끝에 ‘스스로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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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우규 외, 2018a, 2018b) ‘배움정리하기’(추병완 외, 2018b) ‘성

찰하기: 더 깊게 생각해볼까요?’(이호중 외, 2018b), 코너 등을 활용해 

배운 내용을 다시 쓰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54) 그러나 대부분 배운 내용

에 대한 기억의 차원에서 발문하거나 개인적 차원의 노력만 제시하도록 

구성되어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중시하는 사회 구조적 차원의 성찰적 사

고를 온전히 반영했다고 말할 수 없다. 

(2) 고등학교

 5종 각 출판사별로 『생활과 윤리』 ‘Ⅲ. 사회와 윤리’와 ‘Ⅳ. 

평화와 공존의 윤리’55)단원의 탐구 활동유형56)을 분석하였다. 탐구 

54)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친구에게 설명해 보자(추병완 외, 2018a, 2018b)’와 같이

간단하게 자신이 이해한 것을 이야기하게 하는 성찰 활동이 있다. 또한, 중단원

마무리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단원을 마치며 스스로 써보

기’를 통해,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내용 회상

을 위한 성찰과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양성평등을 어떻게 실천

할 수 있을까?’(변순용 외, 2018b)와 같이 내 삶에 적용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

적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사회 정의를 해치는 것들을 써보자’로 학

습 내용 확인형으로서 성찰 과제가 주어지지만,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써보자’, ‘학급 혹은 학교에서 공정하지 못한 규칙

이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써보자’,와 같이 구체적인 생활 속 적용형에

유사한 성찰 과제를 제시하기도 한다(이호중 외, 2018b: 100). ‘국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와 같이 학습 목표를 나열하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정

도를 5점 만점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황인표 외, 2018b: 72).
55) 시민성 차원에서 통일 교육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도덕 2』

와 같이 『생활과 윤리』에서도 연구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Ⅳ단원 중

‘2. 민족 통합의 윤리 단원’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6) 탐구 활동은 주로 본문 내용과 함께 ‘생각 더하기’, ‘생각을 춤추게 하는 활동’,

‘탐구하고 성찰하기’, ‘원전탐구’, ‘생각 키우기’, ‘생활에서 실천하기’, ‘실생활로

더 알아보기’, ‘고전 탐구하기’, ‘이론 탐구하기’, ‘사회 탐구하기’, ‘스스로 생각하

는 여름’, ‘함께 나누는 가을’ 등으로 제시되거나, 중단원 마무리 단계에서‘창의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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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5-17>과 같다. 

<표 5-17>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탐구 활동유형 분석 결과

『생활과 윤리』 탐구 활동유형은 학습 내용 확인형이 43개(17%), 

자료 조사・작성형 34개(14%), 토의・토론형 33개(13%)가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강조하는 교과 성격이 

어느 정도 탐구 활동에 반영된 결과이다. 탐구 과정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해 자기 생각과 함께 작성하거나, 쟁점 토론과 문제해결에 대한 토의 

활동이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생활과 윤리』성취기준을 분석했을 때 

다른 교과에 비해 ‘비판과 정당화’라는 기능동사가 자주 언급되었다. 

합’, ‘프로젝트 학습’, ‘단원정리’, ‘쟁점 탐구 토론속으로’, ‘영상으로 배우는 인성

교실’, ‘신문활용학습(NIE)’, ‘실천・체험’, ‘활동학습’, ‘실천나눔’으로 나타난다. 탐

구 활동 명칭으로도 알 수 있듯이, 『생활과 윤리』 교과의 성격을 반영하여 다

양한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쟁점 토론’이 강조되고 있었다.

    출판사

탐구유형

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과서 총합
(개)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학습 내용 
확인형 10 17% 12 22% 4 9% 7 15% 10 26% 43 17%

도덕적 
추론형 10 17% 5 9% 1 2% 6 13% 5 13% 27 11%

자료 
비교·분석형 1 2% 10 18% 0 0% 1 2% 4 11% 16 6%

자료 
조사·작성형 8 13% 1 2% 13 28% 11 23% 1 3% 34 14%

생활 속 
적용형 2 3% 0 0% 3 7% 3 6% 1 3% 9 4%

생활 속 
실천형 7 12% 7 13% 5 11% 3 6% 1 3% 23 9%

토의·토론형 6 10% 4 7% 7 15% 9 19% 7 18% 33 13%

문제해결형 3 5% 7 13% 2 4% 2 4% 2 5% 16 6%

비판적 
사고형 6 10% 6 11% 2 4% 2 4% 4 11% 20 8%

메타인지적 
성찰형 0 0% 1 2% 4 9% 1 2% 0 0% 6 2%

도덕적 
내러티브형 7 12% 2 4% 5 11% 3 6% 3 8% 20 8%

빈도/비율 60 100% 55 100% 46 100% 48 100% 38 100% 247 100%

쪽 56 54 55 54 54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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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 요소가 실제 교과서 탐구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의・토론형이 제공되었다. 탐구 활동 차원에서 비판적 

사고는 토의・토론을 통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장하고, 사회 

변혁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와 기준을 성찰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생활과 윤리』 탐구 활동에서는 쟁점이 일어나게 된 제도나 

관점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활동이 주로 토론 형태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사형 제도와 종신형, 기본 소득 법안,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부동산세, 소수자 우대 정책, 해외 원조, 아랍 지역 

여성들의 운전 행위, 부유세 도입, 시민에 대한 국가의 간섭 범위, 시민 

불복종을 위한 흑인 여성의 행위, 국내 복지 예산과 해외 원조 예산 

비중 등 쟁점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형성하는 탐구 활동이 많았다. 

비판적 사고는 상호 의견 교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정당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밝히기보다 모둠 

안에서 협력하여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립하는 형태가 더 낫다고 

판단된다. 

이밖에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의 활동을 제시하는 탐구 

활동이 있다. 부패를 막는 방안이나 참여하고 싶은 시민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둠별로 토의하여 생각해보거나, 부당한 권력이 

무엇이 있고, 난민 문제해결 방안을 묻는 토의 활동도 제시된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를 토의・토론하면 확장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형성에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토의・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며, 의견충돌 시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함양에도 유익하다. 다만, 일부 탐구 활동이 

‘(가)와 (나)의 쟁점’이라고 제시되었지만, (가)와 (나)의 자료가 상반된 

쟁점이 아닌 경우가 발견되었다(정창우 외, 2018c: 87). 또한, 비판적 

탐구 활동에서 자신만의 문제 제기를 통한 생각을 키우는 탐구 

활동보다는 기존 사상가 입장 이해를 위한 발문에 그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아래 (1)처럼 각 사상가 입장에서 해외 원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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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평가만 하는 활동보다는, 아래 (2)와 같이 각 사상가가 제안할 

방안과 더불어 자신이 실천 방안을 나누어 써보는 활동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3)처럼 사상가의 관점에서 부유세와 같은 

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토론한 뒤, 자신만의 입장을 정립할 수 있는 

논술이 함께 제시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 및 성찰 능력을 키우는 데 더 

적합하다.

그다음으로 『생활과 윤리』는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 교과임을 교육과정 문서에 밝히고 있다. 

이것에 맞춰 교과서의 탐구 활동들이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탐구 활동에 갖춰졌는지 분석하려 한다. 

먼저, 문제 상황 제시가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소재이거나, 문제 상황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다음으로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해 문제해결 차원에서 자기 인식과 사회 구조적 차원의 

인식과 같은 메타인지적 사고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반영해 『생활과 윤리』‘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중 ‘1.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단원에서 학생들에게 친숙한 소재를 활용해 

탐구 활동이 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을 

(1) (가)의 해외 원조 사례를 (나)의 싱어와 롤스의 입장에서 각각 

평가해 보자(변순용 외, 2018c: 211).

(2) 다음 글을 읽고 지구촌의 빈곤과 기아 종식을 위해 싱어, 롤스, 

노직의 입장에서 제안할 방안과 내가 실천할 방안을 각각 써 

보자(정창우 외, 2018c: 210).

(3) 롤스, 노직 중 한 사람의 정의론을 채택하여 부유세에 관해 토론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논술해 보자(김국현 외, 2018: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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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는 부분에서 세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는 활동이다. 

부모 세대의 청소년기와 우리 세대의 청소년기를 비교하기 위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청소년 시절 고민이나 여가 시간 중 취미 

활동들을 조사한 뒤 비교표를 만들게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비슷한 점도 알 수 있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와 덧붙여 학교나 학급에서 나타나는 갈등 

사례를 조사해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 이어진다. 이로 인해 실제 

생활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김국현 외, 2018: 187, 188).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 

모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청렴한 국가 조성 방안을 위한 탐구 

활동에서 우리나라 부패 인식 지수(CPI)에 관한 신문기사를 자세히 

소개하거나(정창우 외, 2018c: 87),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탐구 

활동에서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과 같은 문제 상황을 담은 신문 자료를 

제시한다(정창우 외, 2018c: 107). 사회 통합을 위해 기본 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 탐구에서 OECD 회원국의 복지와 같은 

사회 지출 비용을 비교한 신문기사를 제공하기도 한다(정창우 외, 2018c: 

188). 신문기사의 특성상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담고 있어 탐구 활동의 

문제 제기 자료로 활용하기 좋다. 다만, 주로 신문기사로 문제 상황이 

주어지는 점은 다양성 차원에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생활과 윤리』‘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중 ‘3. 지구촌 평화의 

윤리’ 단원에서 해외 원조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복잡한 문제 

상황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발문의 

형태가 특정 학자입장에서 상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메타인지적 차원으로 확장하지 

못하게 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변순용 

외, 2018c.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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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와 같은 탐구 활동은 사상가의 입장을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적용해 생각해 볼 수 있어 국제 사회의 책임과 기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다만, 아프리카 해외 원조와 같은 문제 상황은 

메타인지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는 문제해결 

활동이 가능한 좋은 사례인데, 단순히 싱어와 롤스의 입장에서 모기장의 

해외 원조 사례를 평가만 하는 것은 탐구 활동으로써 아쉬움이 남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접근과 해결에 있어 메타인지57)적 성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확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기회이다. 이를 반영하여 제시한 탐구 활동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의 불평등한 관계 개선에서 필요한 노력으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구조와 제도를 발문으로 

제시한다(김국현 외, 2018: 93). 또한, 모둠별로 신문이나 뉴스, SNS를 

57)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라벨(J. H. Fravell)은 인지 과정과 결과에 따른 자기

지식으로 메타인지를 이야기한다. 그는 메타인지적 지식으로서 개인(person), 과

제(task) 전략(strategy) 변인을 강조하는데, 특히 과제 변인은 과제의 성질과 처리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인지 수행과정과 결과에 있어 중요하다(Fravell, 1979: 907).

[스스로 생각하는 여름] 해외 원조는 의무일까, 선택일까?

(가) 매년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은 모기장만 있으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를 알게 된 미국의 한 유명 배우는 서구의 

부유한 국가들을 설득하여 10만 개의 모기장을 무료로 아프리카로 보냈다. 

그런데 무료 모기장이 보급되자 아프리카의 한 모기장 업체는 도산해 

버렸고, 그 기업의 직원들은 가족을 더는 부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모기장 가격의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켰다. 그러자 가장 빈곤한 계층의 

어린이들이 모기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 모요(Moyo, D.), 『죽은 원조』 -

(나) 싱어 : 원조는 인류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윤리적 의무이다.

    롤스 : 원조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이행할 수 

있게 돕는 의무이다.

Q. (가)의 해외 원조 사례를 (나)의 학자들의 입장에서 각각 평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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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보도된 기사를 찾아 모둠별로 카드 뉴스를 제작한 후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노력할 점을 

토의해보는 활동이 주어진다(김국현 외, 2018: 101). 신문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제공하는 경우는 ‘미래엔’출판사가 다른 출판사보다 

많았는데, 이러한 신문을 활용해 사회 제도와 구조의 개선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아래 탐구 활동의 경우 도덕적 민감성을 높이는 

영상과 같은 미디어를 활용한 뒤, 신문활용학습으로 연계한 점이 

돋보인다. 이를 인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정창우 외, 2018; 111). 

이러한 탐구 활동은 사회 구조적 측면을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메타인지적 성찰형에 해당된다.

58) 이미지 출처: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22131

[네이버영화, 서프러제트. 2016]

[영상으로 배우는 인성교실 : 정치 윤리 융합] 정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신문을 활용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탐구하기

우리는 이 영화58)를 통해 오늘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불의한 제도와 구조를 

개선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탐구해 보자.

 ‣ 활동 방법59)

 1. NIE 공책을 준비한다.

 2.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정의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NIE 공책에 오려 붙인다.

 3. 붙인 신문기사의 내용을 정독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공책에 적는다.

 4. 자신이 수집한 기사와 정의 실현 방법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 도움말: 정의 또는 부정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기사를 찾은 후 정의롭거나 

정의롭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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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논문은 탐구 활동유형으로 메타인지적 성찰형을 “자신의 

지식과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 차원의 성찰을 통해 반성하며 

수정하는 유형”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의 성찰’과 더불어 

‘자신의 지식과 판단의 성찰’도 메타인지적 차원에서는 중요한 

과정이다60). 『생활과 윤리』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단원이 

있어 자기 인식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활동이 일부 제공된다. 예컨대 

‘Ⅵ-1.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중단원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합리적인 대화 습관의 중요성이 본문의 내용으로 언급된다. 이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나의 대화 방식 성찰표’가 

제공된다(김국현 외, 2018: 190). 이러한 활동은 자신의 대화 방식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생활과 윤리』‘Ⅵ-2. 

소통과 담론의 윤리’ 중단원에서 하버마스가 강조한 이상적 대화 

상황의 조건을 배운 뒤, 실제 토론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점검표로 체크 하는 내용이 있다. 이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정탁준 외, 

2018: 191). 

◦ 학급 토론 상황이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상적 대화 상황’의 조건에 

충족하였는지 점검해 보자. 

조건 평가

평등하게 대화 상황에 참여하였는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옳고 진실한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였는가?

➡

59) 스스로 절차를 만들어 볼 수 있지만, 자세하게 절차를 안내해주는 방법은 절차적 지식

형성에 도움이 된다.
60) 메타인지적 지식에서 개인 변인이 존재한다. 보통 개인 변인은 개인 내적, 개인 간, 인

지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이 있다. 내가 무엇을 더 잘하고 못하는지, 다른 친구들에 비

해서 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다. 프라벨은 이러한 개인적

변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지적 수행과정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Fravell,

1979;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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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활동에 참여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성찰 이외에도 시민 

불복종과 같은 내용을 학습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현재 – 과거 - 미래의 

형태로 나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경우도 있다(김국현 외, 2018: 112). 

이는 성찰적 사고로 립맨이 말한 회귀적이고 메타인지적이며 자기 

수정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Lipman, 박진환・김혜숙 역, 2005: 

47-48).

다만, 이와 같은 자기 수정적 차원의 메타인지적 성찰 역시 자기 

인식과 판단에만 국한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메타인지적 

성찰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사회 제도와 구조 

차원이 보강되어야 한다. 이와 덧붙여 사회 제도와 구조적 차원을 

성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해당 문제가 발생한 상황과 맥락을 

세심히 점검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이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생활과 윤리』 탐구 활동을 분석했을 때, 메타인지적 성찰형의 

내용은 ‘비상교육(김국현 외, 2018)’ 4개와 ‘미래엔(정창우 외, 

2018c)’과 ‘지학사(정탁준 외, 2018)’는 1개로 일부 출판사에서만 

◦영화 ‘그레이트 디베이터스(Great Debaters, 2007)’를 감상하고, 각 

단계에 맞게 서술해 보자. 

1단계 과거의 경험 적기 – 위 영화에 등장한 와일리 대학 토론팀은 무엇을 

위해 토론 대회에 나갔는지 써 보자.

2단계 과거의 행동에 대한 성찰 내용 적기 - 와일리 대학 토론팀 학생들이 

추구했던 도덕 원리는 무엇이었는지 써 보자.

3단계 현재의 행동에 적용한 내용 적기 - 2단계에서 쓴 도덕 원리를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써 보자.

4단계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적기 - 2단계에서 쓴 도덕 원리를 오늘날 

적용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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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적으로 제공됨을 알 수 있었다. 문제 해결형의 탐구 활동은 

전체적으로 16개로 8% 그치며, 메타인지적 성찰형 역시 6개로 2%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리적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생활과 윤리』의 

미진한 부분을 향후 보완해야 한다. 

다음은 5종, 192개의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탐구 활동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5-18>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탐구 활동유형 분석 결과

『윤리와 사상』 탐구 활동유형은 학습 내용 확인형이 56개(29%)로 

『생활과 윤리』 43개(17%)보다 더 늘어났다. 토의・토론형이 

28개(15%)로 『생활과 윤리』 33개(13%)와 비율상 비슷한 수준이다. 

『윤리와 사상』 성취기준에서는 다양한 동・서양의 윤리 사상과 

    출판사

탐구유형

교학사 미래엔 비상교육 씨마스 천재교육 총합
(개)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학습 내용 
확인형 15 30% 18 53% 3 9% 17 44% 3 9% 56 29%

도덕적 
추론형 5 10% 2 6% 2 6% 3 8% 4 12% 16 8%

자료 
비교·분석형 2 4% 3 9% 2 6% 5 13% 3 9% 15 8%

자료 
조사·작성형 3 6% 2 6% 5 14% 1 3% 2 6% 13 7%

생활 속 
적용형 6 12% 0 0% 5 14% 1 3% 2 6% 14 7%

생활 속 
실천형 2 4% 1 3% 2 6% 2 5% 1 3% 8 4%

토의·토론형 7 14% 4 12% 7 20% 6 15% 5 15% 29 15%

문제해결형 1 2% 1 3% 4 11% 1 3% 2 6% 9 5%

비판적 
사고형 8 16% 0 0% 3 9% 1 3% 10 29% 22 11%

메타인지적 
성찰형 1 2% 1 3% 2 6% 2 5% 2 6% 8 4%

도덕적 
내러티브형 0 0% 2 6% 0 0% 0 0% 0 0% 2 1%

계 50 100% 34 100% 35 100% 39 100% 34 100% 192 100%

수 61 66 52 51 56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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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상을 ‘탐구하기’와 ‘토론하기’가 기능동사로 자주 언급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탐구 활동에서 토의・토론형이 두 

번째로 많다. <표 5-1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출판사에서 

토의・토론하기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윤리와 사상』‘Ⅳ. 

사회사상’의 내용 구성상 상호 팽팽하게 맞서는 사회사상에 대해 찬반 

토론을 탐구 활동으로 제시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는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국적을 변경한 

가수의 사례를 적용한다. 또한, 개인선과 공동선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토론하거나, 엘리트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입장에 대한 찬반 토론, 

‘양심인가, 준법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소로, 롤스, 하버마스의 입장을 

바탕으로 토론하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이밖에도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경제 현상을 토론하고, ‘우리는 국제 사회의 

국민인가, 지구촌의 세계 시민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롤스의 

국제주의와 싱어의 세계 시민주의의 쟁점을 토론한다. 이밖에도 민주 

시민 자세에 대해 토의하거나 이상사회 실현에서 필요한 개인적이고 

사회적 차원의 노력과 인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을 토의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쟁점 토론들이 

사상가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우리의 삶과 연계된 토론 

주제를 스스로 정하고 모둠별로 토의・토론할 수 있는 전략을 탐구 

활동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래는 이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탐구 활동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류지한 외, 2019: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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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쟁점 토론을 제시하는 방식이 출판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일부 출판사에서 쟁점에 대해 상호 토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기 생각을 쓰는 것에 그치기도 한다(박찬구 외, 2019: 215). 

물론 이러한 탐구 활동의 경우도 교사가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 모둠 

토론이나 전체 토론으로 재구성해 진행할 수 있지만, 탐구 활동에도 

개별적 자기 생각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나눠보는 토론 발문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출판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논의하는 형태로 

쟁점 토론을 구성해 교과의 성격을 반영했다.

『윤리와 사상』 탐구 활동 중 눈에 띄는 점은 중학교 『도덕 1』(5%), 

『도덕 2』(6%), 고등학교『생활과 윤리』(8%)와 다르게 ‘비판적 

사고형’이 21개로 11%로 가장 높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창의・융합 활동] 개인선과 공동선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 개인선과 공동선이 충돌하는 사례를 찾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   

  (예: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인권 침해일까, 공익을 위한 것일까?)

▸ 갈등의 핵심 쟁점과 그 해결 방안을 알리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기

탐구 순서 탐구 내용

1. 갈등 사례 

조사하기

① 사례 유형

② 주요 내용

2. 모둠별 

사례 정하기

① 조사한 갈등 사례 공유

② 모둠 탐구 주제

3. 선정된 

갈등 사례 

탐구하기

① 갈등 당사자・
② 주요 내용

③ 갈등의 핵심 쟁점

4. 해결 방안 

모색하기

①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②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자료 조사・작성형

토의・토론형

도덕적 추론형

메타인지적 성찰형

문제해결형



- 247 -

입장에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두 

경제학자입장에서 한국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활동이 

제시된다(황인표 외, 2019: 210). 또한, 국가 정책 실패로 나라가 파산 

위기를 맞은 민주적 정부와 독재를 통해 경제가 발전한 정부 중 비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활동이 제공된다(변순용 외, 2019: 

174). ‘Ⅳ-3. 시민은 개체적 존재인가, 사회적 존재인가?’라는 

중단원에서는 이슬람 여성이 종교적 이유로 신체를 가린 수영복을 입은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활동이 있다(변순용 외, 2019: 179). 

투표에 대해 법적 의무를 가하는 경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판단하거나(변순용 외, 2019: 194) 과연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체제인지에 

대해 영화의 줄거리를 토대로 생각해보게 하는 활동이 있다. 아래 인용은 

민주주의에서 일상적 방법인 다수결의 원리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하는 활동이다(황인표 외, 2019: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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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탐구 활동은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 또는 방법이 갖는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새롭게 판단하게 한다. 다만, 출판사별로 『윤리와 

사상』 탐구 활동에 제시된 비판적 사고형을 분석했을 때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61) 이미지 출처: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46480

[네이버영화, 덩케르크. 2017]

[15분 활동 – 찬반 토론하기] 자유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 원리 이해

∙ 다음은 영화 「덩케르크」61)의 한 장면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배에서 내려야 하는 사람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지 찬반 

입장을 나누어 토론해 보시오.

2. ‘다수의 결정에 따를 때 이성과 정의 또는 진리가 관철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것에 비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수결 지지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나요?

3. 배에서 누군가 내려야 한다면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란,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인 

1940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을 영국 본토로 최소의 

희생을 내고 철수를 감행하였던 작전을 말한다. 

영화에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으로 이루어져 있던 

연합군은 같은 편이지만, 전쟁의 공포 속에서 서로 

먼저 덩케르크를 탈출하려 한다. 연합군 중 한 무리가 

버려진 선박에 올라타 탈출하려 하지만, 출발하려는 

배에 구멍이나 물이 들어온다. 그러자 배 안의 다수를 

차지하는 영국군이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프랑스 군인 깁스를 쫓아내자고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에 영국 군인 토미는 프랑스 군인이라고 쫓아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대하지만 이는 묵살된다.

토의・토론형

비판적 사고형

문제해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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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탐구 활동유형으로 비판적 사고형은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분석을 통해 정당화하며 가치나 현상을 평가하는 유형”으로 

정의했다. 위 예시들은 주로 분석을 통해 행위나 판단을 정당화하거나 

가치나 현상을 평가하는 유형이 대다수이다.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비판적 사고형은 학생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의도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탐구 활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윤리와 사상』은 동・서양의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을 토대로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학생 스스로 창의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교과이다(교육부, 2015b: 49). 그러나 직접적인 문제 

해결형에 해당하는 탐구유형은 총 9개로 5%에 그친다. 그리고 일부 

출판사의 문제 해결형의 경우 모둠원과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보다는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 방향을 

설계하여 발표해 보자”와 같이 ‘자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박찬구 외, 2019: 206). 문제해결에 있어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메타인지적 지식 변인으로 

전략62)을 탐구 활동에서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위한 모둠 활동 전략이 포함되야 한다. 아래 인용은 앞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점인 의도적인 문제 제기가 없는 비판적 사고형과 상호 협력이 

배제된 문제 해결형을 보완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의 예시라 할 수 

있다(변순용 외, 2019: 212-213). 

62) 프라벨은 메타인지적 지식 변인으로 전략(strategy)을 꼽는다. 이것은 학생들이 인지

수행과정으로 목표를 달성할 때 어떤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 습득할 수 있는 지식

을 의미한다(Fravell, 1979: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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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탐구 활동은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요소들을 포함한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윤리적 시민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변 상황을 탐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을 중시한다. 이때 구성원들은 

상호 공감적 소통을 통해 좋은 해결전략을 메타인지적으로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윤리와 사상』 탐구 활동을 분석했을 때, 메타인지적 

성찰형의 내용은 『생활과 윤리』와 비슷하게 적다. ‘비상교육(류지한 

외, 2019)’,‘씨마스(박찬구 외, 2019)’와 ‘천재교육(변순용 외, 2019) 2

[사상충전소] 자본주의와 우리의 삶

∙ 4~5명이 모둠을 구성하여 순서에 따라 자본주의와 관련된 쟁점을 토론해 보자.

[1단계] 토론 주제 선정

- 자본주의와 관련된 

토론의 주제를 선정

해 보자.

∙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주제와 관련한 

핵심 개념과 가실 가치를 확인해 보자. 

-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이윤 극대화에 

있는가? 등

[2단계] 토론 주제 관

련 자료 조사

∙ 선정한 토론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보자.

- 긍정적 주장과 논거

- 부정적 주장과 논거
[3단계] 모둠별 토론 ∙ 쟁점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정하고 다른 

모둠원과 토론하여 모둠의 주장을 정리해 보자.

[4단계] 학급 단위 토론 ∙ 쟁점에 관해 찬성하는 모둠과 반대하는 

모둠이 서로 토론해 보고, 각 모둠의 주장과 

논거를 정리해 보자.
[5단계] 개인별 정리

학급 토론에서 나온 주장과 논거를 참고하여 자

신의 주장을 다시 정리해 보자.

비판적 사고형

자료 조사・작성형

토의・토론형

비판적 사고형

도덕적 추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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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미래엔(정창우 외, 2019)’과 ‘교학사(황인표 외, 2019)’ 1개로 

총 8개(4%)에 그친다. 심지어 탐구 활동의 유형으로는 ‘성찰하기’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발문 형태는 내용 이해 수준에 그치거나 자료 조사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박찬구 외, 2019: 210, 212).63) 나머지 성찰형의 

탐구 활동은 메타인지적 성찰형에 맞게 제시되었다. 예컨대‘사회 구성원

들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를 위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토론하기’(류지한 외, 2019: 202)나,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모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모둠별로 토의해 보시오.’(황인표 외, 2019: 168)로 제시한다. 그

러나 발문 형태는 ‘바람직한 자본주의의 실현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국제적 차원의 방안에 대하여 모둠별로 토론해보자.’로 나와 있지만, 바

로 윗부분 교과서 본문에 이 내용이 바로 나와 있어 학습 내용 확인형에 

가까운 활동도 있었다(정창우 외, 2019: 204). 

중・고등학교 탐구 활동을 분석한 결과 모두 학습 내용 확인용이 가

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의식

을 가지고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

하는 탐구 활동유형을 보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 내용 중간에 탐

구 활동을 간략하게 넣기보다 중단원 마지막에 탐구 활동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사회 구조 및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메타

인지적 성찰형의 경우 단계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전략과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윤리적 시민교육에 적합한 

탐구 활동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63)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탐구 활동이 이해하기와 성찰하기로 표기

되어 있지만, 정작 발문은 ‘묵자가 생각하는 사회 혼란의 원인과 그 해결방법을 설명해

보자’ ,‘ 유교, 불교, 도가 등 동양의 여러 평화 사상의 특징을 조사하여 그 공통점을

찾아보자’와 같이 이해하기를 위한 발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박찬구 외, 2019: 210).

또한, ‘비무장지대의 위상과 평화적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의 탐구 활동은 성찰하기로

만 분류되어 있는데, 발문의 내용은 ‘윗글을 읽고 비무장지대의 역할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와 같이 자료 조사형의 형태로 제시되어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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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구 활동 발문의 기능적 요소 

탐구 활동 속 발문은 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안내하기 위한 수단이다. 발문은 내용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촉진할 수 있어 수업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탐구 활동유형 분석에 이어서 탐구 활동 속 발문을 

검토하려는 이유는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탐구자료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발문들이 탐구유형에 걸맞지 않거나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을 재확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탐구자료에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사고를 촉진하는 

발문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탐구 활동의 기능이 퇴색될 수 있다.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주로 강조하는 탐구 활동의 유형으로 

토의・토론형, 문제해결형, 비판적 사고형, 메타인지적 성찰형, 도덕적 

내러티브형이 있었다. 이것은 윤리적 시민교육의 역량과 가장 밀접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교과별로 비중을 정리하면 다음 <표 

5-19>와 같다. 

<표 5-19>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탐구 활동 비중

『도덕 1』 『도덕 2』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토의·토론형 49(11%) 36(12%) 33(13%) 29(15%)

문제 해결형 20(5%) 21(7%) 16(6%) 9(5%)

비판적 사고형 20(5%) 18(6%) 20(8%) 22(11%)

메타인지적 
성찰형 8(2%) 11(4%) 6(2%) 8(4%)

도덕적 
내러티브형 35(8%) 19(6%) 20(8%) 2(1%)

계64) 31% 35% 3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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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중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생활과 

윤리』가 37%로 가장 높고, 『도덕 1』이 31%로 가장 낮다. 대체로 교

과와 상관없이 토의・토론형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비판적 사고형의 경

우 『윤리와 사상』 비중이 11%로 높지만, 도덕적 내러티브형은 1%로 

가장 낮다. 윤리적 시민교육과 가장 밀접한 탐구유형의 발문을 분석함

으로써 발문의 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기능 동사를 조사해 보겠다.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의・토론형 발문의 예시에 어떤 방식으로 

기능 동사가 제시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표 5-20>과 같다. 

<표 5-20> 토의・토론형 발문 예시 및 기능동사

64) 각 교과별로 탐구 활동 수가 다르다. 『도덕 1』의 경우 총 428개, 『도덕 2』는

총 302개, 『생활과 윤리』 247개, 『윤리와 사상』은 192개 중 비율이다. 자세

한 사항은 <표 5-15> ～ <표 5-18> 참고 바람.

활동유형 발문 예시 기능동사

토의・
토론형

- 지구촌의 여러 가지 도덕 문제를 다룬 작품을 모둠원

끼리 공유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 위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의 장점을 짝과 이야기

해 보자.

- 모둠원의 경험을 들어 보고 공감 표를 던져 보기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와 같이 난민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로 인해 난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토의해 보시오.

- 친구들과 다르게 표시한 내용을 비교해 보고, 그렇게 

표시한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자.

[이해]

공유하기

이야기하기

공감하기 

토의하기

 의견 나누기

- 우리 주변에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지 모둠원과 토의해보자.

- 우리나라에서 스위스와 같은 기본 소득에 관한 투표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토론해 보자.

- 다음 두 사상가의 주장을 참고하여 자본주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해 보자.

[적용]

(자세)토론하기

(선택/방향)토론

하기

- 여자에게 어울리는 것 혹은 남자에게 어울리는 것이라

고 구분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 토론해 보자.

[분석]

(문제)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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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에서 알 수 있듯이, 토의・토론형의 발문 수준은 앤더슨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이해, 적용, 분석, 종합, 창안의 수준에 따라 

발문의 예시를 분류할 수 있다. 내용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정보처리 발문부터, 고차원적 사고력인 ‘적용, 분석, 평가’의 발문이 

적절히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주로 고등학교 교과에 제시된 

발문들이 많다. ‘창안’은 전문가 수준에 해당하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준과 교과 단원의 내용에 맞게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과제를 성취하고 제작, 작성하기 위한 발문과 탐구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주고, 실질적인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된다. 또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실천 방안을 

이끄는 토론 역시 창안하기에 속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창안 단계의 

토론은 주로 문제 해결형의 탐구 활동과 병행하여 제시된다. 아래 <표 

5-21>은 문제 해결형의 발문 예시와 기능동사이다. 

- 역사 속에서 실제 전쟁 사례를 찾아 왈처의 정의 전쟁

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토론해 보자.

- 다음 글의 배우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해보

고, 그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토론해 보자.

- 갑(긍정적 전망), 을(부정적 전망) 가운데 누구의 주장에 

찬성하는지 찬반 입장으로 나누어 토론해 보시오.

[평가]

(정당화)토론하기

(평가)토론하기

(찬반)토론하기

- 건강하고 행복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를 만들기 

위해 토론하고 발표해 보자.

- 고등학생인 우리가 난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모둠

별로 토의해 보자.

-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를 위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토론하기

[창안]

(제작)토론하기

(방안)토의하기

(실천방안)토론

하기



- 255 -

<표 5-21> 문제 해결형 발문 예시 및 기능동사

문제 해결형 발문의 경우 단계별로 절차가 자세히 제시되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방법을 선정하고 구성, 

설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때로는 ‘문제발견 및 확인’ 단계에 많이 

사용되는 발문들이 탐구 활동에 제시되었다. 문제 해결형의 경우, 

중단원 중간에 나오기보다 중단원 마지막에 여러 요소를 융합하는 

활동으로 제시된다. 이런 경우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프로젝트 

형태의 활동을 진행할 때 사용하면 좀 더 유용하다. 과제의 유형에 따라 

활동유형 발문 예시 기능동사

문제

해결형

- 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교내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 제약 회사들이 새로운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개

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 풍선 안에 써보세요.

- 각 모둠별로 위 목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 지구 공동체 문제를 선정해보자.

[문제발견]

문제파악하기

필수요소찾기

찾아보기

우선순위정하기

문제선정하기

- 지구 공동체 문제를 알릴 효과적인 방법을 선정하자. 

-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주변의 사회 문제를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

- 위의 국가의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실천 방법을 

모둠원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 창의적으로 구성해 보자.

-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자본주의 체제

의 발전 방향을 설계하여 발표해 보자. 

[전략탐색]

(방법)선정하기

(방안)모색하기 

(창의적)구성하기

(방향)설계하기

- 모둠원과 논의하여 프로젝트의 구상안을 작성한다.

- 가치 실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기

-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 문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

릴 수 있는 지구촌 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 모둠별로 큰 종이에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을 꾸미고 그 

내용을 발표해 보자

- 모둠별로 주제를 선정해 5분 내외의 짧은 드라마를 완성한다.

[실행]

(구상안)작성하기

(보고서)작성하기

(신문)만들기

꾸미기

(드라마)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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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전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형의 경우 단순히 

발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이 과제로 주어지는지, 

과제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답이 

정해져 있는 고정적 과제인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방적 과제인지에 

따라 문제해결 전략이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고차원적 

사고가 요구되므로 이를 적절히 수업 전략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에 의해 과제의 절차가 결정된 구조화된 문제인지, 학생이 절차와 

기법을 새롭게 창안하는 비구조화된 문제인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비판적 사고형의 발문과 기능 동사를 살펴보겠다. 사실 

현장에서 가장 가르치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비판적 사고라 할 수 

있다. 교과서 탐구 활동에 제시된 비판적 사고형의 발문 형태의 예시와 

수준을 분석하면 다음 <표 5-22>와 같다. 

<표 5-22> 비판적 사고형 발문 예시 및 기능동사

활동유형 발문 예시 기능동사

비판적 

사고형

-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제기

해보자.

- (가)와 같은 생각의 문제점을 써 보자.

- 윗글에 나타난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 윗글에 나타난 두 사람의 행위는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 위 사례의 ○○과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문제제기]

문제제기하기

문제지적하기

문제예상하기

- (나)의 관점에서 (가)의 중화사상을 비판하는 글을 써 보자.

- 인권에 관한 수현이의 생각을 비판해 보자.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가), (나) 중 어느 하나

의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해 보자.

- 제시문과 관련하여‘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주민에게 벌

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주장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써 보자.

- 노직과 롤스의 입장에서 준호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지 써 보자.

[분석] 

(관점/입장에서)

비판하기

(예상된)

질문답변쓰기

(입장에서)조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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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에서 알 수 있듯이 비판적 사고형 발문의 경우 특정 

관점이나 입장에서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비판하고, 쟁점 토론을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반박하고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이 많다. 이밖에도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나 평가가 비판적 사고형 발문 예시의 

특징이다. 주어진 현상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비판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상대방과 대화로 결정하는 과정은 비판적 사고형의 

주된 요소일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빠르고 복잡하게 진행되는 미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사회, 정치, 경제 구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토론을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이 파헤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시민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 다음 1을 읽고,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2의 주장을 

반박해 보자.

- 1에서 다른 의견을 선택한 모둠 구성원의 생각을 정리

하고, 그것을 반박해 보자.

- 갑, 을의 입장 중 자신이 지지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반론을 써 보시오.

[분석]

반박하기

반론쓰기

- 다음과 같은 법규는 어느 국가관의 입장에서 더 지지할까?

- 사례 B에서 주인의 행위가 공정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

- 다음 사례에서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와 함께 써 보자.

- 아래 사형 제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정당화 근거를 

참고하여 자신의 입장을 써 보자.

[가치결정]

지지하기

의견쓰기

정당한 

이유/입장 쓰기

- 제시된 문화를 보편 규범에 비추어 평가해 보자.

- 우리나라 중학생의 윤리의식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

- 브란트 총리의 행동을 애국심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자.

- (지문: 종합 부동산세 제도 도입)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다음 글에 나타난 정책을 평가해 보자.

- (가)의 내용을 통해 '문제 상황'을 평가해 보자.

- 1번에 나온 사례에 대해 갑(소로), 을(하버마스) 사상가

의 입장에서 각각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평가]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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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에 있어 비판적 사고형의 탐구 활동이 균형적이고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메타인지적 성찰형의 발문 예시와 기능 동사를 선별해 

보겠다. 앞서 탐구 활동유형을 분석했을 때 메타인지적 성찰형은 탐구 

활동유형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을 교과 

역량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탐구 활동에서 성찰과 관련된 부분들이 

기존에 배운 것들을 다시 떠올려 써보는 활동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성찰적 사고를 윤리적 시민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선정하고, 성찰적 사고를 메타인지적 사고와 동일하게 여기고 탐구 

활동유형을 분석해보았다. 메타인지는 쉽게 말해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자기 인식을 모니터링하고 학습 목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본격적인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후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에 대해 되돌아보고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성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현재 교과서에서는 

크게 반영되지 않아 분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메타인지적 

성찰형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사회 구조적 차원의 반성과 성찰로 

정의한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선별하였다. 일부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각 단원마다 ‘톡톡 성찰하기’라는 이름으로 배웠던 

내용을 다시 쓰게 하거나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쓰게 하는 항목이 

있었으나, 매번 같은 형태와 질문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탐구 활동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탐구 활동에서 현상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거나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할 때 사회적 차원의 제도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발문이 제시되어 메타인지적 성찰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발문 형태도 조사할 수 있었다. 또한, 『생활과 윤리』 

‘Ⅵ-1.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라는 단원이 있어 대화와 의사소통에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과 오류가 없는지 인식하게 하는 탐구 

활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5-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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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메타인지적 성찰형 발문 예시 및 기능동사

활동유형 발문 예시 기능동사

메타

인지적 

성찰형

- 지구 공동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적 자세와 사회적 

제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 위 사례의 ○○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지 

개인과 사회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적어보자.

- 부당한 갑을 간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차원에서 제안해 보자.

- 제시된 제도들 외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어떤 

제도들이 마련되면 좋을지 발표해 보자.

[사회적차원

전략]

관계살피기

구분하기

제안하기

(제도)마련하기

- 다른 의견을 제시한 모둠의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써 보자.

- 학급 토론상황이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상적 대화 상황'

의 조건에 충족하였는지 점검해 보자.65)

- 위 표에서 예라고 대답한 개수를 세어 보고 자신의 대화 

방식을 평가해 보자.

- 평소 나의 대화 방식을 성찰해 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

해보자.66)

[자기 

조절하기]

써보기

점검하기

평가하기

성찰하기

개선하기

메타인지를 발달시키면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자기 인식 수준에 

맞게 구상할 수 있다. 특히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주어진 문제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을지, 개인적 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 차원의 전략을 구상할지가 전략 선택과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런데 사회적 차원의 전략에 

65) ‘1. 평등하게 대화 상황에 참여하였는가?, 2.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3. 옳고

진실한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4.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였는가?’네 가지로

점검할 수 있다(정탁준 외, 2018: 191).
66) ‘1. 나와 상대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화를 한다. 2. 나를 이해하기 위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성장을 위해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좋은 점을 들으려 한다. 3 자신

의 경험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한다. 4.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질문을 한다. 5. 상대

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들어준다. 6. 상대방의 말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상대방

의 경험을 현실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8. 나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 한

다. 9. 침묵을 존중한다’라고 제시한다(김국현 외, 2018:,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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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부분은 굳이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가져오지 않아도 충분히 

도덕과 교육에서 사회 윤리 차원에서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탐구 활동의 발문에서는 사회 윤리적 차원이나 제도, 구조 

차원의 논의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어떤 자질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느냐이다. 윤리적 시민교육 역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사회, 정치 및 경제 구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정의롭지 않은 

사회 구조를 발견함을 강조한다. 이를 해결하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궁극적인 시민교육의 목표이다. 따라서 

메타인지적 성찰을 강화할 수 있는 발문의 형태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시민교육을 위한 탐구 활동에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내러티브형의 발문 예시와 기능 동사를 정리하면 <표 5-24>와 같다. 

도덕적 내러티브형은 탐구 활동에 있어 단순히 “어떤 해결방법이 가장 

좋을까?”를 묻는 논리적이고 분석적 판단 차원의 발문이 아니라 

“(너라면)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니?”라는 서사적 사고를 바탕으로 

관계된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는 가운데 제기되는 

발문이다(임상수, 2012: 217-218). 이는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탐구유형으로 학생들의 정서 발달과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 

<표 5-24> 도덕적 내러티브형 발문 예시 및 기능동사

활동유형 발문 예시 기능동사

도덕적 

내러티브형

- 만약 내가 주인공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지 써 보자.

- 나는 인간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느꼈던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때의 느낌을 말해보자.

- 내가 내전 때문에 국경을 넘어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각 상황에서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써 보자.

- 내가 관객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 위의 갈등 상황에서 각각의 입장이 되어 속마음을 써 보자.

[공감]

기분써보기

느낌말하기

상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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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 내러티브형의 발문 예시는 

공감, 선택, 경험, 실천 후 소감으로 목적에 따라 분류되고, 역할극, 

편지와 같이 형식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공감 기능은 정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인지적 측면도 포함한다. 따라서 공감을 활용한 대화와 

이야기하기 활동은 감수성 함양뿐만 아니라 관점 채택 및 역할 교환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도덕적 

내러티브형

- 미래 사회 속 장애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 위의 (가) 상황에서 자신이 A씨라면 기장이 어떤 선을 

하길 원하는지 쓰고, 그 이유를 밝혀 보자.

- 내가 지금 윗글의 소년병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떨까?

- 자신이 응원에 참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

다고 할 때, 친구들이 게임을 그만하고 함께 응원하자

고 하면 자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 자신이 미래에 공직을 맡는다면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

지 모둠원에게 발표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

[선택]

(자신이 

○○(이)라면 ~ 

어떻게 할지) 

써보기

(~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이야기하기

- 나는 차이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

본 적이 있는가? 어떤 경우였는지 이야기해 보자.

- 공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한 경험을 말해보자.

- 익명 SNS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땠는지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

[경험]

(나는 ~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기

경험말하기

- 덕목을 실천한 후 느낀 점을 발표해 보자.

- 활동 수업 후 다문화 사회에 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

는지 소감을 써 보세요.

[실천 후 소감]

느낀점말하기

소감써보기

- 모둠별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중 하

나를 정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생각해보고, 이를 

역할극으로 구성해 보자. 

- 모둠별로 배역을 나누어 위 내용을 역할극으로 표현해 

보고, 맡았던 역할을 바꿔서 재연해 보자.

[역할극]

구성하기

표현하기

재연하기

-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 변호사가 쓴 편지를 상상하여 완성해 보자.

- 전쟁으로 고통받는 또래 친구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 보자.

[편지]

편지쓰기



- 262 -

인지하기 위해 “나라면 ~ 어떤 기분일까?,” “~ 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와 같은 발문을 적절히 문제해결 전략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덕적 내러티브형의 발문을 거치고 

해결전략과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면, 좀 더 풍부하고 진솔한 내용들이 

도출될 수 있다. 인권 및 휴머니티 감성 능력을 키우는 것이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중요하다고 볼 때, 도덕적 내러티브형의 탐구 활동을 

강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탐구 활동의 발문 분석을 통해 발문이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의 전략과 수준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 

아무리 흥미를 유발하고 유용한 탐구자료가 제공되었어도 발문들이 

탐구유형에 걸맞지 않으면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사고를 촉진할 

수 없다.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단순히‘토의해보자’ 또는 ‘토론해봅시다’라고 

수행 동사로만 발문을 제시하기보다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적 성찰, 

도덕적 내러티브의 단계를 거친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발문을 

구체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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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윤리적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

말콤 글래드웰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는 ‘혁신’이야말로 진보를 몰고 

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Gladwell et al., 전병근 역, 2016: 58). 

앞서 디지털 문명, 인공지능 시대, 불확실성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도덕과 시민교육의 새로운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을 제시했다. 이것이 도덕과 

시민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의미있는 변화가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윤리적 시민성은 세 가지 역량을 종합한 도덕적 

역량으로 윤리적 시민교육의 목표이자 방향이 되어야 한다. 앞서 윤리적 

시민교육이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5장에서 분석 후 평가해 보았다. 6장에서는 윤리적 시민성을 위한 

윤리적 시민교육의 실천 기준을 세워보고 이를 반영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처럼 시대 변화의 흐름을 알고 그에 맞는 

시민역량과 교수・학습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새로운 윤리적 

시민교육을 실천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윤리적 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실질적 기준과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해 보겠다. 

1. 윤리적 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기준

윤리적 시민성은 “인간다움과 사회 정의를 위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속에서 메타인지 사고, 비판적 사고 및 성찰로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사회 전환기를 대비하는 시민성”이며, 윤리적 시민교육은 “비판적 

사고 및 성찰력을 갖춘 시민이 상호 공감하는 의사소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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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인지적으로 시민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다. 도덕과 시민교육의 실천 방향도 이에 맞춰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수・학습 방안 차원에서 윤리적 시민교육의 

실천 기준으로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급변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불안감이 가중될수록 휴머니티의 감수성을 강화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우리 삶과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교육,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배움을 이끌어가기 위해 의사소통이 활발한 교육, 단순히 

지식과 앎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이 요청된다.

1) 존엄을 위한 비판적 사고 및 성찰 교육

포퍼(K. R. Popper)는 우리가 인간으로 남기 위해 열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열린 사회란, 개인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로 마술적 금기에 의한 믿음에 특징지어지는 닫힌 사회와 달리 

“사람들이 금기에 대해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그들의 지성의 권위에 

의존해서 토론 후에 결정을 내리도록 학습된 사회”를 말한다(Popper, 

이한구 역, 2017: 283, 334). 특히 소크라테스의 비판적 사고와 

지적(intellectual) 정직성에 대한 강조는 열린 사회에 대한 신념, 인간에 

대한 신념, 평등과 정의에 대한 신념과 인간 이성에 대한 신념에 가장 

위대한 공헌을 했다고 본다(Popper, 이한구 역, 2006: 284-285)67). 성찰을 

위한 대화를 강조했던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시민성의 모습과 시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탐색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빌라(D. R. Villa)의 경우 소크라테스의 시민성(Socratic Citizenship)에 

주목하며, 소크라테스의 독창성은 정의와 시민의 의무에 대한 비판적 

기준으로 도덕적 개인주의(moral individualism)68)와 지적인 냉철함에 

67) 반면 포퍼에게 플라톤은 지적 탁월성의 본래적 의미인 비판 정신과 지적 독립성
을 억제하려는 인물로 평가한다(Popper, 이한구 역, 2006: 200).

68)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돌보기 위해 캐물음(exetasis)을 지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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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본다. 이렇듯 불의에 대한 거부는 소로(Thoreau)와 마찬가지로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국가가 가하는 불의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또한, 그의 질문과 논박과 같은 엘렝코스(elenchus), 즉 문답법은 정의와 

미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시민성에 있어서 진정한 도덕적 성찰(moral reflection)이 중요하며 이를 

방해하는 관습과 도덕성에 대한 오만함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Villa, 2001: 2). 

성찰에 대한 강조는 울리히 벡(U. Beck)의 진단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환경 문제와 생태위기에서 비롯된 위험사회는 역사상 유례없이 

거대한 풍요를 이룩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등장했다고 본다.69) 그는 

위험천만한 풍요의 시대를 성찰을 통해 안전과 평화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성찰적 근대화는 현대 과학의 가능성만이 아닌 

한계도 함께 인식해 과학에 대한 사회적 제어력을 높인다. 이처럼 

위험성을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해 우리 삶 전반에 대한 비판적 사고 및 

성찰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쿤과 그의 동료(D. Kuhn & A. Crowell)에 따르면 논증적 추론 

기술(argumentive reasoning skills)은 사회적 문제에 관한 대화를 통해 

발달한다. 대화적 방법은 인지적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유효하다. 이를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주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급우들과 토론하여 

철학함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가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크리톤』
에서는 무죄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시민공동체의 입장인 법률의 판결에 따
라야 한다고 밝힌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자유주의적 신념과 공동체주의적 태도를
모두 보여준다. 이렇듯 그의 태도가 공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차원에
서 한나 아렌트는 그의 정치철학을 ‘도덕적 개인주의’로 해석한다. 이처럼 소크라
테스의 상황을 국가와 개인 간의 갈등을 의미하는 ‘안티고네 문제’로 설명하기도
한다(김소형, 2018: 252-253).

69) 현대 산업사회의 위험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Beck, 홍성태 역, 2006:
57-59). 첫째, 위험은 방사선과 같이 인간의 평상적인 지각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다. 둘째, 위험의 사회적 지위가 있어 어떤 이들은 위험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
다. 셋째, 위험의 확산은 자본주의를 종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새로운 단
계로 끌어올린다. 넷째, 부는 소유할 수 있지만, 위험은 단지 영향을 받을 뿐이다.
다섯째, 비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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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에 접근한 뒤 최종적으로 개별적 에세이로 끝맺는다. 그들은 

다른 관점에서 사고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을 때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이중적 관점은 자신과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그 의미의 추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Kuhn & Crowell, 

2011: 545-546). 이처럼 비판적 사고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보는 

대로 믿는 상태에서 증거에 기반을 둔 입장으로 옮겨간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세계는 빅데이터로 수많은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다. 특히 기이하게 

여겨지는 정보들에 의문을 품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귄위자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무엇이 필요한지 사색하고 

적합한 사실을 가지고 문제에 깊게 파고 들어가 결국에 해결책을 

발견하는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정보 폭발시대가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다(Golinkoff & Hirsh-Pasek, 김선아 역, 2018: 27).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은 삶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다. 애링턴은 윤리적 탐구와 철학적 반성의 필요성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한 문구는 없다고 말한다(Arrington, 김성호 역, 2015: 27). 

이처럼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일상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잘못된 

점을 검토하는 삶은 효과적인 도덕과 교육의 방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이영문, 2020: 251). 이러한 성찰성(reflectiveness)은 일정한 방식을 

관례대로 적용하여 대응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경험에서 배우는 능력, 비판적인 자세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도 

포함한다(장은주 외, 2014: 29-30). 종합하자면, 윤리적 시민교육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시민’의 양성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시민적 가치와 덕성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도록 고무한다면 다음과 같이 적어도 

세 가지 성찰이 필요하다.

첫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에 대한 성찰이다. 듀이(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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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ey)는 반성적이고 성찰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란, 믿음이나 

지식을 지지하는 근거와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비추어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숙고하는 과정으로 보았다(Dewey, 정회욱 역, 2011: 9). 자신이 

갖게 된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뿐만 아니라 도덕적 이슈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숙고와 성찰이 필요하다. 카너먼(D. Kahneman)은 두 

가지 생각 시스템을 통해 판단에 있어 성찰 및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인간에게 ‘빠른 생각 시스템’은 감각과 기억을 이용해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을 평가하고 무의식적이고 순간적으로 작동하며, ‘느린 

생각 시스템’은 의식적 분석과 추론과 같이 느린 과정으로 선택과 자기 

통제를 전담한다. 우리가 보통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 

‘빠른 생각 시스템’보다는 ‘느린 생각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빠른 생각 시스템은 느린 생각 시스템보다 영향력이 훨씬 

커 수많은 선택을 결정한다. 이로 인해 메타인지를 통해 느린 생각 

시스템을 작동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김판수 외, 2017: 118-119). 이처럼 

기존에 내린 판단에 오류가 없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며 메타인지를 

활용해 자신의 판단을 관찰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다. 인간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공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공감이 

부족하다. 사적인 관계에서 친밀성이 공적인 영역에서까지 이어지면서,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뉘어 우리 사회의 흑백논리와 편향이 심각하다. 

이를 극복하고 시민사회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타인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호 이해를 위한 비판적 사고 

및 성찰이 요구된다. 나딩스(N. Noddings)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는 

타인의 입장과 그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의를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비판적 사고를 통한 상호 이해는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 과정에서 나눈 대화는 보다 충만한 삶과 건전한 사회에 대한 비전에 

눈을 뜨게 한다(Noddings, 정창우・김윤경 역, 2018: 95, 102). 이처럼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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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의 과정을 수반한다. 그러나 문제는 타인의 감정과 의견에 대한 

이해는 편파적일 때가 많다는 사실에 있다. 흄(D. Hume)은 인간을 

이기적(egoistic)이기보다 편파적(partial)인 존재로 파악했다. 따라서 공감 

및 연민과 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인간의 감정은 놀랍게도 

편파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다. 즉 연민과 공감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강하게 작용하지만 멀리 있을수록 그 작용이 약해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내 편과 저쪽 편으로 나뉘게 되어 갈등이 발생하면 적대적인 

성향이 강해진다. 내 편에 대해 공감할수록 저쪽 편을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인간은 서로 갈등하는 두 

편에 동시에 연민과 공감이라는 감정을 보이지 않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 존재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집단과 집단 사이의 이성적 

판단이 불가해 결국 정치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김재인, 2017: 113-114). 이와 같이 편파적 공감과 같은 인간 마음의 

부정적 측면을 되돌아보고 해결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 및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사회 및 정치 공동체의 구조와 제도, 절차에 대한 성찰이다.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이념에 따라 진영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정파적으로 선명하게 양극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루기가 복잡한 

사안들과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뒤로 밀리고 있다. 

도덕과의 시민교육은 사회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동, 

환경, 분배 체계, 교육, 복지와 같은 사회 문제의 핵심이 되는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도덕과 교육은 사적 도덕성뿐만 아니라 공적 

도덕성의 영역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공적 도덕성 형성의 측면에서 정치 

공동체의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윤리적 탐구와 성찰을 시도해야 

한다(정창우, 2008: 10). 웨스트하이머와 케인(J. Westhemier & J. Kahne) 

역시 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본질은 사회 구조적 차원으로 사회 문제와 

정의롭지 않은 일을 분석임을 강조한다. 그들은 시민사회의 사회, 정치, 

경제 구조에 대한 분석 및 토론에 학생들을 참여를 중시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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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 전략(collective strategies)을 고려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치적 경쟁 장소(political arenas)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의 지향적 시민이 필요하다(Westhemier & 

Kahne, 2004: 243). 우리 사회의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존엄한 삶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사회 구조 및 제도와 같은 거시적 측면까지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 생태적 삶에 대한 어젠다 및 방향을 뚜렷이 설정하기 위해 

담론적 합의와 비판적 논의가 도덕과 시민교육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 성장형 사고를 이끄는 학생 주도성 교육

“자네는 이 소년이 궁지에 빠진 결과 나와 함께 탐구함으로써 

실제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살펴보게나. 나는 질문만 하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말일세(『메논』, 84d), (Plato, 천병희 역, 2013: 

175).”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메논에게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노예조차도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탐구 과정을 통해 추상적 

문제도 파악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소크라테스는 

누구나 지식이나 지혜, 덕성 등을 문답의 형태로 스스로 배울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진리란 쉽게 획득되는 것이 아니지만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이 노력한다면 자신의 편견을 없애고 참다운 앎에 이를 수 있다.

요즘 교육현장에서는 교사 중심 강의식 수업에서 탈피해 학생 중심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자성(自省)의 목소리가 높다. 학생 중심 참여 

수업이란,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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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참여는 교사가 계획하고 설계한 지식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완전한 학생의 자율성을 키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도덕과 시민교육은 학생 참여를 넘어 ‘학생 주도성 교육’을 표방해야 

한다. 우리 주변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방법을 

탐색하는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자기 주도적 배움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도덕과 시민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은 미래 교육을 위해 

매우 적절한 방향이다.

미래 사회의 역량을 6C라고 할 때, 기존의 4C에서 콘텐츠(Content)와 

자신감(Confidence)이 추가된다. 미래 사회는 어떤 양질의 콘텐츠를 

배우느냐가 관건이고 어떻게 하면 배우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Golinkoff & Hirsh-Pasek, 김선아 역, 2018: 204). 콘텐츠에 

대해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는 교육은 자신감 형성과 같은 

학생들의 정서적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습에 있어 자신감은 

성장형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롤 드웩(C. Dweck)은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성장 마인드셋은 고정 

마인드셋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밝힌다. 고정 마인드셋(fixed 

mindset)은 인간의 자질이 돌에 새겨진 듯 불변하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한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은 지금 우리의 자질은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며, 노력이나 전략, 

타인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한다(Dweck, 김준수 역, 2018: 21-23). 배움에 임하는 두 

사고방식을 비교하면 <표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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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특징 비교

두 가지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기본 전제 지능은 정해져 있다 지능은 성장할 수 있다

욕구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다 더 많이 배우고 싶다


도전 앞에서 도전을 피한다 도전을 받아들인다

역경 앞에서 쉽게 포기한다 맞서 싸운다

노력에 대해 하찮게 여긴다 완성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

비판에 대해 옳더라도 무시한다 비판으로부터 배운다

남의 성공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 교훈과 영감을 얻는다



결과
현재 수준에 정체되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잠재력을 발휘해 

최고의 성과를 낸다

(출처: Dweck, 김준수 역, 2018: 344)

윤리적 시민교육에서는 메타인지를 활용한 성장형 사고와 학생의 

주도성을 향상해야 한다. 메타인지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낼 것인지를 알고 기대하는 능력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은 물론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어 낙관주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작은 성공 경험하기, 자신의 강점에 주목하기, 성장형 

사고하기가 중요하다(김판수 외, 2017: 90-91). 특히 노력하면 모든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는 성장형 사고방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도전을 즐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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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윤리적 시민교육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까? 먼저, 

듣는 수업이 아니라 토론하고 질문하는 말하는 수업으로 바꿔야 한다. 

듣기만 하는 수동적 학습이 아니라 말하기를 통해 학생 중심의 주도적인 

배움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자기 생각과 지식을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기회는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이 과연 명료한 생각이고 오류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즉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과 메타인지 역량을 

신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학생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 협력 및 협동 

학습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수업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로써 학생들은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구성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또한, 자기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준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 주도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개별적 차원의 처방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상위권, 하위권 학생들도 배움의 기쁨을 온전히 맛볼 

수 있기 위해서 학생 흥미와 관심에 따라 개별화가 필요하며 이는 

주도적 참여를 이끌 수 있다. 

3) 앎과 삶이 일치하는 문제해결 교육

   

불확실하고 복잡한 미래 사회에 대비하려면 지식 전달보다는 지식을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수업의 내용은 

지식과 이해 수준에서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수준으로 나가야 하며 

고차원적 사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식 자체보다는 

지식을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과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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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의 시민은 미래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교과 

지식을 주입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메타인지가 계발되기 

어려우며, 객관식 선택형 시험은 메타인지에 따른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오히려 억제한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시도해보도록 격려하며 실수에 관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메타인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카를라 리날디(C. Rinaldi) 에 따르면 “아이들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시민이며 가능성을 가져오고 미래를 

대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의 권리와 가치와 문화를 가진 가장 

중요한 시민이다.”라고 본다. 따라서 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더 가까워야 한다. 즉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닌 어떻게 배우느냐로 교육의 초점을 바꾸면,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하고 사려 깊고 협력적인 이웃으로 자랄 

수 있다(Golinkoff & Hirsh-Pasek, 김선아 역, 2018: 331-332). 미래 

사회의 역량으로 제시되는 협력,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등은 

<표 6-2>처럼 각각의 발달 단계를 가지고 상호 작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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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역량과 각각의 발달 단계

(출처: Golinkoff & Hirsh-Pasek, 김선아 역, 2018: 334)

위의 능력은 서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없이 

협력은 불가능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 비판적 

사고에 의해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기존의 생각을 비판하고 새롭게 

개선된 생각을 제시하는 과정은 창의적인 혁신의 중심축이 

된다(Golinkoff & Hirsh-Pasek, 김선아 역, 2018: 335-337).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하는 기회는 학생들이 집단지성의 힘을 

경험하게 한다. 혼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는 끊임없는 질문들은 시간이 걸려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승효과를 일으킨다. 여기서 협업 능력과 상대방을 인정하는 너그러운 

태도와 같은 사회성과 교감능력은 문제해결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김판수 외, 2017: 96-97). 

웨스트하이머(J. Westheimer)가 시민교육으로 제시한 방법은 여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시민으로서 정치 생활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학생들에게 

개인적 책임, 참여 및 비판적 분석의 발달을 장려하는 현대 및 지역 

사회 기반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지역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며 

협력

(Collaboration)

의사소통

(Communication)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창의적 혁신

(Creative Innovation)

4단계 함께 만들기
공동의 

이야기하기
증거 찾기 비전 품기

3단계 주고받기 대화하기 견해 갖기
자신만의 

목소리 내기

2단계 나란히
보여주고 

말하기

사실을 

비교하기

수단과 목표 

갖기

1단계 혼자서 감정 그대로
보는 대로 

믿는
실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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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으며, 효과적인 시민참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 상황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있을 때, 활동의 영향은 실제 경험과 통합되며 시민참여의 힘에 

대한 기본적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Westheimer, 2019: 12-13). 결국, 

시민으로서 참여는 지역 사회 문제나 우리 주변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민교육이 학생들의 삶과 괴리된 

주제만을 다룬다면 학습 동기를 높이기 어렵다.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와 현재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수업의 주제에 

적용한다면, 앎이 삶과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앎과 삶이 교육을 통해 일치할 때, 학생은 학습 동기가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2.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및 실제

학생들이 수업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학생의 성장과 

배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윤리적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내용을 담아 수업 

모형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교수・학습 

측면에서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수・학습은 “교과의 성격이나 

특성에 비추어 포괄적인 측면에서 철학 및 방향”(교육부, 2018)이므로 

윤리적 시민교육의 특징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해 실현해야 

한다. 5장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이유는 이제 

수업에서 무엇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의 변화를 담기 위함이다.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비판적 사고 및 성찰, 공감적 의사소통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을 주도적으로 함양하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보다 어떻게 배우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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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존엄을 위한 비판적 사고 및 성찰 교육, 성장형 사고를 이끄는 

학생 주도성 교육, 앎과 삶이 일치하는 문제해결교육을 실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잘 반영할 수 있는 수업모형으로 소크라틱 

세미나 대화식 토론모형과 메타인지적 IDEAL 문제해결학습 모형을 

제안하려고 한다. 

1) 소크라틱 세미나 대화식 토론모형

비판적 사고 및 성찰은 상호 이해와 더 나은 가치와 방향성 추구를 

위해 존재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토론모형은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활용한 소크라틱 세미나이다.

(1) 모형의 단계 

“토의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선이며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보람이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더욱더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설득하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한 

말은 진실입니다(『변명』)(Plato, 황문수 역, 2004: 49).”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발문과 대화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발달을 가져오며, 이는 소크라테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주지하다시피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은 우리가 믿고 행하는 바를 

비판적으로 깨닫고 검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고는 편견에 사로잡혀 

갈등을 가져온다고 강조한다(Fisher, 노희정 역, 2011: 198).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질문과 탐구를 중시하는 ‘소크라테스식 교수법’, 

즉 ‘대화식 교수법’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비판적 사고 및 성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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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위해서 혼자만의 명상에 의존해서 안 되며, 대화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지고, 생각한 내용을 책임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화는 

지식 전수의 문제만이 아닌 “합리적 선택과 감정적 헌신”을 불러오는 

마음의 활동인 것이다(Fisher, 노희정 역, 2011: 203-204). 

문답법으로 알려진 소크라테스식 방법(Socratic Method)은 성찰적 

사고의 연습이다. 듀이가 말하는 두 가지 요소, 즉 문제에 대한 

의문(doubt)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탐색(act searching)과 

일맥상통한다. 함께 나눌 질문을 준비하고 서로 연속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공동의 생산물을 산출한다(Moeller & Moeller, 2002: 

16-17). 이러한 교수법은 ‘소크라틱 세미나(Socratic Seminar)’라는 

용어로 주로 문학작품 공동 읽기 활동으로 주고 사용되었다. 소크라틱 

세미나는 주어진 텍스트를 기반으로 개방형 질문을 하는 공식 토론으로, 

토론의 맥락에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반응을 

표현한다. 이로써 그들은 협력을 배우고 지적이고 교양있게 대화를 

이끄는 과정을 배운다(Israel, 2002: 89). 국내에도 토론연구회를 중심으로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탐구’를 불러일으키고 질문을 통해 

토론하는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소크라틱 세미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과 가치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과 

대답에 참여하게 한다. 그동안 교사의 질문에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학생에게 집중되었던 교실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학생’에게 

주목하는 환경으로 전환을 마련했다(경기도토론교육연구회, 2019: 

131-133).

소크라틱 세미나는 몇 개의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 내부 써클(inner 

circle)은 텍스트에 표현된 의미를 탐색하는 데 집중하고, 외부 

써클(outer circle)은 그 대화를 관찰한다. 내부 써클이 텍스트의 내용을 

토론하면 외부 써클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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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써클이 다시 모여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두 써클의 학생들은 

역할을 바꿀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이 다시 내부 써클로 들어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크라틱 세미나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가능하지만, 

‘토론-피드백-바꾸기’의 과정은 필수적이다(Copeland, 2005: 9). 

윤리적 시민교육의 수업모형으로 소크라틱 세미나를 주목하는 

이유는 서로의 의견을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비판적으로 근거를 검토하고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크라틱 세미나는 윤리적 시민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제시한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과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을 발휘하기 적절한 수업모형이다. 보통 교실에서 교사가 발문이나 

질문을 던지면, 소수학생들만 답변을 하거나 대화보다는 사실 확인과 

같은 ‘질의’나 ‘심문’ 형식70)으로 진행될 때가 있다. 학생 중심의 

찬반 토론을 진행하더라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때로는 박진감이 

넘칠 때도 있지만, 토론자가 상대방의 감춰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 위주로 진행되거나, 경쟁적 분위기에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을 

경우가 많다. 반면, 소크라틱 세미나는 질문과 답변을 학생이 맡아서 

진행되고, 둥그렇게 자리를 만든 것만으로도 쉽게 대화 환경을 조성할 

70) 질의(質疑), 질문(質問), 심문(審問)과 신문(訊問)을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토론에 있어서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강치원, 2013: 101).

질의
드러난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

(학생이 질의하고 교사가 응답, 국회
상임위의 대정부 질의와 답변)

응답

질문
사실뿐만 아니라 의견까지 묻는
질문(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하고 장관이 답변)

답변

심문
감춰진 사실을 조사하는 질문(법원이
진술할 기회를 주는 심리 절차)

대답

신문

감춰진 사실을 조사하는 질문(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직접

대면하여 벌이는 피의자 신문, 참고인
신문,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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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수평적 관점에서 경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타당한 근거를 찾고 더 나은 사회 방향을 성찰할 수 있다. 이미 

다양한 토론방법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토론방법과 

달리 편안한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진정한 배움을 

이끌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71). 

① 1단계 : 텍스트 읽고 질문 만들기

비판적으로 논의할 만한 텍스트를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면, 

학생들은 개인별 질문을 만든다. 내용에 대한 이해 질문, 상황에 대한 

이유에 관한 질문, 근거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질문,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다.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텍스트의 문단에 번호를 넣어 제공할 경우 학생들은 질문 

앞에 텍스트의 번호를 함께 표기한다. 개별적으로 진행한 질문을 

모둠에서 서로 나누고 내부 써클에 들어갈 모둠의 대표를 선정한다. 

② 2단계 : 내부 써클 토론하기

모둠원을 4명으로 할 경우 내부 써클에 앉은 모둠 대표 한 명과, 

71) 코플랜드(M. Copeland)는 소크라틱 세미나의 기본적 절차로 일곱 가지를 제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 수업에 맞춰 5단계로 재구성하였다. 코플랜드가 제시

한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Copeland: 2005: 27-28).

1. 소크라틱 서클 하루 전날, 교사는 짧은 텍스트를 제공한다.

2. 집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텍스트를 읽고 분석한 결과를 노트에 적는다.

3. 다음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무작위로 두 개의 중심 써클인 내부 써클과 외부

써클로 나눈다.

4. 내부 써클 학생들은 큰 소리로 페이지를 읽고 약 10분 동안 텍스트에 관한

토론에 참여한다.

5. 텍스트에 대한 토론 후에 외부 써클은 내부 써클의 토론 내용을 평가하고 내부

써클이 나눈 내용을 10분 동안 피드백 한다.

6. 내부 써클과 외부 써클의 학생들은 역할과 위치를 바꾼다.

7. 새로운 내부 써클은 10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고 나서 새로운 외부 써클로부터

10분간 피드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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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명은 모둠 대표 뒤에 외부 써클에 앉는다. 내부 써클에 앉은 

모둠 대표는 1단계에서 모둠 안에서 나눈 질문을 제기하며 토론에 

참여한다. 이때, 특정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내부 써클에 앉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적이고 개방적으로 질문한다. 답변은 내부 써클에 

앉아있는 사람 중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다. 외부에 앉은 모둠원들은 

내부 써클이 나누는 토론 내용을 메모하며 경청하며 듣는다. 

③ 3단계 : 외부 써클 피드백하기 

다시 내부 써클과 외부써클이 한 모둠에서 만난다. 내부 써클에서 

나눈 토론 내용을 외부 써클에 앉은 학생들이 피드백한다. 이때 보강할 

내용을 선별하거나 추가 질문을 구성할 수 있다. 

④ 4단계 : 역할 바꾸기

토론 중간에 어깨를 치고 내부 써클로 나올 수 있지만,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중간중간 나오기가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다. 외부 써클 

피드백 후 내부 써클에 앉을 모둠 대표를 바꾸는 것이 토론 진행을 매끄

럽게 할 수 있다.

⑤ 5단계 : 새로운 소크라틱 세미나 토론

외부 써클이 피드백해준 내용을 토대로 새로 구성된 내부 써클의 

토론자들이 새로운 소크라틱 세미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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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구조

<표 6-3> 소크라틱 세미나 대화식 토론모형의 구조

단계 내용 활동

텍스트 

읽고 

질문 

만들기

➡

∙ 텍스트 제공
- 텍스트를 읽고 개인별로 질문을 만든다.
∙ 모둠 구성
- 개인별로 만든 질문을 서로 나누며 내부 써클 토론 

질문 선정하기
∙ 내부 써클 토론자 선정하기

모둠별 
협력
활동



내부 

써클 

토론

➡

∙ 내부 써클 토론하기
- 모둠에서 선정한 질문을 토대로 자유롭게 질문 제기

하기
- 내부 써클에 앉아있는 토론자는 발언권을 가지고 

답변하기
∙ 외부 써클 경청하기
- 토론 내용을 요약하거나 추가 질문 메모하기

공감적 
대화 
활동


외부 

써클 

피드백 

하기

➡
∙ 모둠으로 돌아가기
- 외부 써클이 메모한 내용을 토대로 피드백해주기
- 모둠에서 추가 질문 구성하기

비판적 
사고 및  
성찰 
활동



역할 

바꾸기
➡ ∙ 역할 바꾸기

- 내부 써클에 들어갈 새로운 모둠 대표 선정하기

모둠별 
협력
활동



새로운 

토론
➡ ∙ 새로운 토론자가 내부 써클에서 토론하기

- 추가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토론하기

공감적 
대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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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써클과 외부 써클의 토론 과정을 담아 소크라틱 세미나를 

도식화 하면 [그림 6-1]와 같다.

내부 써클
(inner circle)

외부 써클
(outer circle)

외부 써클 피드백
& 역할 교환

[그림 6-1] 소크라틱 세미나 대화식 토론모형

(3) 모형의 실제

소크라틱 세미나는 어떤 주제든 텍스트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유용한 토론방식이다. 아래 <표 6-4>는 중학교 2학년 도덕 시간에 맞춰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Ⅱ. 1.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라는 중단원 내용을 모두 학습하고 난 뒤나 학습하기 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일부와 우리 사회 문제를 담은 신문기사를 구성해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이 본격적인 토론하기 전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며 

질문을 구성한다. 이후 모둠을 구성하고 소크라틱 세미나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듣고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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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3차시 교수・학습과정안

교과 중학교 ‘도덕 2’ 학년 2

단원

/과제명

Ⅱ.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1.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과제명]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

성취

기준

[9도03-04]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이해하고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준법 의식을 길러 공동체

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

핵심

역량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

1차시

텍스트 

읽고 질문 

만들기

◦ 소크라틱 세미나 토론 과정 및 절차 이해하기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일부와 관련된 신문기사 

제공하기

◦ 개인별 질문 만들기

◦ 개인별 질문을 모둠에서 공유 후 모둠 질문 

선정하기

2차시

내부 써클 

토론하기

◦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대화하기

- 모둠에서 선정한 질문으로 시작하기

- 추가 질문은 토론 중에 내부 써클 참가자가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외부 써클 

피드백하기

◦ 모둠으로 돌아가기

◦ 피드백 제공하기

- 외부 써클 참가자는 메모한 내용을 토대로 

피드백한다.

- 추가로 새로운 모둠 질문을 구성할 수 있다. 

역할 

바꾸기

◦ 새로운 내부 써클 참가자 선정하기

  - 모둠 내에서 서로의 역할을 교환할 수 있다.

새로운 

토론하기

◦ 새로운 질문으로 내부 써클 참가자 토론하기

◦ 외부 써클 참가자 피드백하기

3차시
성찰 

글쓰기
◦ 이전 시간 내용을 토대로 성찰 글쓰기



- 284 -

2) Meta - IDEAL 문제해결학습 모형

윤리적 시민교육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우리 

주변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스스로 구성하고 도출한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된 지식은 현실의 문제점 

해소에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며 다른 분야에 전이가 수월해 앎과 삶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1) 모형의 단계 

시민교육은 우리 주변의 공동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협력해서 해결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발달시키고 사회 변혁을 이끄는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바탕이 된다. 창의성과 집단지성의 힘을 요구하는 

문제해결 과정을 도덕과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연습해 실질적인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다만 해결전략이 명확하고 이미 잘 알려진 문제라면 

굳이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미 잘 알려진 

문제는 이해를 위한 연습용으로 수업에서 배운 개념을 주어진 과제에 

적용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 등장하게 되는 

문제는 더욱 복잡한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전략이 드러나기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맞는 

고차원적 사고를 활용한 탐색 과정을 요구한다. 

앤더슨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적용, 분석, 평가, 창안은 대표적인 

고차원적 사고 능력에 속한다. 윤리적 시민교육은 이러한 수준의 인지적 

과정을 넘어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메타인지적 전략을 

수업모형에 반영하고자 한다. 메타인지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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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관찰하고 다양한 전략을 모니터링하고 적용할 수 있어 학습 

전이(transfer)가 용이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또한, 메타인지는 자기 

생각 중 편견과 고정관념, 착오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검토하고 점검하는 능력으로 성찰적 사고와 자기 조절적 사고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미 도덕과 교육에서는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을 

주요 교과 핵심역량으로 강조한다. 다만, 성찰의 목적이 자기 지식과 

판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구조 및 제도 차원, 우리 사회의 한 단계 높은 가치 지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학생 중심의 문제해결 

수업에서 메타인지 요소를 모형의 요소로 변형해 제안해 보겠다. 

① 1단계 : 계획 이전단계

과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이나 

감정은 학습 동기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효능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프라벨이 제시한 메타인지적 지식으로서 개인 변인과 

마르자노가 제시한 자기체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프라벨은 과제 

수행에서 개인이 경험한 지식과 감정은 메타인지적 지식과 경험으로 

구성되어 학습 전략과 목표를 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마르자노와 그의 동료의 경우 메타인지를 이끄는 자기체제는 개인이 

주어진 과제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로 

여긴다(Fravell, 1979: 907, Marzano & Kendall., 강현석 외 역, 2015: 42). 

결국,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학습 경험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메타인지 과정은 실질적인 수업에서도 단계별로 

제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과제에 대해 어떤 감정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전 점검하고 검토해야 한다. 계획과 생성 

이전 단계로서 메타인지적 전략(윤택남, 2018: 157-165)을 상황에 따라 

아래 <표 6-25> 모형의 구조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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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단계 : 계획 단계

흔히 문제해결학습은 문제 기반 학습(Problem Based Learning)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브랜스포드와 스타인의 문제해결 5단계인 IDEAL을 

토대로 문제해결학습모형을 재구성하려 한다.72) 이 모형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먼저, 문제해결의 상이한 구성요소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보여주는 명칭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문제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I(Identify)단계, 문제를 정의하고 표상하는 

D(Define)단계, 가능한 전략을 탐색하는 E(Explore)단계, 전략을 실행하는 

A(Act)단계, 전략 효과를 평가하는 L(Look)단계로 제시한다(Bransford & 

Stein, 김신주 역, 1993: 32). 둘째, 단순히 문제 해결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한 다음, 문제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사전 단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는 

본격적인 문제해결 전략을 탐색하기 이전 단계로 다른 수업모형과 

차별화된다. 학생들이 의도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발견과 문제 

제기가 수월하도록 교사 역시 이에 맞는 다양한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만다라트 맵73)과 5WHY활동74) 등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으로 문제 상황을 

72) 프로젝트 학습과 문제기반학습은 PBL로 구분 없이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는

데,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탐구할 문제를 선정한 뒤 협력적으로

해결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점에서(정창우 외, 2020c: 149) IDEAL 문제해결학

습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IDEAL 모형은 문제 발견과 문제 정의 간

에 중요한 차이를 지적한다는 점에서(Bransford & Stein, 김신주 역, 1993: 38)

기존의 PBL 모형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브랜스포드와 스테인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상호 동의할 수 있지만,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원인과 문제를 무엇으

로 정의하는지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진다고 본다는 측면은 기존 PBL 모형에서

는 발견할 수 없는 특징이다.
73) 만다라트맵은 만다라트(Mandalart)와 맵(map)의 합성어이다. 만다라트란 일본의

히로아키가 개발한 발상 기법이다.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를 의미하며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구조화해 정리해주는 방법으로 다양한 생각들의 조합을 한눈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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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③ 3단계 : 탐색 단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단계이다. 

효과적인 전략을 찾기 위해 문제를 하위 부분으로 쪼개서 세밀하게 

분석하거나 모둠별로 모여 여러 사람의 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해결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문제해결 과제가 절차가 분명한 구조화된 

문제일 수 있으나 주로 실제 문제와 같이 비정형화된 문제가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발달 단계와 지적 수준에 따라 교사가 자세한 

문제해결 전략을 제시할 때도 있고, 학생들이 도움을 청할 때 추가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학생들끼리 발산적 사고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전략을 탐색할 수 있도록 평소 수업 분위기를 

안정적이고 배려적인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해서 해결전략을 탐색할 때, 개인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 차원’의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 덧붙여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 접근 차원’을 중요한 성찰의 기준으로 

습관화하도록 활동을 설계해야 한다.

④ 4단계 : 실행 단계

자신이 정한 또는 모둠에서 결정한 문제해결 전략을 진행할 때 역시 

실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즉 메타인지적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질문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윤택남, 2018: 173-177). 첫째, ‘나는 

인할 수 있다(이상우, 2013: 203).
74) 5WHY활동은 “5번의 왜(why)를 반복 질문하여 주제에 대한 이유를 찾아감으로

써 좀 더 근본적이며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법”으로 학생들이 표

면적 분석으로 그치지 않고 심층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한다(경기도토론교육연

구회, 2019: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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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둘째, ‘나는 어떻게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가?’ 셋째,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넷째, ‘나는 

다음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섯째, ‘나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여섯째,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일곱째,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가?’ 여덟째,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가?’ 아홉째, ‘내가 이해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열 번째, ‘난이도가 높아서 

학습 속도를 조절해야만 하는가?’이다. 이와 같은 질문을 적용해서 

학습 과정을 진행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습이나 문제해결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다.

⑤ 5단계 : 평가 단계

전략을 실행하고 난 뒤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는 과정이다. 

내가 사용한 정보의 출처는 신뢰할 만한 것인지 과제 수행에서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반대로 유익했던 측면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되돌아본다. 이때 역시 사전 메타인지 

점검처럼 자세하게 자신의 생각과 학습 과정에 대해 성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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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구조 

문제해결 과정과 메타인지를 결합해 5단계 모형으로 재구성하면 <표 

6-5>과 같다. 

<표 6-5> Meta - IDEAL 문제해결학습 모형의 구조

단계 상황 내용 활동

계획 

이전
➡

과제 처음 
맞이하기

∙ 나는 이 과제에 대한 현재 감정
이 어떠한가?

활동 전 
메타인지 
점검 

내적 동기 
강화하기

∙ 나는 이것을 왜 배우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학습 내용
접하기

∙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
는가?

내용 파악 
점검하기

∙ 나는 정말로 알고 모르는 것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가?

자기 암시하기
∙ 나는 전문가처럼 이 문제를 할 
수 있는가?


문제 

발견(I)

➡

문제 발견하기
∙ 나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
고 인식할 수 있는가?

만다라트맵

문제 공유하기
∙ 나는 모둠원들과 발견된 문제를 
나눌 수 있는가?

5WHY
활동

문제

정의(D)
문제 정의하기

∙ 나는 해결할 문제를 정하고 그
것을 정의할 수 있는가?

마인드맵
벤다이어그램


해결전략

탐색(E)
➡ 가능한 전략 

탐색하기
∙ 나는 여러 가지 해결전략을 제시
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브레인
스토밍



실행(A) ➡ 해결 전략 
실행하기

∙ 나는 전략이 계획대로 되는지, 수정이 
필요한지 자각하며 실행할 수 있는가?

메타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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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메타인지가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그림 6-2]와 같다. 

문제발견(I)

및 정의(D)
전략탐색(E)

후 실행(A)

평가(L)
메타(Meta) 인지

[그림 6-2] Meta - IDEAL 문제해결학습 모형



평가(L) ➡

내용과 전략 
살펴보기

∙ 나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배웠
는가?

활동 후 
메타인지 
점검

학습 내용 
재확인하기

∙ 나는 무엇을 이해했고 이해하지 
못했는가?

계획과 결과 
비교하기

∙ 나는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학습을 
진행했는가?

현재 감정 
점검하기

∙ 나는 학습 이후 현재 감정이 어
떠한가?

유익한 내용 
평가하기

∙ 나는 무엇이 가장 좋고 유익하였나?

적용할 부분 
살펴보기

∙ 나는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비판적 최종 
평가하기

∙ 나는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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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실제

고등학교 2학년 『윤리와 사상』 시간에 실제 진행한 수업을 모형의 

실제로 재구성하였다. 한국 및 동・서양 윤리 사상을 배우고 난 뒤

‘오행기’ 공감 캠페인을 문제해결학습모형으로 진행하였다. ‘오행기’

는 ‘동ㆍ서양의 윤리가 오늘날 우리의 행복한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으로서 동ㆍ서양 윤리 사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탐색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대 

사회의 모습을 성찰하고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둠별로 캠페인 

주제를 선정하였다. 동ㆍ서양의 윤리 사상을 적용한 캠페인 팸플렛을 

제작함으로써 창조적 문제해결력과 비판적 사고 및 성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표 6-6> 5차시 교수・학습과정안

교과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학년 2

단원

/과제명

Ⅰ. 인간과 윤리 사상, Ⅱ.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과제명] 오행기 공감 캠페인

성취

기준

[12윤사01-02] 우리의 도덕적 삶에서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사상

과 사회사상이 하는 역할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탐구하고,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를 토론할 수 있다.

[12윤사02-01] 동양과 한국의 연원적 윤리사상들을 탐구하고, 이를 

인간의 행복 및 사회적 질서와 관련시켜 토론할 수 있다.

핵심

역량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

1차시 계획 이전

◦ 활동 전 메타인지 점검하기

◦ 모둠 구성하기

◦ 오행기 공감 캠페인 과정 및 절차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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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문제발견(I)

문제정의(D)

◦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 인식 및 발견하기

◦ 개별적으로 찾은 주제를 모둠원들끼리 공유하기

◦ 모둠에서 선정한 문제를 명료하게 정의하기  

3차시
문제해결 

전략탐색(E)

◦ 여러 가지 해결전략 제시하기

  - 선택한 동서양 사상이 문제해결에 적합한가?

  - 선정한 사상 입장에서 구체적인 해결책

을 제시할 수 있는가?

  - 사회 제도적 차원과 인간 중심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가?

4차시 실행(A)

◦ 모둠별로 협력해 캠페인 팸플렛 도안짜기

  - 캠페인 팜플렛에 들어갈 표어, 내용, 이미지 

구성할 수 있는가?

  -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의견을 교환하는가?

◦ 완성된 팸플렛을 모둠별로 발표하기

◦ 온라인 공간과 SNS, 교내 캠페인을 진행하기

5차시 평가(L)
◦ 활동 후 메타인지 점검하기

◦ 자기평가 및 동료 평가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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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미래 사회의 시민성에 맞게 도덕과 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윤리적 시민성과 윤리적 시민교육으로 설정하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차원의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었다. 수업 시간을 통해 

길러지는 역량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교육은 총체적으로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사회 변화와 미래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맞춰 도덕과 시민교육도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도덕과 교육은 ‘시민교육’의 중심 교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도덕과 시민교육은 내용 체계로 

가치와 덕목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되어왔다. 시민적 덕목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 및 가르침은 때로는 도덕과 시민교육이 교화적이고 

보수적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양산했다. 이것이 도덕과 시민교육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덕과 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시민성을 법적 

지위나 권리 시민적 의무와 책임의 문제로만 한정해서 접근하기보다 

도덕적 역량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과 사회 구조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며 타인과의 의사소통 속에서 

메타인지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윤리적 시민성’을 

정립하였다. 이처럼 도덕적 가치를 주입하기보다 스스로 이러한 도덕적 

문제들을 숙고하고 토론하며 해결하는 가운데 역량으로서 윤리적 

시민성이 형성됨을 강조하였다. 이후 역량 차원의 시민성 하위 요소를 

추출해 윤리적 시민교육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실천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Ⅱ장 ‘미래 사회와 윤리적 시민성의 필요성’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을 종합해 미래 시민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여 도덕과 

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윤리적 시민성’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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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초연결사회는 디지털 문명 시대이자 인공지능 시대이면서 변화와 

혁신의 속도와 범위, 깊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이다. 이로 

인해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고 학습의 주도성을 높여주는 메타인지 

역량과 소프트 스킬로써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 돌봄과 상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혐오 문화를 완화할 수 있는 휴머니티 역량이 

요청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덕과 시민교육은 인간다움과 사회 

정의를 위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속에서 메타인지 사고, 비판적 사고 및 

성찰로 문제를 해결하는 ‘윤리적 시민성’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이는 시민적 덕목 및 가치 차원에서 시민성만을 논의하기보다 도덕적 

역량 차원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윤리적 시민성은 민주적 

절차와 같은 ‘방법적 차원’만을 강조하기보다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더 좋은 이유와 더 적합한 행동을 성찰하는 ‘내용과 방향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이렇듯 새로운 시민성의 재고찰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팬데믹 선언 이후 불안 심리 및 불확실성 증폭,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와 같은 능력 지상주의, 사회의 양극화를 

부르는 혐오 문화, 생태계 파괴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 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는 제도와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며, 성찰과 의식, 자질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사회 전환기를 대비하려는 각성에서 비롯되었다.

Ⅲ장 ‘윤리적 시민교육의 특징과 핵심역량’에서 기존의 도덕과 

시민교육이 시민적 덕목 및 가치만을 나열하거나 주로 교화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윤리적 시민교육은 비판적 사고 및 성찰력을 

갖춘 시민이 상호 공감하는 의사소통을 통해 메타인지적으로 시민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윤리적 시민교육은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강조하고, 창의적 사고와 배려적 행동을 촉진하는 

의사소통과 공감을 강화하며, 모니터링과 컨트롤 전략과 같은 

메타인지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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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사고 및 성찰과 같은 고차적 사고력을 통해 도덕과 시민교육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고와 정서를 결합한 

비판적 사고 및 성찰은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적 사고 및 성찰은 듀이의 영향을 받은 립맨이 

제시한 고차적 사고력이자 메타인지적이고 자기 수정적 사고에 

해당한다. 공감적 의사소통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배려적인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배려와 돌봄과 같은 

도덕적 행동을 유발한다. 하버마스는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의사소통 

행위를 강조한 바 있다. 메타인지적 문제해결은 정파적 공론장의 문제와 

인지적 편향성을 완화할 수 있고, 목표 설정과 적절한 전략의 구사와 

같은 자기 조절로 긍정적 정서 함양이 가능하다. 프라벨은 메타인지적 

경험이 그동안 쌓아온 메타인지적 지식을 이끌어 과제와 목표 설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윤리적 시민교육 핵심역량으로 세 가지는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임을 밝히고, 각 역량의 하위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구성 틀을 

제안하였다.

Ⅳ장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향’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윤리적 시민교육의 교육과정을 위한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 요소들을 탐색하였다. 역량 차원에서 지식, 기능, 

가치・태도 요소뿐만 아니라 기존 도덕성의 구성 요소로 강조했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도 함께 연결해 분류하였다. 이로써 

핵심역량이 맥락과 함께 고려해야 하고 지식은 인지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적 지식을 반영해야 하며, 기능은 수행력으로 행동적 요소와 

유사하지만, 기존 행동주의 심리학의 관점이 아니라 인지 과정을 

중시하는 학습 인지 관점을 반영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치・태도의 정의적 요소는 역량의 지식과 기능이 발휘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역량의 결과로 갖춰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윤리적 시민성을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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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맥락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강조하였다. 맥락적 지식은 지식 

획득 과정에서 맥락을 강조하고 깊은 이해를 통해 새로운 상황에 융통성 

있게 전이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정의하였고, 맥락적 지식의 추구가 탐구 

과정을 활성화하고 메타인지를 위한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적 지식은 방법과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좁은 의미로 

익숙한 과제에 대한 일상적인 수행에서부터 넓은 의미로 친숙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어떤 지식과 방법을 적용하고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포함해 정의하였다. 이러한 절차적 지식은 이상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을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앎의 과정에 

입문하는 가운데 지식을 얻고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힘이자 수행력으로 기능 차원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과 관련된 메타인지 기능과 

문제해결 기능,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에서 비롯된 공감 기능과 의사소통 

기능,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과 연관된 비판적 사고기능과 성찰적 

사고기능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능들이 유의미한 학습과 배움이 

되기 위해서 맥락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를 함께 제시하거나 학생 스스로 규정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탐색하도록 독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윤리적 시민을 위한 지식과 기능 차원의 강조는 

자연스럽게 윤리적 시민을 위한 가치・태도를 함양하는 토대가 되었다.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관찰과 발견을 중시하는 

메타인지적 문제해결은 ‘협력’을 강화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견되는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은 ‘공감’과 ‘존중’의 필요성을 

요청하였다. 이는 기계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 존엄을 위한 휴머니티를 

강화해 돌봄과 상생을 가능하게 한다. 비판적 사고와 더 나은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성찰을 위해 ‘개방성’, ‘겸허’, ‘자기 조절’과 

같은 가치・태도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윤리적 시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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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태도는 고정된 정체성으로서 강조함이 아닌 미래 시민으로 실질적 

역량 차원에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자 필연적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Ⅴ장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은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탐구 활동의 성격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교육과정의 내용적 요소로서 제시한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가 교육과정 설계 방향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중등 교과서 28권을 분석하였다. 먼저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안했고 이를 토대로 교과서의 

내용과 탐구 활동을 분석하였다. 네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삶의 영역과 관련 깊은 실제성, 둘째, 새로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맥락성, 셋째, 학생들의 주도성을 키워줄 탐구 활동, 

넷째, 탐구 활동의 발문 형태의 기능성이다. 교육과정 분석은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조건과 핵심역량 세 가지를 결합해 다섯 가지 

분석기준으로 확장하였다. 첫째, 실제성과 맥락성, 둘째, 탐구 활동, 

셋째, 비판적 사고 및 성찰 역량, 넷째,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다섯째, 

메타인지적 문제해결 역량이다. 이를 기준으로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을 분석해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윤리적 시민교육의 관점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교육과정에서 밝힌 윤리적 시민교육의 요소들이 중・고등학교 

『도덕 1』, 『도덕 2』,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 총 

28권의 내용과 탐구 활동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윤리적 시민교육의 다섯 가지 요소는 교과의 성격과 목표, 성취기준에 

대체로 반영되었지만,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된 목표를 찾기 

어려웠다. 아직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교육과정 상에서 전무(全無)하지만, 

교과의 성격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탐구한다는 측면에서는 향후 

개선과 보완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성격과 목표에서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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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윤리』의 경우 바람직한 소통 행위와 담론윤리를 다룬 단원이 

있어 확인 가능하였다. 또한, 『윤리와 사상』도 토론하기와 같은 수행 

동사가 성취기준에 여러 번 등장해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구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의 9종, 고등학교의 5종에서 윤리적 시민교육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단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학생들에게 친숙한 예시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가 고등학교 

교과서 보다 더 자주 실생활과 연관되어 제시되었고,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의 일상생활보다는 신문기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앞서 교육과정 문서에서 

밝힌 윤리적 시민교육과 적합한 요소들이 탐구 활동의 성격에 

구현되었는지 분석하고, 탐구 활동의 발문 형태가 수준별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탐구 활동의 성격으로 중・고등학교 모두 ‘학습 내용 

확인형’이 가장 많고 중학교 『도덕 1』은 ‘생활 속 실천형’이 

그다음이며, 『도덕 2』는 ‘도덕적 추론형’과 ‘토의・토론형’이 

그다음으로 많게 나왔다. 『생활과 윤리』는 ‘자료 조사・작성형’과 

‘토의・토론형’이 그다음이며, 『윤리와 사상』은 ‘토의・토론형’과 

‘비판적 사고형’이 그다음으로 많게 나왔다. 물론 출판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강조하고 있는 탐구 활동의 성격이 조금씩 달랐다. 

‘토의・토론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체로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메타인지적 성찰형’이 부족하고 ‘비판적 

사고형’을 보강한 ‘문제 해결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윤리적 시민교육은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도덕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정의 지향적 시민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러티브형 탐구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도덕적 이야기를 내러티브 형태로 구성하는 활동은 우리 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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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특성이자 학생 삶과 앎을 일치해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Ⅵ장은 ‘윤리적 시민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윤리적 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기준으로 존엄을 위한 비판적 사고 및 

성찰 교육, 성장형 사고를 이끄는 학생 주도성 교육, 앎과 삶이 

일치하는 문제해결 교육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할 수 있는 윤리적 

시민교육을 위한 수업모형을 두 가지 제안하였다. 먼저 ‘소크라틱 

세미나 대화식 토론모형’이다. 앞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교과의 

목표로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요소가 부재하였고, 교과서 탐구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형’과 ‘성찰적 사고형’을 강조하는 탐구 활동이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소크라틱 세미나는 경쟁적 분위기에서 

상대방의 허점을 비판적으로 반박하는 찬반 토론을 지양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타당한 근거를 함께 모색하는 대화식 

토론모형이다. 이는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에서 추구하는 공감적 경청과 

역할 교환을 통한 상상, 갈등 조정을 발휘할 수 있다. 덧붙여 학생과 

학생 간의 질문과 대화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를 성찰하게 했다. 

다음으로 Meta-IDEAL 문제해결학습 모형이다. 이 수업모형은 

기존의 브랜스포드와 스테인의 이상적 문제해결가(IDEAL Problem 

Solver) 단계에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메타인지적 요소를 

첨가해 재구성한 것이다. 앞서 교과서 탐구 활동 분석에서 생활 속 

실천형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며, 해결 과정을 다른 사람과 전략을 모색하고 

만들어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문제 해결형은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Meta-IDEAL 문제해결학습 모형을 

5단계로 제시하였다. 활동 전 단계와 탐색 단계, 실행 단계, 활동 후 

단계에 메타인지적 점검을 추가해 자기 인식과 판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과 해결전략까지도 메타인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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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윤리적 시민성으로 

재설정하되 이를 덕목 위주의 내용 전달로 접근하기보다 실질적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 차원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덕과 시민교육의 방향을 윤리적 

시민교육으로 규정하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차원의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새로운 도덕과 시민교육 방향으로 도덕적 역량으로서의 윤리적 

시민성과 윤리적 시민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는 도덕과 시민교육이 

권위적이고 보수적 측면이 강하다는 편견과 선입견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윤리적 시민성이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수・학습 방안에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체계화되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이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둘째,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의 내용상 

연계를 고려하면서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중학교 『도덕 

1』, 『도덕 2』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 

중 일부 단원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분석하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시민교육의 실천 방안 연구가 가지는 

도덕 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과 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천적이고 의미 있는 시민교육을 

교과교육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미래 

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는 기존의 시민성 개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즉 더 강하고 실질적 

수행력을 갖춘 윤리적 시민성이 필요하다. 둘째, 윤리적 시민교육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메타인지적 성찰형과 비판적 사고형, 문제 해결형의 

탐구 활동을 교과서에 보완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러티브형 탐구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반영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상하기 위해 윤리적 시민교육 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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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자기 삶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교육, 토론하고 상호 질문하는 협력 

학습을 통한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지식 자체보다는 지식을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배우는 문제해결 교육이다. 이를 종합한 

교수・학습 모형으로 ‘소크라틱 세미나 대화식 토론모형’과 

‘Meta-IDEAL 문제해결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의 단계와 

모형의 구조, 모형의 실제, 3~5차시 교수・학습과정안을 자세히 

소개하며 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 

실천적이고 의미 있는 윤리적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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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oral subject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civic education 

according to with social changes and the demands of the future 

society. In the meantime, moral educat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but mainly has focused on direct 

learning and teaching on civic values and virtues. As a result, there 
are still prejudices and stereotypes that civic education in moral 

subjects is indoctrinative and conservative. This acts as an obstacle to 

vitalization of civic education in moral subjects. Starting from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tried to redefine ethical 

citizenship in a way that matches the citizenship of the future society. 

Ethical citizenship refers to citizenship, which means to think critically 

and reflect on our life, social structures and institutions. And it 

approaches metacognitively and solves problems in communication with 

others. This is to discuss citizenship by expanding it as a moral 

competence rather than limiting it to issues of legal status, rights, ci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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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ies and responsibilities. Lind said that competencies are formed when 

students deliberate, discuss, and solve moral issues on their own rather 

than are instilled with moral and civic values. This ethical citizenship 

emphasizes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reflecting on better 

reasons and more appropriate actions in decision and choice rather 

than only the ‘method’ such as democratic process. This means 

reinforced citizenship with more fundamental ethical elements to form a 

rigid democracy.

Therefore, ethical-civic education should focus on the competences 

of citizens with critical thinking and reflection skills to solve civil 

society problems in meta-cognitive level through empathic 

communication. To realize this, it is suggested that critical reflection on 

our life and society in general should be emphasized, communication 

and empathy should be strengthened, and problem-solving ability should 

be cultivated through meta-cognition. The reason is that critical 

thinking and reflective thinking not only help to dispel prejudices and 

misunderstandings about civic education in moral subjects, but are also 

a powerful driving force that leads moral action by combining thinking 

and emotion. In addition, critical thinking and reflection are 

higher-order thinking skills emphasized by Lipman, and correspond to 

meta-cognitive and self-control thinking. Empathic communication 

creates a stable and caring environment to induce moral behaviors such 

as caring. Habermas emphasized that the core of civil society is 

communication action in the public sphere, and smooth communication 

to resolve social conflicts. Meta-cognitive problem solving can alleviate 

cognitive biases and foster positive emotions and self-control. Fravell 

believed that meta-cognitive experiences have influenced on the 

meta-cognitive knowledge accumulated so far. And they help students 

to set tasks and goals. Based on the opinion above, the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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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s of ethical-civic education are critical thinking and 

reflection competence, empathic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meta-cognitive problem solving competence. In order to analyze the 

sub-elements of citizenship, there are suggested framework and the 

selected content and elements to lay the basic foundation for 

ethical-civic education.

The sub-elements of ethical-civic education are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For the knowledge dimension, contextual 

knowledge and procedural knowledge were emphasized. Contextual 

knowledge is defined as flexibly transferred knowledge to new 

situations through deep understanding. And it considers context in the 

process of acquiring knowledge. It acts as a driving force toward 

concrete and practical actions and practices. These experiences give 

students opportunities to gain knowledge and increase their confidence 

in the process of knowing.

Next, the functional dimension was classified into actual power and 

performance : meta-cognitive function, problem solving function, 

empathic function, communication function, critical thinking function and 

reflective thinking function. As the result, the emphasis on knowledge 

and skills for ethical citizenship naturally became the basis for 

cultivating values and attitudes. Values and attitudes are not 

emphasized as fixed identities, but important prerequisites in terms of 

practical competence, and are a natural result of realizing knowledge 

and skills.

The curriculum and textbook contents and inquiry activities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ethical-civic education. In order to 

explore whether the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can become 

the curriculum design direction, the 2015 Revised Moral Education 

Curriculum and 28 textbooks for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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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the 2015 

Revised Moral Education Curriculum, the five elements of ethical-civic 

education were largely reflected, but it was difficult to find goals 

related to empathic communication skills. Although the term 

meta-cognition does not yet exist in the curriculum, the possibility of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was found in the future. The reason 

is that civic education in moral subjects emphasizes the exploration of 

various problems.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familiar examples and experiences in everyday life were 

mainly described. This can be seen as a reflection of practicality and 

contextuality in the textbook.

As a result of inquiry activity analysis, ‘Content confirmation 

type’ was the most common in both middle and high schools. Overall, 

the ‘Discussion or debate type’ is mainly presented, but the 

‘Meta-cognitive reflection type’ emphasized as important in ethical 

civic education is lacking, and the ‘problem-solving type’ that 

reinforces the ‘critical thinking type’ needs to be supplemented. The 

reason is that reinforcing meta-cognitive reflection by discussing moral 

issues at the social structural level is important for forming an ethical 

citizenship. In addition, we should try to differentiate our curriculum by 

expanding ‘narrative-type inquiry activities’ to strengthen empathic 

communication skills.

Lastly, learning and teaching model was proposed to promote 

ethical-civic education. There are ‘Socratic Seminar Dialogical 

Discussion Model’ and ‘Meta-IDEAL Problem Solving Learning 

Model’. These can solve the lack of inquiry activities emphasizing the 

‘empathic communication competence’ element and the ‘critical 

thinking type’ and ‘reflective thinking type’. First, the Socratic 

Seminar avoids the pros and cons of refuting the other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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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nesses in a competitive atmosphere. Instead, it is a dialogical 

discussion model in which students deliberate social problems critically 

through questions. The Meta-IDEAL problem-solving learning model was 

reconstructed by adding the meta-cognitive elements.

This study, however,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Considering the 

connection betwe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moral 

subjects, it was not possible to analyze all of them. Also, the analysis 

was limited to some units of middle school textbooks and high school 

textbooks. Therefore, systematic and in-depth follow-up studies that 

targe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needed. Neverthel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ets ethical citizenship in moral 

education as the new direction of civic education. Through this study, I 

hope to contribute the practical suggestions of ethical-civic education to 

schools.

keywords : Ethical Citizenship, Ethical-Civic Education, Critical thinking 

and reflection, empathic communication, metacognition, 

Dialogical discussion, problem-solvi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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