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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다원적 가치의 표출과 조정을 속성으로 하
며,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게 될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시민성의 요소 중 
하나로 논쟁적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능력을 들 수 있다. 최근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성별, 인종, 종교, 경제, 외교문제 등 다양한 균열로부터 
구성원간의 첨예한 가치갈등이 대두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면, 사회적 논
쟁문제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피해가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기꺼
이 직면하고 교육의 소재로서 받아들여야 할 하나의 주제가 되었다.

하지만 논쟁문제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기에는 여전
히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갈려 있고, 때로는 견해의 
차이가 심각한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논쟁문제를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특히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민
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 한국 사회에서는, 교사가 정치적으로 논쟁
적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반감을 사거나, 학
생을 정치적으로 선동하였다는 언론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다. 

학교에서 논쟁문제를 교수하는 데에 있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
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는 논쟁문제수업에 대한 가장 큰 문제의식을 학생
들의 학습과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도구가 부재하다는 데에 
두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의 논쟁문제수업 평가도구는 주로 논쟁문제수업
의 인지적 성격, 즉 지적 분석능력과 의사결정능력, 논변 구성능력 등의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는 논쟁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었다. 

그러나 논쟁이 줄 수 있는 교육적 의의는 인지적 영역에만 국한되
지 않는다. 민주사회에서 논쟁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 이전에, 다원적
인 가치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경험을 체험함으로써 나와 다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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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통합해야 하는지
에 대한 해답을 학생 스스로 찾아가는 경험을 제공한다. 공적인 쟁점에 대
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책 수립의 차원에서는 지적 분석능
력과 근거 확보 능력이 중요하겠으나, 시민교육적 맥락에서 논쟁문제는 지
적인 영역 못지않게 상술한 민주적 체험, 즉 논쟁을 대하는 가치태도의 함
양 또한 비중 있게 다루고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기
존 연구에서의 평가가 주로 인지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대
안적인 평가척도를 개발할 필요성이 생긴다. 정의적 영역의 평가라는 관점
에서 논쟁의 절차 속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비교적 미흡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논쟁문제수업에서 가치태
도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와 그 하위항목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론적 배경을 구상하였다. 먼저 논쟁문제수업에 있어서 정의적 
영역의 가치,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평가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대상을 명
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논쟁성’의 의미에 대한 고찰로
부터 시작하여, 논쟁문제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는 지점과 합의할 수 없는 
지점을 구분하여 평가의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독일
의 정치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원칙, 그리고 존 롤스가 
주장하였던 정치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가치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
든 대화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으로서 ‘중첩적 합의’의 개념을 
주요한 개념틀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개념틀을 기준으로 하여 논쟁문제수업에서 가치와 관련하
여 ‘합의할 수 없는 것’과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할 수 있었다. 전자
에 해당하는 가치는 자유로운 가치관 형성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자 쟁
점에 대한 찬/반 의견 등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표현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목적적 가치지향’이라고 개념화하였다. 반면 후자는 논쟁의 절차와 관련
된 가치태도이자 중첩적 합의의 성격을 지니는 부분이다. 이는 논쟁의 참
여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합의할 수 있는 태도의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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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 ‘절차적 가치태도’라고 개념화하였다. 목적적 가치지향에 
대해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일종의 강압과 교화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절차적 가치태도
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논쟁문제수업의 가치
태도 평가척도는 절차적 가치태도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
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논쟁문제수업의 가치태도 평가를 위해 측정할 수 있는 
절차적 가치태도를 ‘주체적 태도’, ‘공감적 태도’, ‘개방적 태도’의 세 가지
로 도출하였다. 세 가지 절차적 가치태도는 논쟁문제수업의 특성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서, 각각 자신의 의견에 대한 태도, 타자의 의
견에 대한 태도, 의견의 조정과 통합에 대한 태도에 속하는 것이다. 첫째, 
교육적 의미에서 논쟁문제수업은 문제해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논증한다
는 논쟁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논쟁이 지속되려면 강압이 있어서
는 안 되며, 학생의 주체적인 의견 개진을 장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체적 
태도가 도출된다. 둘째, 논쟁은 항상 타자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논
쟁문제수업에서는 자신의 논리전개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인 공감적 태도가 필요하다. 셋째, 논쟁이 소모적인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생산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시민교육적 목표와 맞닿게 하기 위해
서는 대화자들이 서로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갈등을 더 높은 차원에
서 통합하고자 하는 개방적 태도가 요구된다. 

세 가지 절차적 가치태도의 개념을 구상한 후, 구체적인 평가척도
를 개발하기 위해 주체적, 공감적, 개방적 태도를 각각 조작적으로 정의한 
후 이를 척도화하기 위한 구성요소 생성 작업을 수행하였다. 선행 척도를 
차용하지 않고 연구자의 논리에 의해 새롭게 고안된 척도라는 점을 고려
하여, 척도 구성을 체계화하기 위해 태도 척도개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인지-정서-행동 3요소 구성체계를 사용하여 각각의 가치태도에 대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하위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요인의 도출
은 각각의 가치태도를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 또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이로부터 총 12개의 절차적 가치태도 구성요인을 구안하였으며,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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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은 수업 상황에서 학생의 가치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으
로 기능한다.

각각의 구성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문장표현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하였고 총 37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예비 평가척도를 개발하였
다. 개발된 예비척도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쟁문제수업 및 사회과교
육 연구자, 현장 교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패널을 섭외하여 델파이 조
사(Delphi method)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총 2차에 걸쳐 진행되
었고, 각 조사에서는 구안된 예비문항이 평가기준으로서 절차적 가치태도
의 구성요소를 얼마나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수를 5점 척도
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수집된 델파이 응답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시행하여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및 의견합의도, 
수렴도를 계산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논쟁문제수업의 절차적 가치태도 문항을 보완하였다. 내용타당도 비율, 의
견합의도 수치에서 긍정적인 값을 나타낸 문항에 대해서는 문항의 타당성
을 확인하였고, 2차 설문 이후에도 부정적인 값을 나타낸 문항에 대해서
는 삭제 및 보완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36개의 척도문항이 개발되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졌던 논쟁문제수
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논쟁성’을 기준으로 한 가치태도 평가체계를 구축
하려는 시도에 있었다. 이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논쟁문제수업의 목표를 풍
부화하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교사가 실제로 논쟁문제수업을 함에 있어 학
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전문가 자문의 
결과 태도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보다 엄밀히 제시하고 문항의 행동표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걸맞은 서술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으며, 이를 통해 좀 더 현장 맥락에 적합한 척도로 개발되도록 후속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한다.

주요어 : 논쟁문제수업, 시민교육, 가치교육, 평가척도, 절차적 가치태도
학  번 : 2020-2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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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우리 교육계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
다도 대두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필두로 정치생
활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급변하는 사회상과 가치관의 변화
에 따라 성별, 세대, 지역 등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코로
나19라는 전 지구적 감염병의 창궐과 이로부터 파생된 불안정한 국제 정
세와 경제 위기 등은 우리 사회를 인권, 민주주의, 자본, 전쟁과 평화 등 
수많은 주제에 대한 갈등과 쟁론의 장으로 변모시켰다. 현대 민주주의 사
회는 다원적 가치의 표출과 조정을 속성으로 하며,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
게 될 학생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역량, 태도를 기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학계와 정책 당국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을 절감하
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2018년에 민주시민교육 진흥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지정되고, 서울시교육청 주요 계획에 민주시민교육이 
중요 시책으로 포함되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다. 학계
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현재의 시민인 학생
을 주권자적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학교민주시민교육
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021).1)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성과를 내는 데에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각종 언론, SNS 등의 미

1) 서울시교육청(2021). 서울교육 주요업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정책・안
전기획관. 73-91.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2021). 2021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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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통해 성별갈등, 혐오표현, 극단적 정치사상 등에 수시로 노출되며 
세상에 만연한 가치갈등과 대립, 혐오의 현장을 목도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언급하거나 수업의 소재로 삼을 경우 학생
에게 특정한 정치사상을 주입하는 것이라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한다는 점
에서 갈등과 논쟁에 교육의 이름으로 개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군
사독재정권 하에서 교육이 국가에 충성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
키는 신민교육의 수단으로 전락한 역사를 지닌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
면, 교육이 특정한 당파적 이익이나 주장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가 특정한 사회 현안이나 정치적 주제, 예컨대 성평등을 소재로 수업 
시간에 행한 발언에 대해 학부모의 민원을 받는다든지, 심한 경우는 그러
한 견해에 반대하는 학생을 필두로 당파적인 수업을 하는 교사를 '고발'하
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2)

이처럼 교실에서의 '논쟁'이 '논란'이 되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나 교육 현장이 정치적 중립성
에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논쟁'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
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민주사회는 다원주의를 전제로 한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형성하고, 공론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견주어 보기도 하면서 차이를 조정하고 합의하며 각자의 
이해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현장에서는 교사가 정치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에 큰 
거부감을 드러내며, 교사 입장에서는 쟁점에 대해 자신이 하는 발언 한 마
디가 민원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논쟁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된다. 

그러나 논쟁문제를 사용한 수업은 사회과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 교육과목으로서 사회과는 필연적으로 그 교육적 소재가 우리 
사회에 산적한 여러 현안문제들과 관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2) 한겨레(2021.5.17.). "쌤, 페미죠?" 교실도 휩싸인 백래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95438.html (검색일: 20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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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길러주는 것
이 사회과교육에서 의도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이다. 논쟁문제수업은 사회의 
실제적 쟁점에 대하여 가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입각하여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사회과의 교수학
습모형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논쟁문제에 대해 배우고 직접 논쟁에 참여
함으로써 그들 사회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논쟁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지적 분석능력과 탐구력이라는 인지적 능력에 
더해 타인과의 가치갈등을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시
민적 태도라는 정의적 영역의 능력까지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과 논쟁문제수업은 일종의 종합모형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교육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논쟁문제수업을 
직접 실행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으며, 그 가장 주된 원인은 적
절한 평가도구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논쟁문제를 공정하면서도 균형잡힌 
시각으로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논쟁을 올바르게 다루고 논쟁에 참여하
는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를 받게끔 하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학
생의 가치관이 평가받는 상황에서 학생이 교사의 평가내용에 대해 납득하
지 못한다면 교사가 자신이 믿는 가치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는 이유만
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교사가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옹호하고 그에 반대하는 
학생을 배척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이 계속된다면 상술
한 바와 유사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
다. 

논쟁문제수업에서의 평가도구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정치
적으로 민감한 사회적 쟁점, 그리고 그것에 관한 학생의 개인적인 가치관
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론을 통한 논쟁문제수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들간의 대립을 어떻게 조절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에서 논쟁문제수업이 적극적으로 시
행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예컨대 어떤 쟁점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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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가치관에 근거하여 주장을 편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단지 그의 
주장이 다수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학생에게 낮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가? 이는 평가권한을 직접 행사해야 하는 교사에게 있
어 쉽사리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올바른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
기 위한 체계적인 수업과 평가방법이 사회과교육계에서 충분히 제시, 공유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차경수・모경환, 2008). 

비슷한 맥락에서, 오연주(2006)는 사회과 토론수업의 평가가능성
에 대한 회의와 불안이 중등교사 사이에서 토론수업의 장애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였으며, 전통적 평가개념을 벗어나 체크리
스트와 동료평가, 자기평가 등 수행평가 개념으로 평가의 개념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3) 이바름・정문성(2020)은 사회과 논쟁문제 토론수업에 
대한 인식연구를 통해 특히 중등교사가 논쟁문제수업에서 평가의 모호함
을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음을 보였는데, 이는 중등학교에서 평가에 대한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데에 비해 타당한 평가척도의 개발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상술한 차경수・모경환(2008)의 문제의식을 강화
한다.4) 

물론 논쟁문제수업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아니지
만, 상술한 가치평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가모델은 상대적으로 빈
약하다. 논쟁문제수업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 학자인 Oliver & 
Shaver(1966)의 모형을 비롯하여 Hunt & Metcalf(1955), Banks(1990), 
Ochoa & Becker(2007)등이 논쟁문제라는 틀 안에서 다각적인 학습목표
와 평가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논쟁문제수업의 학생평가에 대한 선
행연구들은 주로 논쟁문제수업의 인지적 성격, 즉 지적 분석능력과 의사결
정능력, 논변 구성능력 등의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고, 정의적 영
역의 평가라는 관점에서 논쟁의 절차 속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비교적 미흡하였다. 물론 어떤 연구에서는 

3) 오연주 (2006). 토론수업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중등 사회과 교사의 인식. 사회
과교육, 45(2), 111-143.

4) 이바름・정문성 (2020). 사회과 논쟁문제 토론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시
민교육연구, 52(3), 18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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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태도를 중시하기 위한 논쟁문제수업의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였으
나, 이를 실제 교육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에 대한 척도가 
미흡하거나, 혹은 가치 영역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과 평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평가와 수업이 일체화되지 못하면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표가 흐려진다. 이는 곧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학습목표 자체가 
불확실해짐을 의미한다. 적절한 평가척도를 개발한다는 것은 적절한 학습
목표를 구상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이런 견지에서 가치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곧 논쟁문제수업 자체의 질을 제고하는 방
편이 될 수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
이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줌으로써 학습에 대한 외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적확한 평가도구의 부재는 학생은 물론 이를 가르쳐야 하
는 교사 스스로도 수업에 대한 자신을 잃게 되고 학생을 긍정적으로 동기
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잃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교육과 일체화된 평가도
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습목표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습목
표는 사회과 교과교육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도출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평가도구의 개발은 교육의 기반 철학,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에서부터 구체적인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으로 좁
혀들어가는 종합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논쟁문제수업에서 가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와 그 하위항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요
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수업과 평가의 일
체화라는 원칙,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태도 함양이라는 사회과 일
반의 목표에서 시작해 논쟁문제수업에 적합한 평가관에 대해 고찰하고 이
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척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쟁문제수
업의 수업목표와 평가도구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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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쟁문제수업의 평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의의
와 한계를 알아볼 것이다. 이어지는 이론적 배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
되는데, 첫 번째는 평가상황이 이루어지는 배경 맥락으로서 논쟁문제수업
의 바탕이 되는 쟁점중심 사회과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이다. 이 패러
다임 안에서 구상되는 다양한 논쟁문제수업 모형과 교수학습전략에도 불
구하고 평가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본격적인 평가척도 개발에 앞서 '논쟁문제
수업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물음을 통해 논쟁문제수업을 구
성하는 두 가지 가치개념인 목적적 가치지향과 절차적 가치태도를 구분하
고, 양자가 평가대상으로서 가지는 의의에 대해 논할 것이다. 세 번째로 
연구자가 구상한 평가척도로서 주체적 태도, 공감적 태도, 개방적 태도라
는 세 가지 가치태도를 제시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할 것이다. 이어
지는 척도개발 부분에서는 세 가지 가치태도를 적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에 대한 고찰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문항 개발과 타당도 검증 방안에 
대하여 개괄할 것이다.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사회과 시민교육이 바라보는 시민성에 대한 여러 관점 
중 쟁점 중심 사회과교육의 패러다임 내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평가척도 
개발의 근간이 되는 수업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대안이 가능하고 그 중 
하나를 쉽사리 선택하기 힘든 논쟁적인 사회적 현안을 소재로 하는 것이
다. 이런 패러다임 하에서 논쟁문제수업을 평가한다는 것을 평가의 내용과 
방법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논쟁문제수업의 목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평가라는 것은 해
당 수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같으므로, 좋은 
평가에 대한 고민은 좋은 수업에 대한 고민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평가
의 방법 측면에서는 교수학습 내용과 별개로 존재하는, 평가만의 고유한 
영역에 관한 것이다. 이는 주로 이미 어떤 역량이나 태도를 평가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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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내용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척도를 사용하여야 그러한 
내용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이론
적 배경을 구성한다면, 전반부에서는 평가 내용에 관한 논의를 통해 우선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후반부에서 적절한 
평가척도와 구체적인 문항 개발을 모색할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졌던 
논쟁문제수업에서의 평가 가능성을 고찰한다는 게 있다. 논쟁문제수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한 평가의 방법이나 기술적 논의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논쟁과 관련하여 도대체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설정,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가능성,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올바
른가에 대한 정당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논쟁문제수업에서 '논쟁성'이라는 개념에 특히 주목하
여 평가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즉 논쟁의 대상으로 용인가능한 부
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명명함으로써 논쟁문
제수업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이는 기존에 지
적인 분석능력과 논증 능력만으로 평가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요소를 
다양화려는 시도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 차원에서는 논쟁문
제수업이 함축하는 시민교육적 의미를 풍부화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실천적 차원에서도 수업현장에서 논쟁문제수업
을 진행하면서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교사가 느끼는 부담감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논쟁문제수업이 포괄할 수 있는 많은 교육적 가능성 중 전적으로 '
가치태도', 그 중에서도 논쟁의 절차와 관련된 가치태도를 평가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러한 이론 전개 방식이 독자에 따라서는 논쟁문제수업의 전통
적 학습목표인 고차사고력, 지적 분석능력 등 인지적 영역의 평가를 소홀
히 하거나 배척하는 것으로 읽힐 위험이 있다. 그러나 주지하였다시피 가
치태도 평가의 정당성을 옹호한다고 해서 지적 영역에 대한 평가가 정당
하지 않다는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본 연구의 범위가 논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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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업의 정의적인 가치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논의까지만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논증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의 주장을 설
득력 있게 타당화하는 과정이므로 지적 영역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
어져야 한다. 이러한 오해가 해소된다고 해도,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의 평가를 균형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제기할 수 있다. 이
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두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쟁
문제수업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연구자가 제시하는 '절차적 가치태도' 개념 자체의 타당성과 
일반화 가능성 문제이다. 후술할 가치태도의 평가항목들은 쟁점 중심 사회
과와 논쟁문제수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그리고 논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가치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해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되는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문가 패널을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만으로 해당 평가척도의 타당성이 완전히 검증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 연구의 주안점은 이미 개발된 평가척
도의 타당도를 제고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가치태도 평
가라는 대안적 체계를 최초로 구안하고 제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의 타당화 연구, 예컨대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타
당도 검증 등의 기법을 통해 별도의 타당화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1] 연구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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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쟁점 중심 사회과와 논쟁문제수업 

  1.1. 쟁점 중심 사회과 패러다임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
리로 하여금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었으나, 동시에 수많
은 대립과 가치갈등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작게는 
가족, 학교 직장 등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논쟁이 발생하기
도 하고,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성장과 분배에 관한 경제적 논쟁, 포용
과 배제에 관한 사회적 논쟁, 진보와 보수에 관한 정치적 논쟁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논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를 보도하고,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가치관에 
따라 파를 나누어 첨예하게 대립한다. 어떤 논쟁은 그 승패에 따라 새로운 
정권의 창출이나 정책의 시행과 같은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러
한 논쟁들은 대부분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자신의 입장을 결
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자신의 입장을 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입
장에 서 있는 상대방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아 갈등과 대립이 지
속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논쟁문제를 사회과교육의 중요한 소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이나(배영민, 2021)5), 
구체적으로 논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으며,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사회 풍토 
하에서는 학교에서 논쟁을 다루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논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다면 사회과교육에서 논쟁을 배제하고, 정부제도라든지 헌법조항과 같은 

5) 배영민 (2021). 쟁점 중심 사회과 수업에 적합한 평가체제 모색. 사회과교육,
60(2), 93-113.



- 19 -

비교적 객관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논란
을 피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쟁점은 교육
의 소재로서 과감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근간으로서 헌법과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그 자체가 대립과 논쟁을 
통해서 존속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 68혁명의 바람이 
불 때 독일 사민당의 총리 후보자 빌리 브란트가 사회 전반의 민주적 개
혁을 위해 'Demokratie Wagen!(민주주의를 과감히 감행하자)'이라는 구
호를 내 건 것처럼, 논쟁과 갈등을 숨기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마주하고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성향을 미래 세대의 주역들에게 심
어주는 것이 시민교육이 가지는 책무이다. 

쟁점이란 사회의 특정 집단이 아닌 다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주제를 다룸과 동시에,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구분되는 주제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한 대안을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정부
가 지금의 난민 수용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가? 여성할당제를 폐지해야 하
는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하는가? 징병제를 유지해야 하는가? 남
북통일을 해야 하는가?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적인 쟁점으로서, 이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
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들이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은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그 안의 구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논쟁문제의 구체적 
내용은 당대 사람들이 가진 관심사와 가치관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기도 
한다. Hess(2009)는 정치적 논쟁을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되
어야 하는 공공정책의 종류에 대한 진솔한 질문(authentic questions 
about the kinds of public policies that should be adopted to 
address public problems)"으로 정의하였다. 질문이 진솔하다(authentic)
는 말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질문이
라는 의미로서, 학습의 내용 그 자체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호기심과 
관련된다. 이러한 질문들은 형이상학적이거나 관념적인 대상에 대해 다루
는 공론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이나 이해관심에 직접적으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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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게 된다.6)

공공정책에 관한 실제적인 질문은 일차적으로 정책 입안자와 관련 
당국이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서 왜 논쟁문
제를 사용하여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것과 같이 논쟁은 당대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쟁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그 대립으로 인한 균
열에 대해 배운다는 것이다. 정치적 균열은 정당정치에서 정당들의 대립양
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그것은 사회 내의 계층적 분화 또는 가치
지향의 차이가 정치적 동원력을 얻어 구조화되고 응집되어 정당 및 기관
의 형태로 나타난 것에 가깝다(Moreno, 2019)7). 학생들 또한 우리 사회
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치지향의 스펙트럼을 배우고, 그것들이 충돌하는 균열지점인 쟁점에 대
해 학습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는 의의가 있
다.

그러나 왜 이러한 정치적 균열을 굳이 논쟁의 형태로서 가르쳐야 
하는가? 가치관의 대립과 정치적 균열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단지 
교사가 쟁점을 소개하고 대립하는 관점과 가치를 나열하여 소개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러나 논쟁문제의 교육적 함의를 온전
히 이해하려면 논쟁의 내용뿐만 아니라 논쟁의 절차까지를 고려하여야 한
다. 학생들은 단순히 관련된 정보를 얻고 사실을 탐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
이 아니다. 논쟁문제수업이 다른 일반적인 문제해결학습과 달리 가지는 특
징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그 의견을 상호교환한다는 데
에 있다. 논쟁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경청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아이
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은 나
와 타인이 가진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대
화자들은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다원성에 입각하여 
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효능감을 통해 유지되는 민주주의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6) Diana Hess (2009). Controversy in the Classroom. Routledge, 11-25.
7) Alejandro Moreno (1999). Policital Cleavages. Westview Press,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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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논쟁문제수업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의 존재론적 특성과 
수업의 교육학적 필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논쟁문
제수업은 학생으로 하여금 그들의 존재론적 의미를 찾도록 한다. 전통적으
로 학교는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성역으로 여겨졌으나, 
이는 학교를 보수화하고, 객관화될 수 없는 지식을 객관적인 것처럼 주입
하며, 학교교육을 실세계의 삶과 유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논쟁문제수업은 
이러한 조류에 대항하여 '학교에 학생들이 존재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그
들은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객체가 아니라 마
치 실제 시민사회에서 공론과 숙의가 오고가는 것과 같이 실제적 문제에 
관해 스스로 의견을 형성하고 교환하는 주체가 되며, 학교 밖의 현실 쟁점
을 학교 안으로 들여옴으로써 그들이 사는 세상 자체에 대해 배우는 학생
이라는 의미를 찾도록 해 준다. Hess(2009)는 논쟁을 '민주주의의 대리인
(proxy for democracy itself)'이라고도 표현하였는데, 그녀에 따르면 논
쟁수업의 이상은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데에 있다. 
또한 논쟁의 실체를 이루는 듣기와 말하기 행위는 대등한 개인간의 자율
과 자치라는 민주주의적 이상을 지향하는 것이다. 공교육, 대중교육의 형
태로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의 특징과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반인 민주
주의 이념 간 관계를 고려한다면, 논쟁수업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고
찰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사회라는 전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는 장이 될 수 있다.

논쟁문제수업이 존재론적으로 민주주의사회의 시민교육 체계와 정
합성을 가진다는 의미 이외에, 그러한 수업이 효용론적으로 가지는 의의를 
보임으로써도 그 정당성을 드러낼 수 있다. 논쟁을 사용한 교육은 고차사
고력을 발달시켜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 논쟁문제는 현실 사
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다단한 가치갈등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
반 사항에 대한 고려를 수반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국한된 이론이나 분
과학문적 지식으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수업에서 논쟁을 다룬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간학문적,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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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학생의 실제적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뿐
만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고차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전적인 과
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분과 학문의 파편적 지식과 달
리, 통합적이고 간학문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
을 서로 연관 짓는 능력,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대안을 도
출하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는 탐구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차사고력 영역의 학습을 종합적으로 도울 수 있으며, 
학생의 현재 지적 수준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근접발달영
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논쟁에 참여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탐구하며, 관련된 
가치의 원천을 찾고 대안을 선택한다. 또한 수준높은 정치적 논쟁을 통해 
다른 학생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학교 밖 현실에
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노경주
(2000)는 논쟁문제를 통해 함양되는 도전적(challenging) 정신과정으로서 
고차사고력의 의미에 주목하였다. 고차사고력은 탐구심, 호기심을 통해 비
판적 논쟁점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도전정신을 고취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힘겹게 혹은 다른 사람의 안내와 협력이 필요한 도전적 상황이 
주어진다. 그는 논쟁문제수업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질문 선정의 준거 중 
하나로 이같은 '탐구를 요구하는 도전적 질문인가?'를 제시함으로써 학생
의 근접발달영역에 속하는 쟁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8)

그러나 논쟁문제수업에서 '도전적 과제'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인지적으로 고차원의 정신능력을 요구하는 과제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
아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논쟁에 뛰어 듦으로써 무엇에 도전하는가? 도
전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고,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며 안직한 
위치에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 아직 해 보지 못한 것, 결과를 
알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다. 논쟁을 통해 비판적, 고차원적 사
고력을 발달한다는 것은 문제해결의 차원에 국한된 논의로서, 사실을 탐구
하고 논변을 구성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인지적 영역과 관련된 것이다. 이

8) 노경주 (2000). 초등 사회과에서의 쟁점중심교육. 시민교육연구 31, 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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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 수준높은 정신작용을 훈련시킨다는 교육적 의미가 있으나, 그러한 
정신작용 또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익숙해진다면, 즉 충분한 지적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된 다음에는 도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힘들게 된다. 쟁
점중심 교육의 주안점을 문제해결이 아닌 논쟁 그 자체에 둔다면, 그리고 
논쟁은 반드시 타자와의 대화와 의견 교환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논쟁을 통해 낯선 타자와 직면하는 것이다.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타자와의 조우는 필경 불편할 것이고, 나
의 의견이 통하지 않거나 차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이 지속되는 
데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두려움에 
맞서고 나와 다른 타자에 맞서 온전한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진정한 도전
의 정신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논쟁문제가 '도전적'이어야 한다는 주
장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다는 의미를 넘어서 쟁점을 통해 타자
와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고취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1.2. 논쟁문제수업의 의의

민주사회에서 타자와 직면하는 도전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논쟁
문제수업은 그것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담대한 도전을 필요로 
한다. 교사와 교육학자들은 안쪽으로는 논쟁문제수업 자체의 이론적, 교수
학습적 방법론을 견고히 다지면서 바깥으로는 교육에 있어 논쟁의 필요성
을 설득하고, 관련된 오해를 풀고 민주적 가치로서 논쟁이 있는 교육을 실
현하기 위한 정치적 동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의식 아래 여
러 학자와 교육자들이 논쟁문제수업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어떤 방식으로 
논쟁문제를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모형 개발을 활발히 진행해 왔
다.

논쟁문제수업의 의의는 단순히 논쟁을 통해 토론과 논변능력을 기
르는 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쟁점 중심 사회과 패러다임 아래에서 논쟁
을 통한 교수학습은 상술한 '도전적' 경험을 제공, 즉 낯선 타자와 대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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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갈등은 경험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
정을 거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논쟁을 통해 지적 분석력뿐만 아니
라 정의적 행동능력, 가치태도를 함께 기르기 위한 논의로서 전통적인 논
쟁문제수업에서는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이다. 예컨대 논쟁문제수업
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모형은 '법리 모형'이라는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배심원 평결제도에 착안한 것인데, 이것은 교육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리 모형은 정치적, 
법적 쟁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고 평결하는 것을 염두에 둔
다는 점에서 내재적, 제도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내재적으
로 각 참여자간의 사회경제적 배경, 지적 수준의 편차로 인해 구성원의 의
견이 골고루 반영되지 못하는 배심원단의 딜레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문과 식견을 갖춘 주류 집단의 참여자가 토의를 주도하는 '빅 마우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이러한 빅 마우스의 
출현을 방지할 장치가 없다면 주류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의 의견
이 과대평가되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판단을 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기회가 없어지는 문제 또한 상존한다(오현철, 2016)9)

따라서 우리는 논쟁문제를 교수함에 있어 답을 한 가지로 정하는 
평결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대화로서 논쟁을 받아들일 필요
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견지에서 논쟁문제를 교수하게 되면 어김없이 논쟁
에 대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돈다. 사회과 교수학습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 딜레마는 '합의된 것'과 '합의되지 않은 것' 사이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그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이야기이다. 이는 사회과가 현실
의 사회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교육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쟁점들이 현실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이해관계와 결부되어있다는 점에서 더욱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 전통적인 
논쟁문제수업모형이 주로 '합의된 것'에 주목하여 기본가치와 지적능력이
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논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반면, 본 연
구는 논쟁문제수업의 의의를 '합의되지 않은 것'을 다루는 방식으로부터 

9) 오현철, <사회과 '논쟁 문제' 수업 개선을 위한 제언>, 시민사회과 NGO 제14권
제2호, 125-16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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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것이다.
합의되지 않은 것을 평가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대답해야 할 질문

은 평가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를 어떻게 인식
하고 접근하여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상태
를 어떻게든 합의된 상태로 옮겨가서 해결되어야 할 불안정한 상태로 바
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논쟁문제수업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 설득과 논증을 중심으로 가르쳐져야 할 것이며, 평가 또한 이런 관
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하버드 모형을 포함하여 Hunt & 
Metcalf(1955), Banks(1990) 등이 개발한 저명한 교수학습 모형들은 비판
적 사고력과 의사결정능력, 논변능력과 근거제시 능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
들을 논쟁문제의 주요한 학습요소로 다루고 있다. 또한 지적인 논증에 초
점을 둔 평가척도 개발은 사회과교육 외부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역량, 토론
능력 등을 주제로 상당 수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적 분석능력을 사용한 협상, 언변과 의사소통능력을 사
용한 설득과 논증이 사회과 논쟁문제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논
쟁'의 의미를 액면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쟁점 중심 사회과에서 강
조하는 시민성의 의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사회과 논쟁문제수
업이 종합모형의 성질을 띠는 만큼, 그리고 논쟁의 주제가 우리 사회의 여
러 단면들을 포괄하는 만큼, 우리는 논쟁이라는 개념이 줄 수 있는 다른 
의미들을 포착함으로써 논쟁문제수업의 본질직관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
다. 흔히 언론과 매체에서 접하는 '논쟁'이란 주로 정책에 대해 토의하고 
표결하는 방식이나 찬반을 나누어 승패를 결정짓는 좌담회 형태로 이루어
진다. 그렇다보니 대립과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봉합하고 시시비비를 하려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설득하거나 패퇴시키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논쟁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로 하여금 찬반이 대립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해결하고 명쾌한 결론이 지어져야만 논쟁이 매듭지어진다고 생각하도록 
하기 쉽다. 때로는 이런 선입견이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일방적인 강압
으로 이어지거나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성과중심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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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논쟁문제수업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합의되지 않은' 상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논쟁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논쟁은 그것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
라 다양한 면모를 가진다. 어떤 논쟁은 개념에 대한 단순한 몰이해나 편
견,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 일어난다. 이러한 갈등들은 충분한 정보
의 제공과 오해의 해소, 타당한 근거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각한 갈등은 대화자들 사이의 도덕적 불일치, 즉 가치
관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오현철, 2016; 조영제, 1998). 도덕적 가치관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 가치관을 가진 사
람의 경험과 인식배경이 집약된 총체적인 태도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인 측면에서 논쟁문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모든 논쟁이 해결
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대부분의 정치적 
갈등은 애초에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때그때의 
시대상황과 사회적 맥락, 당사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따라 동일한 가치
관에 근거한 논쟁이라 하더라도 선택의 결과와 양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논쟁은 단순히 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 이상의 것을 포괄해야 
한다. 올바른 논쟁의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교육학적 맥락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논쟁문제수업의 의의를 지적 분석능력의 습득으로만 보
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고 그 목표를 다변화하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
된다. 이것이 논쟁문제수업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통해 그 본질에 한 걸음 
더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논쟁의 관심을 '문제'에서 '논쟁' 그 자체로 옮겨가고, 갈등상황에
서 일어나는 대화자간의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논
쟁문제수업의 새로운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개
념 또는 방법론을 통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인가? 논증적 글쓰기에 관한 
현남숙(2019)의 연구는 논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한 사례
를 보여준다. 그녀는 논증적 글쓰기의 유형을 의도하는 목표에 따라 주장
과 입증을 위한 것과 공감과 협력을 위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주장과 입증
을 위한 글쓰기에서는 쟁점에 대한 근거 발견과 정당화가 중요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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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반면, 공감과 협력을 위한 글쓰기에서는 쟁점에 대한 대화와 상호이
해가 중요해진다. 두 가지 유형의 글쓰기는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은 주로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훈련으로서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증은 승리보다는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이해와 조정이 더 큰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저자는 쟁점에 대해 양비론적 태도
를 갖는 것을 문제 삼고, 절충과 타협보다는 반론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견고히 하도록 유도하는 글쓰기 방식에 비판적 태도를 보
이며 쟁점에 대한 열린 대화를 통해 화합된 결론에 도달함을 지향하는 '대
화적 논증'을 주장하였다(현남숙, 2019).10) .

대화적 논증 개념은 사회과 논쟁문제수업을 다룸에 있어서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가치관이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단일하
게 합의할 수 있는 논리의 기준이 존재할 것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희미해
진다. 따라서 논증에서 자신의 주장을 통해서만 진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므로, 논쟁은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상호대화와 의사소통의 장이 되어
야 하며 공동의 문제를 발견하고 간극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와 관련하여 유념하여야 할 것은, 이것이 
논리나 합리를 무시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의 논증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대화적 논증이라고 해서 무조건적 공감으로 비이성적인 태도를 갖
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설파함에 있어, 얼마나 타자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공통으로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는지를 
가늠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이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감정이입과 상호존
중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이다. 감정과 타자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감정
을 격양시켜 감수성에 젖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대화적 논증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논증적 의
사소통만으로 이상적인 대화상황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논증 담
론은 대립하는 관점을 통합한 절충안보다는 반박과 재반박을 중심으로 전
개되었다. 사회과 논쟁문제수업 또한 양비론적 태도를 지양하고 하나의 관

10) 현남숙 (2019). 대화적 논증을 활용한 글쓰기 - 그 특징과 교육방법. 교양교육연
구. 13(3), 249-266.



- 28 -

점을 가지도록 독려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에만 치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논쟁문제수업으로 볼 수 있는 하버드 모형, 의사결정모형, 
차경수 모형 등을 이런 견지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기존 모형들은 공
통적으로 '논증적' 담론에 머물러 있다. 경험적 증거를 통해 사실을 증명
한다든지,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가치갈등을 해
결하는 것들은 모두 특정한 가치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논쟁
문제를 다루는 것들이다. 이런 과정에서 공론장에 참여하는 다른 대화자들
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들을 타자로서 받아들이는 태도는 비교적 간과되어 
왔다. 

또한, 기존 논쟁문제수업의 구조는 논쟁에 임하는 참가자들이 쟁
점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어떠한 가치태도를 지녔는가가 아니라 자
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논거를 설득적으로 제시하는
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는 당면한 논쟁이나 가치문제
에 대한 사실탐구와 가치탐구를 통해 '대안을 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논쟁문제가 타자와의 논쟁상황을 전제한다는 사실이 간과되어 있
다는 점을 의미한다. 요컨대 논쟁문제수업모형에서 '논쟁'이 아니라 '문제'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논증을 통해 추구하는 가
치는 다양하다.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증도 물론 중요하나, 공적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증 등, 갈등상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적 논
증 또한 중요한 논쟁의 면모이다. 시민교육에 있어서, 공적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탐구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기르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학생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타자와 마주하며 의사소통하는 대화 
상황에 놓여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쟁문제수업에서 목표로 하
는 논증력과 사실/가치탐구 능력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맥락
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1.3. 논쟁문제수업 평가의 어려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논쟁문제수업의 의의와 가치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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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교육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교육체계에 그러한 가치가 잘 
녹아들고, 교실수업에서 실행가능한 방식으로 맥락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는 그에 
적합한 평가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일선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입
장에서 교육목표의 달성여부를 파악하고 학생의 변화된 기능과 태도를 측
정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평가척도가 필요하다. 아무리 이상적인 교육이론
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지도안과 평
가계획이 없다면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다. 

현장 교사들이 교실에서 논쟁문제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부담스러
워하거나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평가의 어려움이
다. 사회과 교사들은 토론수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
나, 수업의 평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
은 논쟁문제수업을 실제 교실에서 행하는 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오
연주, 2006). 또한 사회 현안적 문제와 쟁점을 다루는 논쟁문제의 특성상, 
그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평가의 공
정성과 객관성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교사들은 논쟁문제수
업의 평가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입시위주의 수업운영이 충분한 
쟁점교육을 방해한다는 구조적인 요인과도 결부되어 있다(김상무, 2021)11)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요구는 제도화
된 교육체계와 입시 위주의 평가체제가 한국의 교육풍토로서 자리잡은 결
과이다. 이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로서, 이를 탈피하기 위
한 대안적인 평가, 즉 과정중심 서, 논술형 평가라든지 수행평가와 같은 
대안적 평가방식들이 활발히 개발되어왔다.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평가의 일반적 목표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
다고 해서 수행평가와 같은 대안적 평가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평가방식의 다변화는 수업방식, 학습목표의 다변화를 염두에 두
고 행해지는 것이며, 이렇게 보면 수행평가는 객관식 지필평가와는 근본적

11) 김상무 (2021). 일반계 고등학교 정치사회적 쟁점교육의 현황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7(2), 25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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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른 영역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실제 수행과 행동에 대
한 교사의 전문적인 관찰과 판단에 의존하는 수행평가의 특성상, 평가의 
객관도와 신뢰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백순
근, 2002).12) 따라서 논쟁문제에 대한 평가는 논쟁문제를 다루는 대해 적
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며, 그 방식의 존재론적 특성상 타
당도를 담보로 객관도를 일부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
다. 따라서 교사는 주체적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쟁문제수업을 시행
하고 토론평가와 가치태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교육관을 가진 교사를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해 줄 필요가 있
다. 또한 교사 스스로 쟁점과 논쟁을 다루는 데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교사 그 자신이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시민상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다.

하지만 논쟁문제수업이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기 위해
서는 교사의 태도와 의지뿐만 아니라 그런 의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수업모형과 평가척도가 필요하다. 특히 평가의 경우, 제 아무리 
논쟁문제수업에 적합한 평가방식이 기존의 객관식 지필고사와는 구별되는 
형태의 것이라 할지라도, 평가에 있어서 일말의 신뢰성과 객관적 기준까지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주관적 평가와 자의적 평가는 구분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여러 한계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쟁문제에 있어서 지적 능
력 이외의 정의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타당한 평가척도의 개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평가척도의 개발은 수업 활성화라는 측면
에서 교사가 논쟁문제를 다루는 데에 느끼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이에 
더해 수업 내용의 측면에서 논쟁문제수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목표와 
함양 가능한 시민성의 성격을 새로이 규정하는 데에 일정한 준거가 되어 
줄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의의에 비해 논쟁문제수업의 평가와 그 척도개발
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이는 논쟁 자체가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루는 데에서 기인한 평가의 난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12) 백순근 (2002). 수행평가: 이론적 측면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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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론적 측면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질문
에 대해 시민교육 학자들이 저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현실적 측면에서는 논쟁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에 점수를 부여
한다는 것에서 오는 부담감이 척도개발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 군사정부를 거치며 시민
교육의 의미가 국가에 순종하는 국민들을 길러내는 이른바 '신민교육'으로 
곡해되어 학습되어 왔다는 역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정원규, 2021
).13) 이런 배경 때문에 한국의 교육은 특정 당파의 이익이나 정치적 견해
를 주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
칙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답'을 알려
주고, 학생들은 이미 알려진 정답을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방식이 자연스러
운 교육의 이미지로서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한,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쉽게 한 쪽으로 답을 내리기 힘든 문제, 특히 정권의 기조나 현 질서에 의
문을 품는 방식의 논쟁은 자칫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척도를 개발하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쟁문제수업에 대한 평가를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논쟁적인 것을 소재로 하는 수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
에서 찾을 수 있는가? 가치가 대립하는 쟁점 중심 사회과 영역에서 평가
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장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14) 이에 대해 본 연
구는 가치관의 차이를 다루는 절차적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관을 제
시하려 한다. 즉, '합의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합의시켜서 그 내용을 평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할 수 없는 상태를 그 자체로 인정하되 그것을 
다루는 절차적 방식에 대해서는 일말의 합의가 가능하고 평가 또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 근거하여,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애초에 논
쟁문제수업에서의 학생 평가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살핀 다
음, 그런 가운데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절차적 태도 개

13) 정원규 (2021).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 사례. 국회 민주시민교육 교육포럼 자료
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9-54.

14) 이러한 입장들의 사례로는 이홍열 외(200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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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중심으로 탐색할 것이다.
사회과교육은 일반적으로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시

민성'이라는 개념을 그 자체로 논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무엇을 바람직
한 시민성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궁극
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와중에, 그것을 함
양하기 위한 소재로서 다루는 내용들조차 논쟁적인 사회문제들이다. 사회
과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학문적 기반인 정치, 사회, 경제현상들은 모두 인
간의 가치가 개입되어 필연법칙이 아닌 개연법칙이 작용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한 가치평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옹
호하는가를 두고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요원해진다. 보다 구체
적으로, 가치개입적인 현상에 대하여 학생의 가치 내지는 태도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척도 선정
에 관한 문제로서,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가치관이나 태도를 어떻게 객관,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윤리적 영역과 관련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들, 애초에 개인
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속하는 것을 평가하여 점수매기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는 측정도구와 관련한 문제이므로 척도개발과 통계기
법을 사용한 기술적 논의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정의적 영역
의 평가에 관해서는 참평가, 수행평가, 포트폴리오평가 등 대안적인 평가
방식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방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
고하기 위한 연구가 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굳
이 대안적 평가방식까지 적용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논쟁문제에 대한 가치
와 태도 또한 예컨대 준법의식이나 배려심과 같은 인간 내면의 심리적 요
소이기 때문에, 이를 심리측정적으로 변수화하여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
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식의 연구도 가능하다. 물론 개인의 가치관과 도
덕성 등을 자기보고식 척도변수로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는가 하는 의문
이 여전히 남지만, 거짓된 응답이나 과장된 평가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방식의 평가척도는 객관성을 무기로 하여 여러 심리측정적 변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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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 좀 더 복잡한데, 첫 번째 문제가 논쟁문제수

업 평가라는 목표로 가기 위한 수단의 문제인 반면 이 문제는 논쟁문제수
업 평가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애초에 정당한가를 따지는 문제이
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논쟁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취하는 가치와 
태도에 대하여 교육자가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가
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교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누구에
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가? 만약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
라도, 교사는 어떤 식으로든 학생의 태도와 가치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감
상과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정 가치관을 옳은 것으로 전제하고 그것을 평
가의 시금석으로 삼을 경우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가치관 형
성의 자유를 용인하자니 평가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역시 논쟁문제수업이 '합의되지 않은 것'을 가르친다는 데에서 
오는 딜레마이다. 가치평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문제는 간단한 논의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다음 장에서 이 딜레마에 대
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가치태도 평가의 가능성을 자세히 모색해보자.

2. 논쟁문제수업의 평가관

  2.1. 평가의 대상과 비대상

논쟁문제수업의 평가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은 논쟁을 평가한다는 것의 의미, 즉 '논쟁성' 개념에 대한 고찰이다. 이는 
논쟁의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함으로써 가능한데, 논쟁문제수업의 모든 것
이 논쟁적인 것만은 아니며,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합의할 수 있는 지점
이 있기 때문이다. 합의할 수 있는 지점, 즉 논쟁적이지 않은 요소를 그렇
지 않은 요소와 구분하는 것은 평가 가능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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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 논쟁문제수업이 사회과의 다른 모형, 또는 
다른 교과교육의 교수학습모형과 구분되는 가장 큰 지점은 교육의 소재 
자체가 논쟁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되지 않은 것'을 다룬다는 특
수성이 논쟁문제수업의 평가를 어렵게 만든다. 이처럼 평가의 가능성과 관
련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상황에서는 논의를 단순화
하여 평가의 대상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논쟁문제수업과 관
련하여 무엇을 평가하려 하는가? 합의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든 합
의되었는가의 여부를 평가할 것인가? 그 합의의 내용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평가할 것인가?

Pohl(2018)은 논쟁성 원칙이 항상 논쟁에서 제기된 모든 입장을 
전부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논쟁성의 두 가지 경계인 실용적 경
계와 규범적 경계를 제시하였다. 실용적 경계는 교수학습적 차원에서 현실
적으로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주장들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에 존
재하는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주장들을 모두 수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경계이다. 논쟁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영향력있고 많은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입장을 위주로 논쟁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그러한 주장들이 공론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주류집단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쟁성 원칙의 두 번째 경계는 규범적 경계이다. 실용적 경계를 
통과하여 논쟁의 장으로 들어온 수많은 입장들 중에서는 논쟁의 차원에서 
허용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극단적이거나 폭력, 테러 등 반인륜적인 가치
를 주장하는 입장 또한 존재한다.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가치를 허용
할 수는 없으므로, 민주주의적 기본가치에 따라 반인권적 주장을 배제하고 
경계를 그을 필요성이 생긴다.15) 규범적 경계의 기준을 기본법(헌법)에 명
시된 조항 등 사회의 기본가치로써 재단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별
도의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나, 이러한 경계 구분을 통해 우리는 논쟁의 대
상과 비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터전을 잡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허영식(2021)은 다원주의 이론가 Frankel을 인용

15) Pohl. K. (2018).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북멘토. 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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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논쟁성에 대한 요구가 정치적 중립성과는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논쟁
적인 부문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관철과 실현을 둘러싼 경쟁이 일어나
는 영역을 의미하는 반면, 비논쟁적인 부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한 가치, 규범, 절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논
쟁성 원칙을 수업현장에서 실현한다는 것은 기계적 중립의 입장에서 모든 
가치관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 반하는 가치관에 적절한 제재와 개입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허영
식・정창화・이윤복, 2021).16) 이러한 구분을 '합의'에 대한 애초의 구분
에 적용하게 되면, 논쟁문제에 있어서 학생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합의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고, 예컨대 인권과 평등처럼 자유민주주의 사
회의 기본적 질서와 관련된 부분을 합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대립하는 가치관에 대하여 평가를 유보하고 자유를 허용하
되, 그중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러한 가치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논쟁의 대상과 비대상은 
Pohl의 구분에 따르면 논쟁의 규범적 경계와 관련된다. 논쟁문제수업에서 
존중의 대상이 되는 가치나 주장은 어디까지나 논쟁의 근간이 되는 근본
적 가치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
범적 경계는 보통 기본가치, 또는 기본질서라는 표현으로써 표현되며, 구
체적으로는 헌법에 나타난 이념과 원리와 결부되어 있다. 다시 말해 논쟁
의 장에 있는 여러 가치들을 기본적으로는 관용의 자세를 취하되,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관용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기본가치를 기준으로 주장의 타당성
을 검증하는 방식은 올리버와 쉐이버의 법리모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해결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해결하고 평가하게 되면, 애초에 기본
가치로 설정된 것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

16) 허영식・정창화・이윤복(202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한 보이텔스바흐 합
의의 함의와 적용 방안. 한독사회과학논총, 31(1), 17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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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가치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좀 더 근본적인 다른 가치라고 한
다면, 그 근본적 가치는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리모형의 해결방식이 기본가치를 성역화하여 기존의 질서에 대한 비판
을 어렵게 하는 보수적 관점이라는 점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비판이다. 
게다가 바람직한 시민성이 반드시 기본가치에 대한 순응과 복종만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존의 가치에 의문을 품고 비판의식을 발휘하
는 것 또한 중요한 시민성의 한 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기본가치에 의존하
는 평가는 쟁점 중식 사회과의 이념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가치의 내용이 아니라 
논쟁의 절차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토론장에서 대립하는 여러 가지 가
치관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해 점수는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토론에 
있어 대화자들이 가지는 태도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 더 적합한 평가방식
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가치관의 내용을 준거로 다른 가치관을 
평가하는 것은 상술한 순환적 정당화의 문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
히 다원성과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가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설사 인권, 민주
주의와 같은 넓은 범위의 개념어로써 이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고 사람마다 이를 이해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으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
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기본적 가치로부
터 거리를 두는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평가의 배경이 되는 논쟁문제수업의 핵심 
소재인 '논쟁'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논쟁이라는 
행위가 교육 내지는 사회과교육에서 가지는 위상은 무엇인가? 첫째로 논
쟁은 공론장의 담론 형성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하버마스적 의미에서 
공론장은 사적인 영역 한가운데 공적인 의사소통의 망이 두텁게 형성된 
사회적 삶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공론장이 그 자체가 시민교육
의 장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학습자들이 생활세계에서 형성한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의 장에서 발휘되는 상호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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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학습자는 공적 합의에 이르게 된다.17) 따라서 논쟁문제수업은 대
화자들이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장이다. 두 번째
로 논쟁은 가치관 형성과 윤리갈등의 장이다. 논쟁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배경맥락인 가치의 다원성을 반영하는 공간으로서 가치관적 다원주의를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논쟁은 대립하고 갈등하는 여러 가치들이 어떤 방식
으로든 해결되고 매듭지어지기를 염두에 둔다. 따라서 논쟁은 다양한 가치
관끼리 합의되기 위한 기준으로서 특정한 도덕관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해석들로부터 우리는 논쟁이란 '다름'을 전제로 하면서
도 그 다름이 서로 맞닥뜨리고 어떻게든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모순에 봉착한다. 교육적 의미에서 논쟁은 민주적 다원성
을 담보해야 한다. 여러 학생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다양한 견해를 견주어
봄으로써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데에 논쟁의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교육적 논쟁은 해결을 전제로 한다. 논쟁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지점에서 이루어지고,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를 설득하거나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면 논쟁의 어떤 부분은 '논쟁적'인 것으로서 다양성을 존
중해야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부분은 '비논쟁적'인 것으로서 당사자들 모
두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와 같이 논쟁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논쟁문제수업이 담지하는 교육적, 정치철학
적 본질이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논쟁과 비논쟁의 경계를 획정하는 데에 
롤즈의 자유주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그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논쟁문
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철학적 함의를 지닌다. 롤
즈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좋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 즉 윤리적 가치관
이 위계적으로 모두 동등한 위상을 지닌다고 전제한다. 어떤 하나의 가치
관이 다른 가치관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치관
을 포괄적으로 서열화할 수 있는 절대적인 선관(도덕관)을 상정할 수 없다
고 본다. 따라서 그는 예컨대 질적 자유주의자인 밀의 '고급 가치'라든지 

17) 서용선(2013). 하버마스 사상에 근거한 시민교육의 방향. 한국초등교육, 24(2),
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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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절대적 도덕명령인 '정언명령'과 같은 주장들, 즉 가치의 차이를 
위계화할 수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괄
적 자유주의'로 명명하여 자신의 입장과 구분한다. 따라서 그의 자유주의
는 다양한 가치관 형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립하는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사회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
므로, 그는 다양한 윤리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최
소한의 공존 원칙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존 원칙이 모색될 수 있는 
장이 바로 다양한 윤리관이 대립하는 공적 장소인 정치적 영역이다. 이 정
치적 영역에서의 보편적 원칙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가치갈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스스로의 자유주의를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칭하였
다(조영제, 1998).

한편 장동진(1999)은 정치와 윤리의 관계를 중심으로 롤즈의 정치
적 자유주의를 이해하였다. 사회에 상존하는 윤리갈등은 도덕에 대한 입장
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롤즈는 '무엇이 사회를 구성하는 올바른 
방법인가' 하는 옳음의 문제를 '무엇이 선한 행동인가' 하는 좋음의 문제
와 분리하고 있다. 즉 롤즈는 정치적인 것의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정치철
학과 도덕철학을 구분한다.18) 즉 윤리적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정치의 
영역을 제안하고 그 공간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롤즈에게 있어 민주사회의 정치문화의 근본적 특징은 "상반되
며 화해 불가능한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도덕적 교리들로 이루어지는 다
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 전제는, 이러한 윤리적 입장들이 
서로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형태의 포괄적 교리가 아
니라 자유로운 입장에서 성립되는 합당한 여러 가지 교리들을 토대로 성
립되는 것이 민주사회이다. 롤즈의 이론은 이 다원적인 교리들이 정치사회
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
이 공적인 정치적 정의관을 수립하는 것으로 표명되고 있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착안하면, 논쟁문제수업에서 '중첩적 합
의'에 해당하는 절차적 가치태도를 발견하는 것이 대화자의 사상의 자유를 

18) 장동진(1999). 정치적 자유주의. 사회과학논집 제29호, 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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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지 않으면서도 공통의 합의점을 찾는 데에 열쇠가 될 수 있다. 논쟁은 
가치관이 대립하는 장이고, 개인의 의사형성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모든 입장을 논쟁의 한 부분으로서 존중할 필요가 있
다. 더불어 이러한 여러 입장들이 서로 대화와 설득, 타협을 거치는 공적 
공간으로서 정치의 영역이 필요하다. 논쟁문제수업의 장은 그러한 정치적 
영역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서로 다른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그
러한 가치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화자들 모두가 중첩적 합의를 이
루어야 한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으로서 기본적인 논쟁의 
절차가 확립될 때, 토론장은 하버마스적 관점에서 일종의 '이상적 대화상
황'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이현아, 2007).19)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논쟁문제수업에서 '합의할 수 없
는 것'과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할 수 있다. 전자는 공적 영역에서 대
립하는 다원적인 가치관으로서, 바람직한 민주사회라면 모든 구성원은 이
러한 유형의 가치관 형성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유형의 가치를 목
적적 가치지향이라고 개념화한다. 이는 특정한 쟁점 자체에 대한 찬성, 반
대의 근거가 되는 내용적 가치 지향이다. 대화자가 빈곤 문제에 대해 어떤 
자유관, 평등관, 정의관을 가지는지에 대한 대답을 예로 들 수 있다. 논쟁
문제수업에서 다양한 가치가 대립한다는 것은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목적
적 가치지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후자는 논쟁의 절차와 관련
된 가치태도로서 중첩적 합의의 성격을 지니는 부분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합의할 수 있는 태도의 영역이다. 이 유형의 가치를 절차적 
가치태도라고 개념화한다. 절차적 가치태도의 예시로는 토론을 하며 상대
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 상대방의 의견도 합리적 근거가 있음을 인정
하는 개방적 자세 등을 들 수 있다. 절차적 가치태도는 가치의 내용과 관
련된 기준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을 대하는 태도
와 관련된 메타적 가치이다.

19) 이현아 (2007). 우리는 토론을 통해 이성적 상호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한국정
치학회보, 41(4), 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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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유형을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논쟁문제수업에서 무엇을 
평가하고 무엇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도출할 수 있다. 요컨대 목적
적 가치지향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므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절차적 가
치태도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므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
은 학생이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가치관을 평가한다는 것에 대한 윤리
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논쟁문제수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대안적인 논쟁문제수업 평가관으로 자리할 수 있다. 목
적적 가치지향은 학생의 이해관계, 행동과 연결된 정치적 지향이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절차적 가치태도를 함양하는 것은 논쟁
문제모형이 다원사회에서의 가치갈등을 대하는 민주적 절차를 경험하는 
과정이므로, 성공적인 논쟁문제수업에 필요한 절차적 가치태도를 평가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얼마나 내면화하였는지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정당
화될 수 있다. 따라서 논쟁문제수업에서 절차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평가
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목적적 가치지향이 아니라 절차적 가치
태도를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논쟁문제수업에서 '논쟁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논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자유로운 가치관 
형성의 영역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없는 논쟁성의 경계 안에 있는 부분으
로 보고, 논쟁이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된 태도 영역은 민주적 절차로부터 
합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 논쟁성 원칙을 반영한 논쟁문제수업을 설
계함에 있어, 그 수업은 가치와 무관한 지적 분석 능력을 기르는 데에 그
쳐서도 안 되지만, 이른바 기본가치를 주입, 교화하기 위해 목적적 가치지
향의 영역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이는 아무리 바람직한 가치라 할지라도 

목적적 가치지향 특정한 쟁점 자체에 대한 찬성, 반대의 근거가 되는 내용적인 가치 지향점
절차적 가치태도 가치관의 내용과 별개로, 논쟁의 과정과 절차에 임하는 참여자들의 태도

<표 1> 논쟁문제수업의 가치관련 구성요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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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스스로의 성찰과 비판적 수용을 통해 형성한 것이라야 의미가 있
기 때문이며, 기본가치 자체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
이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목적적 가치지향과 절차적 가치태도 
각각의 속성을 탐구하여 왜 가치지향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며 
가치태도를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설명하도록 한다.

  2.2. 목적적 가치지향의 평가

가치지향이란 논쟁문제에 대하여 학생이 형성한 견해로서, 실제 
수업 상황에서는 찬성/반대와 같은 의견 진술로써 표현된다. 이는 곧 무
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며, 사회적 현안에 대해 어떤 해결
책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문제를 소재로 수업을 할 때에, 어떤 학생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원리에 대부분의 상황을 맡겨두자고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시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학생들이 시장 주도 경제와 정부 주
도 경제라는 상이한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서, 목적적 가
치지향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가치분석과 같은 접근법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신의 가치기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적 가치지향의 영역은 모든 개인에게 형성의 자유가 

[그림 2] 논쟁성의 경계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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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롤즈가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이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각자는 평등한 기본권과 자유에 입각한 완
전한 적정구조에 대하여 동등한 주장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하기 때문이다(장동진, 1999). 이 기본적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
유, 결사의 자유처럼 개인의 가치관 형성과 관련된 자유이다. 만약 학생이 
지닌 특정한 가치관의 건전성, 적절성을 평가하게 된다면, 학생은 자신의 
사상을 자유로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이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정치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대
한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가치와 신념이 차이는 위계화할 수 없
는 것인데, 위계화할 수 없는 것에 위계를 부여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이루
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논쟁문제수업에서 목적적 가치지향 평가를 자제하는 것의 교육학
적 의미는, 그것이 가치관 형성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정치교육의 일반적
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영식(2021)은 정치교육의 일반적 
목표를 복합성의 증가로 상정하고, 논쟁성 원칙을 고려한 정치교육이 단순
한 개인적 의사의 표출이 아니라 더 분화된 근거를 갖춘 정치적 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
해관계를 포함하고, 도덕적 자아중심주의에 국한되지 않는 기준으로 나아
가야 한다는 것이다. 복합성, 즉 가치관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통합하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임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이 평가를 의식하여 자유로운 가치관 형성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논쟁문제수업이라는 사회과교육모형의 맥
락에서 목적적 가치지향의 위상을 고찰해보도록 하자. 다양한 학자들은 서
로 다른 의도와 가치관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쟁문제수업을 다루
고 있다. 논쟁문제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결정능력 등 인지적 영역
의 역량을 함양하도록 모형을 구성하기도 하고(Oliver & Shaver; Banks, 
1990),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신념을 내면화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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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제에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의도하는 모형도 있다(Ochoa & 
Becker, 2007). 많은 모형들이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논쟁문제수업만의 
결정적 속성을 꼽자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현실 사회의 쟁점이 핵심소재로
서 다루어진다는 것, 둘째는 그 사회의 기본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논쟁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논쟁문제수업 자체가 
사회 현안적 쟁점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도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속성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두 번째 속성은 논쟁
에 참여하는 대화자들이 대등한 참여자로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는 전제에 기반한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과 같은 윤리적 가치들은 
자유민주사회에서 시민이 누리는 권리의 기반이 되는 것들로 논쟁이 이루
어지는 학교 교육현장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쟁문제수업에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
의 기본가치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정했으며, 그 정당성은 어디에서 나온
다는 말인가? 올리버와 쉐이버로 대표되는 법리 모형 이론가들은 논쟁의 
결과를 정함에 있어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가치를 준거
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 구성원 모두
가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차경수(1994)는 논쟁문제에서 가치판단의 시금
석으로 삼을 수 있는 기본가치의 사례를 재산권, 합리적 동의, 평등, 기본
권, 정당한 절차 등으로 제시하였으나, 이처럼 사회의 기본가치를 옹호하
는 것이 중요한 교육의 기능이라고 보는 견해는 뒤르껨(E. Durkheim), 파
슨스(T. Parsons)와 같은 기능주의학자들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20) 사회의 동질성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제로서 
기본적 가치에 대한 합의는 중요하나, 그러한 가치 자체가 성역화되어 비
판을 불허하고 시민들을 교조화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오초아와 베커 또한 사회의 기본가치를 습득하는 사회화
(socialization) 과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나, 어느 정도 인지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발달한 중,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갈등론적 시각에서 기본가치 그 

20) 차경수 (1994). 사회과 논쟁문제의 교수모형. 시민교육연구 19(1), 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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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역사회화
(counter-socialization), 즉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가치에 
비판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 또한 쟁점 중심 교육의 역할이라고 주장
하였다.21) 

사회적 기본가치를 가치논쟁의 해결 준거로 삼는 것은 가치관 정
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의미는 
있으나, 후술할 보이텔스바흐 합의 속 강압금지의 원칙, 즉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의사결정은 누구의 강압도 없이 그들 스스로 형성한 가치에 의해
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이는 또다른 형태의 강압으로 작용할 수도 있
다. 또한 기본가치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논쟁해결 원칙이라는 
것은 사회에 합의된 기본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기능주의적 시각을 전제
한 것이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예컨
대 그러한 기본가치에 동의하지 않고 기본가치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갈등론자를 어떻게 논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기본가치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설사 사회적 
기본가치에 모든 참여자들이 동의한다고 해도, 개념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
아들이는 주체의 인식론적 기반에 근거하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기본가치
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문언적으로는 동일한 가
치에 합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말 모두가 그 가치에 합의하
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예컨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
본가치로서 '자유'를 들 수 있는데, 자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각 의미들은 서로 모순적이기까지 하다. 로크
(Locke, 1689)로부터 그 원형이 제시된 자유주의는 그 본래적 의미상 국
가의 부당한 간섭을 벗어나 자유로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르주아 
중산층의 소극적, 사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22) 그러나 현대 미국 정
치에서 진보적, 좌파적 가치를 대변하는 Liberalism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21) Ibid.
22)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강정인·문지영(공역)(1996). 까
치글방. 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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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이제는 '자유주의'라는 말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고 복지의 확충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용인하는 적극적, 공
적 자유를 포괄하는 의미로 변화하였다(Berlin, 2002).23) 만약 재산권 수
호를 지지하는 보수세력과 복지의 확충을 지지하는 진보세력이 논쟁하는 
장에서, 그들이 '자유'라는 사회적 기본가치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들이 동일한 정책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기존 논쟁
문제모형에서 일종의 마스터키처럼 제시된 '기본가치'라는 개념은, 그 개
념의 포괄성과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때로는 논쟁문제 해결에 아무런 지
침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치관 차이와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목적적 
가치지향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태도를 중심으로 논쟁문제수업을 바라
보아야 한다. 차이 자체를 허용토록 하는 민주적 이념에 대한 동의, 다양
성에 대한 존중, 나와는 다른 것에 도전적으로 직면하는 용기와 같은 것들
이 가치태도에 해당한다. 사회적 기본가치는 그 추상성이 짙어질수록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많은 주장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만, 동시에 상이한 개념 이해의 가능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만큼 오해와 
갈등이 깊어지게 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한 가치를 사회의 
공통된 기본가치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비판할 것인가 하는 문제
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세계관적 차이이기 때문에 쉽사리 좁혀질 수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가치에 대해 기능론적 입장을 취하든 갈등론적 
입장을 취하든 간에 건설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녀야 할 가치태
도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상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정
의, 공정, 자유, 평등과 같은 것들은 문자 그대로는 기본가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
기 때문에 기본가치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화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매우 힘들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자의 가치기반 위
에 서서 나와는 다른 가치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있어
야 할 것이다.

23) Berlin. I. & Hardy. H. (Eds.) (2002). Isaiah Berli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박동천(역)(2006). 자유론. 아카넷. 39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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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절차적 가치태도의 평가

절차적 가치태도 평가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태도'
자체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절차적 가치태도라는 개
념 자체는 논쟁문제수업의 '논쟁성'에 관한 논의로부터 도출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태도라는 상위 범주에 포괄되는 개념인 한 태도 개념이 가지
는 속성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절차적 가치태도 개념은 
이전의 평가척도 개발이나 논쟁문제수업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태도라는 상위 범주에 해당 개념이 어떻
게 부합하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기존 이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된다.

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태도
를 인지적 구성요소(cognitive component), 정서적 구성요소(affective 
component), 그리고 행동적 구성요소(conative/behavior component)
의 세 가지 별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이렇게 보면 태도
를 평가한다는 것은 인지-정서-행동의 3구성요소간 일관성을 측정하는 과
정이다(선곡유화・이하연・서우석, 2016)24). 이는 태도의 내적 구조에 초
점을 두고 태도의 다차원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최훈석 외, 
2021).25) 두 번째는 태도를 특정한 한 가지 요소와 관련된 일차원적인 평
가 반응으로 취급하는 모형이 있다. 이러한 단일차원모델은 합리적 행위이
론(Fishbein & Ajzen, 1975)을 근간으로 하는 인지적 모델,26) 또는 정서
적 요인을 함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는 모형 등으로 구분된다
(Abelson, Kinder, Peters, & Fiske, 1982).27)

24) 선곡유화・이하연・서우석(2016). 청소년 다문화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학
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1233-1258.

25) 최훈석 외(2021).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7(3), 259-284.

26) Fishbein & Ajzen(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27) Abelson, R. P., Kinder, D. R., Peters, M. D., & Fiske, S. T. (1982). Affective
and semantic components in political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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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논쟁문제에서의 절차적 가치태도를 이야기할 때의 '태도'
는 어떤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사회과 논쟁문제교육의 고전 모
형을 제안한 Hunt & Metcalf(1955)는 태도를 '어떤 대상이나 과정에 대
한 지속적인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보면 태도는 좋고 싫음의 
선택과 관련되며, 그러한 선택은 논쟁에 대한 학습자 스스로의 일종의 판
단에 기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Ochoa & Becker(2007)는 논쟁문제
수업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가 가치에 관한 것을 다룬다는 점에 입각
하여, 민주주의에 대해 합리성에 기반한 헌신(A reasoned commitment 
to democracy)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28) 이렇게 보면 논쟁문
제에 임하는 절차적 가치태도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거나 특별히 비중을 싣기보다는 종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측정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가치태도 개념의 구상을 
넘어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
기 때문에, 개념의 하위 구성요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3요소 구성모
델에 근거하야만 평가에 적합한 가치태도의 하위요소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태도에 대한 이러한 개념정의를 논쟁문제수업의 가치태도에 적용
해 보면, 절차적 가치태도란 논쟁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참여자가 가지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쟁점에 대
한 직접적인 찬성, 반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화되고 교환되
는 과정상에서 자신 또는 타자의 가치주장에 관하여 가지는 태도를 의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메타적 가치이다. 3체계 구성요소에 맞추어 
절차적 가치태도의 내용요소를 세분화해보면, 그것은 인지적 측면에서 '논
쟁'이라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정서
적 측면에서 논쟁 상황과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감정이며, 행동적 
측면에서는 논쟁 상황에서 실제로 자신이 보이는 행동과 관련된 서술이다.

and Social Psychology, 42, 619-630.
28) Ochoa-Becker, A. S.(2007). Democratic Education for Social Studies: An
Issues-Centered Decision Making Curriculum. Information Age Publishing, 287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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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적 가치지향과는 달리 절차적 가치태도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논쟁문제수업에서 평가는 절차적 가치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차적 가치태도란 자신이 어떤 목적적 가치지향을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논쟁문제라는 게임의 룰을 이해하는 것이며, 자신이
나 타인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존중과 개방의 태도를 얼
마나 보이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A라는 학생은 자유
방임경제를 우선시하여 경제문제에 있어 정부의 개입을 반대한다는 가치
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 결론을 냄에 있어서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다른 입장에 대한 존중과 이해, 고려를 하지 않고 폐쇄
적,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논쟁문제수업에서 절차적 가치태도를 평가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
인가? 그것은 논쟁이라는 행위가 주는 교육적, 민주주의적 경험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만약 논쟁문제수업의 의의를 지적 분
석능력과 논변능력의 함양에서만 찾는다면, 그 과정에서 논쟁의 상대방, 
즉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고려될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그런 관점으로는 
논쟁에서 이견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이견을 누가 이야기했는가
와는 상관없이 그 주장과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만약 나와 다른 의견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왔을 때 내가 그것
을 감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개방적으로 존중해줄 수 있는가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고, 이 또한 논쟁문제수업에서 다루어
야 할 중요한 가치의 한 부분이다. 실제로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갈등
은 모두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
컨대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원전을 폐기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의견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을 때에 그
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절차적 가치태도의 평가를 예컨대 가치명료화 모형과 같은 직접적
인 가치교육 모형이 아니라 논쟁문제수업모형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 논쟁문제수업은 상대가 말하는 '가치'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상대방'을 함께 접하기 때문에, 특히 태도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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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치를 바라보는 데에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모형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논쟁의 상황에서 맥락을 고려하여 가치관을 형성하
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교육적 경험이다.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사회에
서 존재하는 가치규범의 논쟁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이 형성한 가치를 
스스로 명료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인 가치명료화 수업과 같은 모형은 
결과의 임의성을 방지할 수 없다(허영식, 2018).29) 논쟁으로써 교육적 경
험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타자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논쟁문제수업에서 절차적 가치태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
하여 제기될 수 있는 가장 강한 비판점 중 하나는, 기본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가치관까지 평가하지 않고 
방치해야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논쟁의 장이 지속되다보면 분명 자유민
주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관과 주장들, 예컨대 차별과 혐
오, 테러리즘과 폭력과 같은 주장들이 등장하기 마련이고, 이런 주장들까
지 관용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기본가치를 
통해 주장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종래의 논쟁문제수업 모형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쉽게 개입하고 중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치관 형성의 자유를 가
정하고 목적적 가치지향을 평가하지 않기도 마음먹은 한, 극단적이고 반민
주적인 주장에 선뜻 개입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질 위
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가치를 침해하는 가치에 대해 교사는 정말 
개입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는가?

이러한 반론에 대한 재반론은 이론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에서 각
각 가능하다. 우선 이론적 차원에서 보면, 불순한 목적을 가진 가치지향들
은 대부분의 경우 자유로운 가치관 형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절차적 영역
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부정할 수 있다. 혐오와 차별, 테러
리즘과 같은 가치들은 그것을 관철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공적 영역을 훼손
하고, 롤즈적 의미에서 중첩적 합의를 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차적 가치
태도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자유민주적 질서에 

29) 허영식(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관한 담론과 함의. 공공정책과 공정관리,
11(4),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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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주장에 대한 개입과 교정은 여전히 허용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가치에 개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적 가치태도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가치를 지향한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배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

현실적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교실 현장에서 논쟁문제수업을 시
행함에 있어 반민주적인 불순한 가치지향을 가진 학생이 나타나는 문제는 
분명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그것이 논쟁문제수업의 근간을 흔들 
만한 중대한 문제는 아니다. 어쨌든 실제 수업에서는 모든 입장이 나름대
로 타당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공인된 쟁점을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될 
것이다. 불순한 가치지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선
정하는 것이 논쟁문제수업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는 교
사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
더라도 이것이 목적적 가치지향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타격을 주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당 학생에게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는 방식으
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처사이며, 일단은 논쟁을 통해 이해시키
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논쟁문제수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절차적 가치태도 평가의 정당성을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평가
의 소극적 의의는 논쟁문제수업이 목적적 가치지향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도출되는 논리적 귀결이다. 즉 논쟁에서 '합의할 수 없는 것'을 다
룰 수 있는 평가가 가능하려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절차적 가치태도에 
대한 평가로써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적극적 의의는 절차적 가치태도
를 평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민교육적 효과이다. 절차적 가치태도의 

[그림 3] 기본가치 침해가능성에 대한 절차적 가치태도 입장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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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기존에 인지적 영역에만 국한되던 논쟁문제수업의 협소한 관점에
서 벗어나 수업의 목표를 다변화해줄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사
회에서 요구되는 논쟁의 절차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준다는 측면에서 시민
교육 일반의 목적과도 맞닿아있는 것이다.

3. 절차적 가치태도의 평가항목

  3.1. 최소합의로서 절차적 가치태도

상술한 바와 같이, 논쟁문제수업에서 절차적 가치태도란 논쟁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참여자가 가지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반응이다. 
이 정의로부터 우리는 논쟁문제수업의 평가척도 개발에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첫째, 절차적 가치태도 개념이 이야기하는 '논쟁의 절
차와 과정'에는 논쟁의 주제가 되는 사회적 쟁점뿐만 아니라 논쟁을 하면
서 마주하는, 나와 같거나 다른 의견을 지닌 타자(수업 맥락에서는 다른 
학생) 또한 포함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절차적 가치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구상함에 있어서 쟁점에 대해 가지는 태도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의견을 주고받는 타자에 대한 태도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이렇게 보면 평가항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쟁점 중심 사회과 패러다
임에서 주장하는 역량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토론수
업 일반에 관한 이론으로부터 토론의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정

[그림 4] 절차적 가치태도 평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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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요소30)를 함께 참고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절차적 가치태도는 대화의 당사자들이 적어도 해당 수업 상

황에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서로 
다른 목적적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는 대화자들 간에 의견의 교환이 이루
어지고 소모적인 언쟁이 아닌 건설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다. 자유로운 가치관 형성이 성공적인 논쟁문제수업을 보장한다는 
전제에 비추어 볼 때, 평가가 이루어지는 토대인 절차적 가치태도는 그러
한 가치형성에 최소한도로 개입함으로써 동시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보장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대화자 개개인의 가치관이 하나의 벤 다이어그
램으로 표시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개의 벤 다이어그램이 공통적으로 공유
하고 있는 교집합 영역을 생각해보자. 그 영역은 매우 좁으면서도, 다양한 
가치관들이 공존하게 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지하고 있어야 한다. 절차적 
가치태도의 평가항목은 이러한 교집합의 이미지에서 유추되는 것처럼 간
결하면서 중추적인 최소 합의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타자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여러 가치관의 공존 기반이 될 수 있
는 최소 합의 원칙을 도출하는 데에 참조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준
거 중 하나는 독일 정치교육의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이다. 68혁명기 
이후 독일에서는 좌우대립과 이념갈등이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를 지냈다. 
각각 '민주주의 수호'와 '해방'을 외치던 좌우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좌우파를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정치교육 연구
가들이 모여 보이텔스바흐라는 작은 마을에서 정치교육의 방향에 관해 논
쟁하였고, 각 진영의 관련자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서 도출된 것이 바로 보이텔스바흐 합의이다. 이 합의
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심성보 외, 2018).31)

1) 강압 금지: 특정한 가치관을 주입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가치관을 확
립하도록 한다.

2) 논쟁성 재현: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소재는 교육에서도 논쟁적으로 다

30) 예컨대 강태완・장해순(2003), 현남숙・김영진(2019) 등을 참조하라.
31) 심성보 외 (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북멘토.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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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 
3) 학습자 이해관계 인지: 학습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그에 따

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념대립과 분단이라는 유사한 역사적 상황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도 최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을 도
입하려는 움직임이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
육상황에서는 순응하는 학생을 길러내는 신민교육으로서의 전통에 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수업현장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회현안을 다
루는 것이 터부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
다.32) 그러나 민감하다는 이유로 다루지 않는 것은 일종의 문제 회피이며, 
교사의 성격이나 잠재적 교육과정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히 중립적
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중립적인 교육이라고 속이면서 잠재적으로 
특정한 가치관이 주입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신민교육의 역사와 당파
적 정치교육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정신을 민주시
민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교육실천가들과 정책 담당자들의 노력이 이
어져오고 있는데, 우선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서울특별시가 2018년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의 조문에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3)

32) 정원규(2021). 민주학교의 기본 이념과 실천 원칙. 심성보 외, 민주학교의 탄생. 
생각정원, 267-308.

33)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https://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30642 (검색일: 2022.4.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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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설규주(2018)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관점에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한
국적 상황에 맞는 최소합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34) 조상식(2019)
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쟁점을 교육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서구
적 사회 발전 모형을 반영하고 있는 합의의 특성상 한국의 교육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렵다는 난점을 지적하였다.35) 허영식・정창화・이윤
복(2021)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함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지
향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교수학습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고36), 
김상무(2021)는 현장 교사에 대한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보이텔스바흐 합
의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교사 인식을 연구하였다.37)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한국적 적용 방안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 가
운데 절차적 가치태도의 평가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원규・설규주(2020)의 연구이다. 이 논문의 저자는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의 체계에 따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들을 재구조화하여 제
시하였고, 평가의 측면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게 맥락화된 네 번째 원칙으
로 '학습자 가치, 태도에 대한 평가 최소화' 원칙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그
는 인민주권의 원리로부터 민주시민교육의 대전제를 도출하고 있으며, 이
에 따르면 개인의 가치형성은 주권자로서 학생이 행사하는 주권의 표현이
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치와 

34) 설규주(2018).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민교육연구, 50(3), 153-179.

35) 조상식(2019).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 협약’과 그 쟁점에 대한 교육 이론적

검토. 교육철학연구, 41(3), 149-174.
36) 허영식・정창화・이윤복(202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한 보이텔스바흐 합
의의 함의와 적용방안. 한독사회과학논총, 31(1), 174-203.

37) 김상무(2021). 일반계 고등학교 정치･사회적 쟁점교육의 현황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7(2), 259-287.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표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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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지식에 관한 부분, 그리고 논쟁의 절차와 관련되어 합의된 원칙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평가와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학습자 
가치평가의 자제는, 비록 그 정당화 근거가 다르긴 하나 Ochoa & 
Becker의 쟁점 중심 사회과 평가관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쟁점 중심 교
육은 가치판단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하므로, 성적으로 학생
의 가치관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원규・설규주의 논의는 논쟁을 통해 가치관을 평가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절차적 가치태도 중심 평가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평가의 역할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다. 물론 해당 연구의 주제는 한국적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시
론적 제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평가에 관한 논의는 주변적인 자
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가치, 태
도에 대해 평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자칫 논쟁문제수업에
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또는 평가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가치와 태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
과 지식에 관한 부분만을 평가하는 것이 유일하게 가능하며 바람직한 방
법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교육의 전체 구성체계에서 
평가가 차지하는 위상의 중대성이나, 교수학습-평가 일체화 원칙이 가진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우리는 평가할 수 없는 부분에 주목하여 평가
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하여 최대
한 평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이룰 둘러싼 선행연구를 통
해 논쟁문제수업의 평가에 대하여 어떤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는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절차적 가치태도가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지점을 밝힘으로써 명확히 할 수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적용한 수업은 필연적으로 논쟁문제를 교육의 소재로 삼아야 한다. 또한 
그것은 논쟁과정에서 여러 가치관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최소합의의 
성격을 띤다. 이처럼 '논쟁문제 교수시에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점과 '가
치관이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최소합의'라는 점은 분명 두 개념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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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양자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비록 '최소합의'라

는 개념을 통해 서로 묶일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기되는 맥락과 그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 보이텔스바흐의 3원칙과 후술할 3가지 절차적 가치
태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그 자
체로 정치교육의 목표라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교육에 있
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애초에 '합의'라고 
알려져 있는 세 개의 원칙은 1976년 당시 토론에 참여한 교육자들 사이의 
명시적인 결의를 통해 제시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사후에 토론 내용이 책
으로 발간되었을 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암묵적으로 '합의'
라는 이름으로 정착된 것뿐이다(이동기, 2018).38) 반면 논쟁문제수업의 평
가대상으로서 절차적 가치태도는 학생이 논쟁 과정에서 지녀야 할 바람직
한 태도로서 체계화되어 제시되는 성격의 것이다. 요컨대 보이텔스바흐 합
의의 3원칙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합의로 인정된 것
이라면, 절차적 가치태도는 정치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모든 가치관들이 양
립가능하게 하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최소합의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절차적 가치태도의 관계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절차적 가치태도로서 다음 절
에서 제시할 주체적, 공감적, 개방적 태도는 이상적 대화상황으로서 논쟁
문제수업모형이 충족해야 할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상적 대화자로서 학생 
개개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 가깝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이 논쟁문제수업 구
성의 전반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체계라고 본다면, 주체적, 공감적, 개
방적 태도는 큰 틀에서 보이텔스바흐 3원칙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절
차적 가치태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로
서 서술되는데, 이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수업 구성에 대한 소극적
(negative)한 원칙인 데 비해 절차적 가치태도는 교수학습을 통해 추구하
고 달성해야 할 할 적극적(positive)인 태도라는 차이점을 반영한다. 

끝으로,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룰 세 가지 절차적 가치태도인 주

38) 이동기(2018). 보이텔스바흐로 가는 길.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북
멘토, 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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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공감적, 개방적 태도의 구상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원칙으로부
터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전자가 후자에 대한 동어
반복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보이텔스바흐의 
3원칙은 각 원칙 사이에 논리적 정합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느슨한 합의
이기 때문에,39) 이것이 주체적, 공감적, 개방적 태도에 일대일로 엄밀하게 
대응되기는 어렵다. 세 가지 가치태도는 논쟁문제수업의 전제로부터 논리
적으로 도출되어 상호 연관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보이텔스바
스 원칙 세 가지의 내용을 모두 조금씩 담고 있으나 엄연히 별개로 존재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3.2. 합의 가능한 가치태도의 원칙들

절차적 가치태도의 공통적인 최소 요소로서 연구자는 주체적, 공
감적, 개방적 태도를 제안하려 한다. 이는 임의로 구상한 것이라기보다는, 
논쟁문제수업과 관련하여 타당히 요구되는 어떠한 대전제로부터 자연스럽
게 도출되는 것만을 추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절차적 가치태도 도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논쟁문제의 전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논쟁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논쟁문제수업의 주된 
의의를 '문제해결'보다는 '논쟁' 그 자체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민주사
회는 논쟁의 연속이므로, 논쟁이 없는 사회는 갈등을 억압하고 억지로 봉
합해놓은 사회로서 발전이 끊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2) 가치태도 도출 근거로서 논쟁문제수업은 지식, 지적 능력과 연
관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 지적 능력이 아닌 태도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
에, 만약 어떤 역량이 인지적 영역의 발달로 충분히 길러질 수 있는 것이
라면 그것을 절차적 가치태도라고 명명할 필요도 없고, 최소합의로서 포함
시켜서도 안 된다.

3) 논쟁은 시민교육의 일반적 목표와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논쟁

39) 조상식(2019)은 제 1원칙과 제 2원칙이 내용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였으
나, 어쨌든 이러한 연관이 최초 합의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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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수업은 단순히 토론의 기술이나 웅변을 측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이 힘겨루기나 스포츠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체험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즉 논쟁이라는 민주적 절차의 체험이 시민성과 관련하여 소기의 성
과를 얻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논쟁문제수업의 이러한 세 가지 성격으로부터 주체적, 공감적, 개
방적 태도가 도출된다. 1)로부터, 논쟁이 지속되려면 강압이나 교화로 인
해 학생의 자율적 문제제기를 차단해선 안 된다는 주체적 태도가 도출되
고, 2)로부터 논쟁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 타자가 존재해야 하므로, 이 타
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공감적 태도가 요구된다. 또한 3)으로부터는 
논쟁이 정-반 간 순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태
도로서 개방적 태도가 요구된다. 양자택일이 아닌 통합을 지향하는 태도가 
새로운 논쟁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세 가지 가치태도는 논쟁문제수업에서 가치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적 이해를 담보하는 기본적인 정의일 뿐이므로, 바람직한 가
치태도가 세 가지로 끝나는 것도 아니며, 나머지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최소합의'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3.2.1. 주체적 태도 

주체적 태도는 논쟁문제수업 자체가 추구하는 가치, 수업목적에서 

[그림 5] 논쟁문제수업의 전제와 절차적 가치태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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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되는 가치태도이다. 전통적으로 논쟁문제수업의 목표는 지적 분석능
력, 가치갈등 해결능력, 고차사고력 등이었다. 즉 쟁점을 분석하고, 여러 
가치 대안 중에서 자신의 것을 선택하여, 논증을 통해 그것을 상대에게 설
득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다(차경수・모경환, 
2008)40). 이 지적 목표를 보이텔스바흐 합의 속 '강압 금지' 원칙과 접목
하게 되면, 상술한 지적 의사결정이 교사 또는 교과서의 논리를 그대로 답
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구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이
끌어낼 수 있다. 즉 논쟁문제수업의 목표로부터 도출되는 가치태도는 주체
성이다.

주체적 태도의 핵심은 학생이 쟁점에 대하여 주체성을 지녀야 한
다는 점이다. 순환논증을 피하기 위해, 주체적 태도를 논함에 있어 그 핵
심 내용이 되는 '주체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주체성은 소극적 의미
와 적극적 의미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다. 우선 소극적 측면으로 보면 
주체성이란 의견 형성에 있어서 교사나 교과서, 혹은 주변 분위기의 강압
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학생의 주체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학생 개
개인의 가치관 형성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허용함을 의미하는데, 특정한 정
치적 의견에 이나 파당적인 주장에 영향을 받게 되면 학생 스스로 균형잡
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순히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학생이 진정 주체성을 발휘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스스로 형성했다고 믿은 의견이 사실은 암묵적
으로 교사의 의견에 동조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 강압 금지 원칙은 학생의 주체적 태도가 발현되기 위한 필요조건
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체성을 논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생기고, 이를 위해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제3원칙, 즉 학습자 이
해관계 인지의 원칙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대화자들은 상이한 가정 
환경, 배경 지식, 사회경제적 조건과 문화자본 등의 요인에 따라 어떤 방
식으로든 자신만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논쟁에 임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40) 차경수・모경환 (2008). 사회과교육. 동문사. 33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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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명확히 인지하는 데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주체성
이 발현된다. 심성보(2018)는 보이텔스바흐의 제3원칙이 학생들이 처한 정
치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주권자로서 미래
의 주체 능력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렇게 보면 각자의 삶의 조건, 
이익, 경험, 기억과 같이 학생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정치적 상황을 교실수
업 속으로 끌어들여옴으로써 학생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드는 것이 정치교
육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
하는 우리의 교실 풍토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표
출하고 이와 결부된 주장을 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도록 하고, 학생의 경험
에 기반한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교과서와 칠판 속에 갇혀서 멈춰
버리는 막연한 논쟁으로 수업을 마무리짓도록 만든다. 그러나 진정한 학생
중심 교육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다른 이들
의 주장과 이를 견주어 보게 하는 경험에 있다.

그렇다면 소극적, 적극적 의미의 주체성이 궁극적으로 주체적 태
도로 나아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을까? 소극적 의미의 주체성
이 강압 금지 원칙에 기반하여 외부로부터의 편향적 가치관에 저항하고 
소신을 지키는 성향을 의미한다면, 소극적 의미의 주체적 태도란 비판적 
사고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치 수용자의 입장에
서 타인의 주장이 특정한 정치적 입장과 결부된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비
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탐구성, 객관
성, 자기신뢰성, 진실추구성과 같은 요소들을 내용으로 한다(조아미 외, 
2009).41)

반면 적극적 의미에서 주체적 태도란 강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소신있게 표현하는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
는 보이텔스바흐 제3원칙, 즉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명료히 인지하는 
태도로부터 유도도할 수 있다. 주체적 태도를 가진 대화자는 자신이 원하
는 것을 잘 알고,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인지를 명확히 할뿐만 
아니라 그에 기반하여 자신의 주장을 소신있게 표현할 수 있다. 논쟁상황
을 스쳐지나가는 교실 속의 행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으로부터 

41) 조아미 외(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사고력 영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9-R19-4, 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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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출할 수 있다는 정서적, 행동적 동기를 느낀다. 
주체성의 소극적, 적극적 의미, 그리고 주체적 태도의 소극적, 적

극적 의미를 각각 구분하여 이해해 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주체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주체적 태도란, 스스로 형성한 신념과 가치관에 근거하여 소신 있게 자신
의 입장을 드러내려는 태도이다.

    3.2.2. 공감적 태도

 공감적 태도는 논쟁문제수업이 이루어지려면 부득이하게 요청되
는 가치로부터 유도되는 가치태도이다. 논쟁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타자와의 관계와 관련된 태도, 즉 경청, 
절차 준수, 존중, 인내심 등이 요구되는데, 사회과교육에서의 논쟁문제수
업에서는 공적 공간에서 타자와 함께 의견을 주고받는 경험이 주는 특성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쟁점에 대한 특정한 가치주장을 종이 위의 
활자로를 통해서만 읽는 것도 아니고, 감정 없는 기계로부터 전해듣는 것
도 아니다. 그것은 인격을 가진 총체로서의 타자로부터 들려오는 주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주장은 타자의 자아, 세계관의 색깔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정한 견해나 주장이 그
것을 말하는 대화자의 세계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즉 그 대화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공감적 태도가 필
요하다. 

논쟁에 있어 타자를 지향하는 이러한 태도는 특히 우리의 정서적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함양될 수 있다. 허영식・정창화・이윤복(2021)은 이
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교육에 있어 정서적, 생활세계적 측면에 주
의를 기울이는 포용적 정치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논쟁의 생활
세계적 측면은, 우리가 가까운 지인들과 쟁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 교육
적 맥락에서 쟁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정서를 비교해봄으로써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사적 수준에서 가족, 친구끼리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이
야기할 때의 주제는 정서가 개입된 정치적 주제이다. 이때는 서로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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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층위에서 그 사람의 인식배경과 맥락을 함께 고려하며 이해한다. 
그러나 교육적 맥락에서 정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는 두려움, 쓸데없이 논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토
론이 부질없을 것이라는 정서가 생활세계적 대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상대를 포용하는 건설적 정치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논쟁 이전에 서로
에 대한 정서적 선행경험을 진단해야 한다.42)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되는 공감적 태도란 단순히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의 감정을 느끼는 일차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의 정
서를 고려하고 그 사람의 주장의 근원이 되는 인식배경을 이해해보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허영식(2021)은 공감적 태도를 기르는 문제를 '생활
세계와 정치의 불일치와 괴리를 극복하는 소위 연결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라 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로써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논쟁
을 할 때에는 '메시지와 메신저를 혼동해선 안 된다'는 지침이 통용된다. 
이는 어떤 발화자가 담고 있는 가치주장을 그 자체로서 바라보아야지, 그
것을 말하는 발화자의 개인적인 평판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러
나 이것이 합리성과 공적 의사결정의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태도일지 몰라
도, 포용적 정치교육의 관점에서는 생활세계적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현실에서의 가치주장은 항상 어떤 발화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그 내용은 발화자의 인식론적 기반과 세계관이 전제되지 않고서
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웅변력을 가진 두 사람이 동일한 주
장을 설파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는 발화자에 대한 
가치판단이 주장 자체에 대한 판단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을 그 
상대방의 인식배경과 결부시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포용으로서 공
감적 태도가 요구된다.

결국 공감적 태도의 골자는 메시지를 메신저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하나의 총체로서 이해하는 데에 있다. 공감적 태도의 사례
로서 채택가능한 것은 장은주(2018)가 제시한 관점채택과 다중관점을 들 
수 있다. 관점채택은 본래 보이텔스바흐 원칙 중 '논쟁성 재현 원칙'을 수
업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지만, 그 내용에는 타자에 대한 정서

42) 허영식・정창화・이윤복 (2021). 정치교육에서 논쟁성의 원칙에 관한 담론과 함
의, 한독사회과학논총, 31(3),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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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어 공감적 태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 개념으로
서 기능할 수 있다. 관점채택은 내용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그에 
기반한 대안들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고 숙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적으
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아냥대지 않고 그를 사람 자체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관점채택을 통해 학생은 더 이상 자신만의 이해관심과 
주장에 갇히지 않고 타자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다중관점
(Multiperspektivität)으로 나아가갈 수 있다(장은주, 2018).43)  다중관점
이란 다른 사람의 처지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역지사지
의 자세이며,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적대화하지 않고 다른 의견도 합리적인 
토대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이다. 이는 후술할 세 번째 가치태도
인 개방적 태도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이 되면서, '나'에 관련된 태도를 '너
'와 '우리'에 대한 태도로 확장시키는 발판이 된다.

'공감'의 하위 요소로서 정서적 포용, 생활세계적 접근, 관점채택
과 다중관점 등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절차적 가치태도로서 
'공감적 태도'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공감적 태도란, 논쟁의 상대방을 동등한 가치형성의 주체로 인정하고, 타
인의 주장을 당사자의 인식기반과 함께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정서적으로 
포용하려는 태도이다. 

    3.2.3. 개방적 태도

 개방적 태도는 사회과교육의 일반적 목표로부터 도출되는 가치태
도이다. 사회과교육의 목표로서 민주시민교육이란 필연적으로 가치의 다원
성과 갈등, 대립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대
립과 갈등을 어떻게 포용하고 다양성 속의 통합을 추구할지에 대한 고찰
과 관련된다. 이런 맥락에서 개방적 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그럴 수 있지'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절차적 
가치태도로서 개방성이란 논쟁의 경험을 통해 타자와의 대립과 갈등을 심

43) 장은주(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실천 가능한가?.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
민교육, 북멘토,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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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창조적으로 끌어안아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
도록 노력하는 태도이다. 이는 논쟁문제수업에서 절차적 가치태도를 평가
하는 것의 궁극적 의의이기도 한데, 개방적 태도의 핵심요소는 논쟁 그 자
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방적 태도는 논쟁을 통
해 정치적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능동적인 
정치생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논의에서 개방성 내지는 개방적 태도는 주로 상대방에 의견
에 대한 개방성으로서 협소하게 개념화되었다. 일반적인 토론평가에서 설
정되는 채점기준으로서 개방적 태도란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
음을 인정하는 태도'로서 주로 정의되었다. 강태완・장해순(2003)은 개방
성을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는 열린 자세'로 정의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
용 표현으로 비판을 수용하고 나의 주장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는 태도, 의
견이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다른 입장의 주장을 깊이 이해하는 태도 등
의 문항을 사용하였다.44) Neer(1994)는 개방성을 토론에 대한 태도 중의 
하나로 관용, 감정이입, 존중, 상호참여 등과 동일한 위상을 지니는 것으
로 이해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방적 태도란 대화자들이 일정 수준의 적응
성 또는 유연성을 가지고 토론에 임한다는 사실을 담지하는 것이라고 주
장하며 이로부터 논쟁적 유연성(argumental flexibility) 개념을 도출된다. 
그는 이에 기반하여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열
린 마음으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을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를 개방적 
태도로 개념화하였다.45) 개방적 태도에 대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토론에 
있어서 '개방성'의 의미를 천착하여 척도화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사회
과교육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토론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다보니 논
쟁의 교육적 의미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지는 선에서 개
방성의 의미를 제한해 버리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과 논쟁문제수업에서의 절차적 가치태도로서 개방적 
태도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 이상의 

44) 강태완・장해순 (2003). 토론능력 척도의 타당성 검증연구. 한국방송학보, 17(4), 
139-185.

45) Neer. M. R. (1994). Argumentative Flexibility As a Factor Influencing 
Message Response Style to Agumentative and Aggressive Argues. 
Argumentation and Advocacy, 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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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담아내야 한다. 개방성(openness)는 열린 마음으로 직역되는 표
현인데, 민주적 논쟁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마음을 여는 대상은 토론의 상
대방이라기보다는 논쟁 그 자체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
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개방성이라는 것은 상대의 의견
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민주사회에서의 갈등과 대립
을 포용하고 논쟁 그 자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허영식 외
(2020)는 논쟁문화와 관한 연구에서 우리의 정치현상은 적대관계, 반대되
는 생각의 대립을 그 본질적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고 주지하였다. 학생들
은 이러한 본질적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대를 하고 반대를 
받는 그 자체를 소중한 민주적 경험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46)

개방적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다원성을 담
보하는 정치사상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견해나 갈등을 끌어안음으로써만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논쟁문제수업은 형식적으로 1. 
가치의 다양성과 2. 가치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민
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기회의 
장이 된다. 개방적 태도가 부족한 학생들은 논쟁 그 자체보다는 토론의 승
패, 문제의 해결에 더 집중하여 어떻게든 상대방을 논파하기 위한 논변기
술을 연마하는 데에 힘을 쏟거나, 어떤 식으로든 토론의 결론을 짓기 위해 
양자택일 또는 양비론을 취해 갈등을 봉합하고 논쟁을 종식하려는 성향을 
보일 것이다. 정답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적 능력을 훈련하도록 
짜여진 기존의 교육 체계와 이에 익숙해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택을 유보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을 느낄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두려움에 직면하고 갈등 그 자체를 포용하는 것이 민주시민에
게 진정 요구되는 가치태도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란 시민들이 다양한 사
안들에 대해 각자만의 고유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평등하다는 점을 서로 인정하는 정치체제이고, 이로부터 양자택일이나 양
비론을 넘어 한 층 더 높은 차원에서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
리는 것이다. (Noddings & Brooks, 2018).47)

46) 허영식・이윤복(2020). 논쟁문화의 조성을 위한 논쟁교육의 과제. 교육문화연구, 
26(3), 5-24.

47) Noddings. N., & Brooks. L. (2018). 논쟁 수업으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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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커 팔머(Parker Palmer, 2012)는 논쟁에 있어서 갈등을 끌어안
고 통합하여 나아가는 개방적 태도를 '깨어져 열린 마음(broken open 
heart)'로 표현하였다. 이는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의 
습관을 의미한다. 민주사회에서 논쟁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가진다는 점
은 상대의 주장을 수용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양가감정
을 모두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마음의 성
향을 기른다는 점을 의미한다. 논쟁문제를 둘러싼 교육이 소모적인 대립이
나 가치갈등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두보가 되기 위해서 
팔머는 몇 가지 마음의 성향을 단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모두 연관
되어 있다는 상호연관에 대한 인식,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여 낯선 이들로
부터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이해, 모순으로 가득 찬 삶에서 마음의 확
장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는 능력 등이 그것이
다.48) 이는 '긴장을 끌어안는 능력'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쟁점 중심 사
회과가 건전한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길러주어야 하
는 목표이다.

팔머가 이야기하는 마음의 습관이란 공감적 태도를 이야기할 때 
언급하였던 정서와 감정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히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 팔머에 따르면 마음이란 '단순히 우리의 감성이나 
정신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심층적인 앎의 방식이자, 모든 인간적 능력
의 통합적인 핵심'이다. 논쟁은 논리와 합리성에 기반해야 하지만, 포용적 
정치교육 관점에서의 정서를 함께 고려하여야만 '깨어져 열린 마음'의 개
방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논쟁문제수업에서 정서를 단순히 배제하거나 
제거해야 할 방해요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배움은 인지적 차원뿐만 
나이라 감정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49) 
인지와 정서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마음의 힘을 발휘해야만 우리 사회에 
본질적으로 만연한 불명확한 문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창우 역. 풀빛. 39-64.
48) Palmer. P. J. (201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찬호 역. 글항아리, 71-98.
49) Hölzel. T., & Jugel. D. (2019). Da kannst du Freunde verlieren! Politische 

Bildung, Emotionen und Bindung. Besand, A. et al. (eds.). Politische Bildung 
mit Gefühl. Bonn: bpb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4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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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 개념을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관과 결부지어 이해하고, 팔
머의 '깨어져 열린 마음'이 발휘된 형태로서 개방적 태도의 의미를 탐구하
였다. 이를 종합하여 절차적 가치태도로서 개방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 

개방적 태도란 민주사회에 상존하는 대립과 긴장이 가진 가치를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비판을 수용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의 통합을 추구하는 태
도이다.

주체적, 공감적, 개방적 태도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문제수업의 절차라는 논리적 체계에 따라 상호 연관을 맺고 
있다. 논쟁은 자신의 의견 형성('나'의 의견), 타자와의 의견 교환('너'의 
의견), 의견 통합과 대안 모색('우리'의 의견)의 논리적 과정을 거치는데, 
각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발현되는 태도가 각각 주체적, 공감적, 개방적 태
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단계에서 하나의 태도만이 발현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태도가 전체 절차에 걸쳐 혼합되어 발휘될 수 있다. 또한 이 
순서는 논쟁이 이루어지는 논리적 전개 과정일 뿐, 모형 자체의 전개 순서
는 아니라는 점에서 세 가지 가치태도가 반드시 이 순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논쟁문제수업의 논리적 과정에 맞춰 절차적 가치태도의 세 가지 
항목을 배치하면 다음과 같은 개념도를 도출할 수 있다.

4. 평가척도 개발 

  4.1. 척도개발의 기반 모형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절차적 가치태도의 이론적 기반을 살펴보
았다면, 이번 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척도로서 구체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절차적 가치태도의 실천적 근거를 도출하고자 한다. 논
쟁에서 표출되는 가치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가치를 다루는 방식, 
즉 논쟁의 절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관심이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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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려면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반 모형에 대한 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적 가치태도를 반영한 대안적인 논쟁문제수업 모형을 제시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표에서 벗어난 주제이므로, 기반 모형에 대한 논의는 평
가척도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만 다루어져
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절차적 가치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논쟁문
제수업 모형의 기준을 제시하고, 기존에 제시된 모형 중 이에 적합한 모형
의 사례를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올리버와 쉐이버(D.W. Oliver & J.P. Shaver)가 1966년 공동 저
작으로 『고등학교에서의 공공문제의 교수(Teaching public issues in 
the hish schools)』를 편찬하여 이른바 법리모형이라고 불리는 논쟁문제
수업의 원형을 제시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법리모형을 보완, 수정하거나 
대안적인 형태의 논쟁문제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헌트와 매트칼프(Hunt 
& Metcalf)는 미국 사회의 부조리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도전적인 가치갈
등문제를 다루며 반성적 사유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으며,50) 오초아와 
베커(Ochoa & Becker)는 민주사회에서 쟁점에 대한 의사결정 역량을 함
양하기 위한 자질로서 민주주의의 이상적 가치를 내면화하여야 한다고 주

50) Hunt, M. P. & Metcalf, L. E. (1955). Teaching High School Social Studies:
Problems in reflective thinking and social understanding. Harper & 
Brothers Publishers, 397.

[그림 6] 논쟁문제수업의 논리체계에 따른 절차적 가치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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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51) 또한 뱅크스(Banks)는 의사결정을 사회과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실탐구와 가치탐구 모형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52) 국내에서는 차경수(1994)가 해외의 여러 선행연구들을 종
합하여 논쟁문제수업의 절차를 정리한 모형을 제시하였고, 주은옥(2001)은 
기존 논쟁문제수업의 한계를 비판하며 찬반 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
안적인 논쟁문제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사회과 논쟁문제수업 모
형은 논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논쟁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방식(절차)에 따라 <표 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절차적 가치태도 중심의 평가관에서 바라보았을 때 논쟁
문제수업에서 가치태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논쟁문제수업의 
특성은 무엇인가? 가치태도를 규명하고 그 평가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허
공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특정한 논쟁문제 모형의 맥락 하에서 구상되
어야 한다. 상술한 모형들은 논쟁문제수업이라는 큰 틀로 묶일 수 있기는 

51) Ochoa-Becker, A. S.(2007). Democratic Education for Social Studies: An
Issues-Centered Decision Making Curriculum. Information Age Publishing,
3-27.

52) Banks, J.A. (1990).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Education. Longman,

논쟁문제
수업 
모형

Oliver & 
Shaver 
(1966)

Hunt & 
Metcalf 
(1955)

Ochoa & 
Becker 
(2007)

Banks
(1990)

차경수
(1994)

주은옥
(2001)

목표 지적 
분석능력 
함양

반성적 
탐구력

민주적 
가치 
함양과 
사회참여 
기능

의사결정 
능력

자신의 
입장에 
대한 
선택과 
정당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도출

내용 공공정책 
쟁점

금기영역
(closed 
area)

논쟁적 
현안

선택을 
요하는 
문제들

논쟁적 
현안

논쟁적 현안

방법 가치위계에 
따른  
법리적 
해석

집단토의 사실탐구
와
비판적 
사고

사회탐구
와 
가치탐구

보편적 
가치기준에 
따른 대안 
선택

의견 조정을 
통한 찬반 
협상

<표 3> 목표, 내용, 방법에 따른 논쟁문제수업 모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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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각이 정의하는 논쟁의 성격, 논쟁으로서 의도하는 인지적, 정의
적 목표와 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등 많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번 절에서는 기존의 논쟁문제수업 중 가치태도와 그 평가척도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가장 적절한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업모형을 선정함으로
써 척도개발에 적합한 논쟁문제수업의 기준을 도출하려 한다. 적합한 수업
모형을 분류하고 선정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논
쟁수업의 목표라는 넓은 기준으로 각 모형을 분류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치태도 측정에 부합하는 부분들을 고려하며 걸러 나가는 방식으로 선정
하고자 한다.

논쟁문제수업 모형들은 중점을 두고 있는 목표 역량에 따라 탐구
능력 중심 모형과 가치형성 중심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논쟁을 
통해 학생에게 어떤 역량을 길러주고 싶은가 하는 물음에 대해 논변과 지
적 분석능력을 중시하는지, 논쟁에 임하는 가치, 태도와 수행과정을 함양
하기를 원하는지로 갈라지는 답변의 차이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의 
표에 제시되었던 논쟁문제수업 모형들을 각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각 모형들을 해설하기에 앞서 유념하여야 할 것은, 여러 가지 교
육 내용, 목표, 방법이 총체적으로 구성된 모형을 단일한 기준에 따라 이
분하는 것은 모형이 구상된 본래 의도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표 4>의 구분은 논쟁문제수업 모형간의 엄밀한 비교에 의한 것이라

논쟁문제수업
의 유형

주요 개념 사례

지식, 기능 
중심 모형

의사결정능력
사실탐구와 가치탐구

논변 구성, 주장의 정당화
지적 분석능력

Oliver & Shaver(1966)
Hunt & Metcalf(1955)

Banks(1990)
차경수(1994)

가치, 태도 
중심 모형

민주사회적 가치태도
사회참여 성향

대화와 타협, 합의 도출 능력
의사소통 능력

Ochoa & Becker(2007)
주은옥(2001)
구정화(2020)

<표 4> 중심 목표에 따른 논쟁문제수업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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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가치태도 평가척도를 개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논쟁문제수업 모
형을 찾는다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른 분석의 결과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예를 들어 가치, 태도 중심 모형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
형들이 인지적 분석능력과 탐구 및 의사결정능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
니며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쟁점과 논쟁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역량이나 가치태도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며, 따
라서 논쟁문제수업은 어디까지나 종합모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
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논쟁문제모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이유
는, 이 절의 목표가 새로운 논쟁문제수업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
존의 논쟁문제모형의 틀 안에서 가치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토양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평가척도개발의 맥락에 맞는 기준을 
도출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첫 번째 유형은 지식, 기능 중심 모형으로서 논쟁문제를 통해 공
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탐구능력,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고 논변을 구
성함으로써 쟁점에 대해 논리적인 주장을 형성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
는 논증능력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Oliver & Shaver(1968)의 법리 모형
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에 대한 찬반 입장의 근거를 도출하고, 
각각을 지지하는 근거를 정리하여 둘 중 더 합당한 대안을 사회의 윤리적 
기준(기본가치)에 근거하여 판단해내는 법리적 사고력을 중시하는 모형이
다. 또한 Banks(1990)는 의사결정능력 함양 자체를 사회과의 중요한 목표
로 보았으며, 논쟁문제뿐 아니라 개인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여 각각 탐구하고,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합
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을 구상하였다. 차경수(1994) 모형 
또한 추상적 가치를 해석하고, 쟁점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
는 지적 분석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
식, 기능 중심 모형들의 특징은 논쟁문제수업의 의의를 '쟁점에 대해 자신
의 입장을 정하고, 사실검증과 논변 구성을 통해 이를 설득시키는 능력'의 
함양에 두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형은 논쟁이 줄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경
험, 특히 민주적 의사소통의 장을 체험하는 교육적 경험의 의미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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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지적 분석능력과 의사결정은 사회과의 중요
한 고차사고력 중 하나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논쟁의 형태로 교수되어야 
할 당위가 있는가? 잘 구상된 논술, 구술문제로도 논증과 지적 분석능력
을 기를 수 있으며, 종합적인 공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려면 프로젝
트학습과 같은 종합모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물론 논쟁이라는 것
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나, 논쟁이라는 
상황이 민주사회에서 타자를 만나 갈등을 창조적으로 떠안는 경험을 제공
하는 '도전적' 과제를 안겨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쟁문제수업의 의의를 
지적 탐구능력을 기르는 데에 두고 그치는 것은 논쟁의 교육적 의미를 축
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가치, 태도 중심 모형으로서 논쟁을 통해 지적 논
증력과 같은 인지적 목표를 기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 대화와 타
협,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 사회참여의식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가치태도
를 목표로 하는 유형이다. 앞서 밝혔듯이 이러한 유형도 어디까지나 논쟁
문제수업의 모형 중 하나이기에,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들어 
주장을 밝히는 지적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 모형
들은 기존의 법리 중심, 사고력 중심 논쟁문제수업모형이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가치, 태도 영역의 성장을 보
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Ochoa & Becker(2007) 또한 기본적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 공적 쟁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쟁문제수업의 기본 
골자를 유지하였으나, 그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원리를 내면
화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몰입해야 하며, 사회적 정의와 
자기 지배(self-governance)라는 이상을 위해 민주적 원리를 정교히 가르
치는 것을 시민교육의 이상으로 삼았다.53) 주은옥(2001)의 모형은 논쟁문
제를 통해 학생들이 특정한 가치태도를 함양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Ochoa & Becker의 모형과 유사하나, 특정한 가치관을 전제하고 그것의 
내면화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서로다른 입장들 사이의 간극을 

5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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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협상 과정의 절차적 태도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기존의 논쟁문제수업 모형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결
정하는 데에 그칠 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존슨 형제(Johnson 
& Johnson)의 찬반(pro-con) 모형을 참고하여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협상
을 갈등을 민주적으로 다루는 과정의 하나로 보고, 협상의 과정에서 대화
와 타협, 양보와 존중, 상대방을 공존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태도가 자연스
럽게 길러질 수 있다고 보았다. 54) 한편 구정화(2020)는 논쟁문제에서 합
의적 대화를 지향하는 태도를 중요시하면서도 논쟁 참가자들의 의사소통 
절차를 강조하며 Ochoa & Becker의 입장과 주은옥의 입장을 포괄할 수 
있는 공론장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 또한 기존의 논쟁문제수업 모형이 개
인의 논리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 중심인 점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숙
의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의사소통과 합의 과정을 중시하는 대안 모형을 
제시하였다.55) 가치, 태도 중심 모형은 논쟁문제수업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것들로 주로 전통적 모형이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
(개인적인 논변과 의사결정과 지적 능력을 우선시하고 있어 '논쟁'의 절차
적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으로서 등장한 것이었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논쟁문제수업 모형 중 어떤 것이 가장 바람
직한지를 가려내는 것은 본 연구의 관심이 아니다. 연구의 목적은 논쟁문
제수업에서 마땅히 평가되어야 하는 가치태도라는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특정한 수업모형으로 범위를 좁히는 순
간 평가항목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가치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논쟁문제수업이 가져야 하는 공
통적인 요소는 존재한다. 다음은 가치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논쟁문제수업 
모형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며, 이 기준들은 기존 모형들에 비추어봤을 
때 지식, 기능 중심 모형보다는 가치, 태도 중심 모형에 더 부합하는 것들

54) 주은옥 (2001). 논쟁 수업을 위한 '찬반-협상 모형'. 시민교육연구, 32,
325-351.

55) 구정화 (2020). 공론화를 적용한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방안. 시민교육연구,
52(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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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참여자들의 의견이 스펙트럼의 형태로 드러나야 한다. 이는 

참여자들이 쟁점에 대해 가지는 미묘한 견해 차이나 미세한 개념이해의 
차이가 간과되지 않고 가능한 세분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이 가
지는 가치의 다원성은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치의 
스펙트럼상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상대의 위치와는 얼마나 가
까운지를 인지하는 것은 갈등에 직면하고 생산적인 논쟁을 이끌어내기 위
한 첫 단추가 된다. 따라서 논쟁문제수업은 반드시 참여자가 가치의 스펙
트럼 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체 가치체계의 배경을 파
악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가치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논쟁문제
수업은 찬성/반대로 양분된 토론보다는 사안에 대한 개방적인 토의 형태
가 더 적합하다. 쟁점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찬/반 형태로 드러날 수 있
다 하더라도, 예컨대 같은 찬성 측에 속하는 참여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 
사이 가치관의 차이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논쟁은 참여자 간 언어적 의사소통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
다. 이는 교사가 중앙집권적으로 학생 각각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둘로싸고 학생끼리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는 의미이다. 평가 대상이 되는 가치태도란 논의를 진전하고 결론을 도출
하기 위한 지적인 성향과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와 다
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 직면하고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주
적 태도까지 나아간다. 따라서 논쟁문제수업은 가치관의 차이에도 불구하
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과감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개방성을 시험하는 
경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논쟁적 문제를 논리적, 분석적으로 해결
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설계된다면 이러한 가치태도는 평가의 대상으로 드
러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예컨대 학생 단독으로 쟁점
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논변을 구상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는 논, 구
술시험의 형태는 법리 모형과 같은 전통적 기준에 따르면 논쟁문제수업으
로 분류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치태도 평가를 위한 논쟁문제수업의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보다는 참여자끼리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담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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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토의나 소그룹 토론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평가의 목적에 
부합한다. 

셋째, 참여자들의 논쟁 과정이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
다. 정의적 영역의 가치와 태도는 학습의 결과가 아닌 과정상에서 드러나
는 것이며, 객관식 선다형 지필고사와 같은 양적 평가로는 포착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학생 자신이 개방적, 주체적 태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를 물어보는 자기보고식 척도평가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태도를 측정하
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응답자의 대답에 담긴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근원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의 내용과 평가의 방식이 비슷한 맥락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Ochoa & Becker(2007)의 평가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가치태도 평가를 위한 논쟁문제수업은 수행평가의 형
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완결된 답안지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지필
고사나 논술고사보다는 그룹토론이나 집단면접과 같은 방식이 더 적합하
다. 

넷째, 참여자 간 상이한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태도는 일방의 의견을 강요
해 차이를 무시하거나 기계적 다수결을 통해 소수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가치의 다원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은,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라면 가치관의 차이와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태도가 나타
나고 관찰될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논쟁문제수업은 단순한 선호집합
을 통해 승패와 우열을 가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컨대 
기본가치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의견들의 적합성을 재단하고 우열을 가리
는 Oliver & Shaver(1966)의 법리 모형보다는 의견들의 차이를 좁히고 
합의와 통합을 지향하는 절차를 포함시킨 주은옥(2001)이나 구정화(2020)
의 모형이 이 기준에 더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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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척도화 방법 선정

척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측정하도록 체계화된 도구를 
의미한다. 척도개발의 목적은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며, 그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요소간의 체계와 위계에 근거해야 한다
(유숙희・이훈, 2020).56) 척도개발 연구의 의의는 일차적으로는 측정도구
로서 척도를 개발하는 데에 있지만, 사회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척도의 경
우 측정에서 더 나아가 그 척도를 이루는 하위개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둔다(박정렬・손영미・김정운, 2011
).57)

Hinkin(1995)은 척도 개발의 절차를 (1)항목 생성, (2)척도 개발, 
(3)척도 평가의 세 단계로 정리하였다. 항목 생성 단계에 있어서는 타당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측정하려는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외의 요소
는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단계는 연역적 또는 귀납적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는데, 연역적 방법은 위로부터의 분류로서 특정한 유형분류체계
(typology)를 사용하여 요인을 구성하는 반면, 귀납적 내지는 '아래로부터
의 분류' 방법은 연구를 통해 얻어진 응답 샘플로부터 항목을 생성하는 방
식이다. 기존 이론과의 논리적 정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귀납적 방법보
다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Skinner, Autry, & Lamb, 
2009).58)

두 번째 단계인 척도 개발 단계는 예비척도를 구성하고 타당도, 
신뢰도를 제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는 표본집단에 대한 척도
검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데,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적절한 영역표집과 가정을 최소화하는 엄격한 절
약의 원리(parsimony)가 요구된다. 또한 응답자 간 충분한 분산이 확보되

56) 유숙희・이훈 (2020). 웰니스관광 평가척도 개발. 관광연구논총, 32(3), 25-56.
57) 박정렬・손영미・김정운(2011). 직장인의 일에 대한 재미지각 척도 개발 및 구성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17(2), 241-260.

58) Skinner, L. R., Autry, C. W., & Lamb. C. W.(2009). Some measures of
inter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ogistics
Management, 20(2), 22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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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며, 일반화 가능한 검증을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표본수가 확보되
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척도 평가 단계에서는 개발된 척도가 실제로 심
리측정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다.59)

Hinkin은 연역적 방법론을 권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직 
논쟁문제수업에서의 절차적 가치태도에 개념정의나 하위 요소가 명확히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귀납적 접근을 취하였다. 귀납적 접
근은 우선 이론에 기반하여 구성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다음 그 개념
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들을 분석하여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심리측정적인 특성들을 수치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
로는 리커트(Likert) 척도, 써스톤(Thurstone) 척도, Q 방법론(Q 
Methodology) 등이 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리커트 척도는 응답자가 제시된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가의 정도를 수치
화된 점수로 표시하는 검사로서, 응답범주에 명확한 서열성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설문지에서 각 문항이 가지는 상대적인 강도를 결정한다(Babbie, 
2007).60) 리커트 척도는 특정 태도가 강한 사람은 평가문항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이른바 '우월성 응답 과정(dominance 
response process)'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한편 이러한 가정에 반박하
며 응답자가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진술에 응답자가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proximity)가 더 적확한 기준이라는 입장도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응답자가 찬성하는 문항의 가중치를 합해 평균을 
내는 서스톤 척도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서 주장되기도 한다(Drasgow, 
Chernyshenko, & Stark, 2010).61) 한편 Q 방법론은 태도의 변화를 측
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진술을 제시하고, 리커트 
척도처럼 동의 정도를 표기하는 대신 얼마나 응답자의 의견을 대변하는지
에 따라 진술을 분류한다(Sklarwitz, 2017).62)

59) Hinkin, T.R. (1995). A review of scale development practices in the study of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21(5), 967-988.

60) Earl R. Babbie(2007). 사회조사방법론. 센게이지러닝코리아(주), 238-239.
61) Drasgow, F., Chernyshenko, O. S., & Stark, S. (2010). 75 Years After Likert.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3, 46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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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평가요소 및 하위항목들은 리커트 척도를 
통해 개발된다.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이미 개발된 척도를 수정, 보완
하거나 타당도를 제고하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없던 대안적인 평가
요소로부터 구성요인을 도출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평가도구의 개발에 있
어서 척도 그 자체보다는 척도로 표현된 진술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도덕성이나 가치태도와 같은 정의적 요소를 자기보고식 평
가로써 측정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많은 반론과 이견이 존재하나, 상술한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여전히 객관도와 타당도를 담보한 것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리커트 척도를 채택하는 것이 연구의 편의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5. 선행연구

5.1. 논쟁문제수업 관련 연구

본고의 문제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져왔다. 가치태도 평가의 의의를 내용(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목표(평가를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수단(어떻게 평
가할 것인가?)의 차원으로 나누었을 때,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평가의 각각 
다른 차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평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사회과 교수-학습 분야에서 논쟁문제수업의 모형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연
구가 이루어졌다. 쟁점중심 사회과라는 패러다임에서 교육의 중심에 들어
가야 할 것은 사회의 다양한 쟁점과 논쟁문제이기 때문에 논쟁문제수업 
모형 개발은 쟁점 중심 사회과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과 관련된 것이
다. 한편 평가의 목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정치교육, 윤리교육 등 시민
교육을 다루는 분야에서 정치철학, 사회철학적 관점을 통해 바람직한 가치
태도를 규명하는 데에 관심을 가졌다. 논쟁문제를 가르침으로써 달성하려

62) Sklarwitz. S.(2017). Assessing Global Citizenship Attitudes with Q
Methodology. The Journal of Social Studies Research, 41, 17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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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목표는 바람직한 시민이 길러야 할 정의적 특성, 그리고 민주사회
에서 요구되는 가치태도의 함양이므로, 논쟁문제를 통해 길러야 할 가치태
도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곧 수업의 목표와 관련된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수단과 관련해서는 사회과, 윤리과, 역사과, 국
어과 등 토론수업 일반을 다루는 교과교육 분야의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다. 평가목표에 학생이 성공적으로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평가척도라는 수단을 통해 가능하므로, 이 연구는 주로 교육통계적 
기법을 사용한 평가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사회과 논쟁문제수업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요구되는 
평가척도를 개발하려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이는 가치,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회의적 시각에 기반한 것이
기도 하나,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논쟁문제수업의 평가보다는 논쟁문제
수업의 모형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론이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한 연구는 
사회과 시민교육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고찰보다는 토론이라는 일반적 행
위에서 요구되는 기능적 측면에 대한 평가척도를 개발한 연구가 대부분이
었다. 그러나 후술할 이홍열 외(2008)나 배영민(2021)처럼 쟁점 중심 사회
과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여 적합한 평가관을 모색하는 연구도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드러난 논쟁문제수업 모형의 다양성에 대해 
개괄한 다음, 그 다양한 모형들이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절차적 가치태도
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척도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선 평가의 내용, 목표, 수단이라는 구분을 
따라, 내용 측면에서 논쟁문제수업 자체의 의미를 다룬 연구부터 살펴보도
록 한다.

논쟁문제수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쟁점 중심 사회과라는 틀 속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배영민(2012)은 학문 중심 사회과학 모형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서 쟁점 중심 사회과 패러다임을 소개하였다. 학문 중심 모형과 
쟁점 중심 모형의 대립은 사회과의 본질을 대학의 학문적 지식체계로 볼 



- 80 -

것인지, 사회적 쟁점의 탐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학문 중심 사
회과는 사회과의 기반 학문이 되는 경제학, 법학, 사회학, 정치학의 지식
과 탐구능력을 교수함으로써 학생들을 '꼬마 사회과학자'로 기르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해당 분과학문에서 요구하
는 사고력, 탐구능력인데, 이는 주로 인지적 측면에 지적 분석능력에 집중
되어 있다. 그러나 Evans(1997)나 Massialal & Cox(1966) 같은 학자들은 
사회과교육을 사회과학의 단순한 파생 학문이나 '사회과학의 교육학적 의
붓자식'이라고 여기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 사회과교육은 인류 사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쟁점에 대한 탐구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통합
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협소한 개별 분과학문의 지식으로는 의미를 온
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된 지식이 아니라 개방된 토론
과 논쟁을 허용하는 쟁점이 사회과 교수내용에서 주를 이루어야 한다.63) 
비슷한 견지에서 노경주(2000)는 쟁점 중심 사회과의 의의를 '학교에 학생
들이 존재하는 교육'으로 설명하였다. 쟁점에 대한 견해와 가치는 학생들
이 스스로 탐구하고 구상하는 것으로서, 이미 주어진 정답으로서 외부에서 
전달되는 지식이 아니다. 지식이 아닌 쟁점을 학습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주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논쟁문제의 복합적, 통합적 성격은 학생들로 하여금 고차사고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교육적 의의도 가진다.

쟁점 중심 사회과교육을 옹호하는 Diana Hess는 쟁점 중심 사회
과교육의 의미를 민주주의와 교육의 관계에서 찾는다. 만약 민주주의를 그
저 당파간의 이해관계 충돌로만 이해한다면, 차라리 교육에서 정치적 논쟁
을 배제하는 편이 나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서로의 차이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당파적이지 않은 정치교
육'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어린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정치적 
교실' 환경의 조성을 강조한다(Richardson, 2017).64) 왜 민주주의를 위해 

63) 배영민 (2012). 사회과 교육과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쟁점 중심 사회과
교육과정 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등교육연구, 60(1), 135-164.

64) Joan Richardson (2017). Using Controversy as a Teaching Tool: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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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적 쟁점을 가르쳐야 하는가? Hess(2009)는 정치현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토의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본질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관용을 길
러주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Mutz(2006)의 연구를 인용하여 정치적으로 교차하는 쟁점에 대해 이야기
한 사람들이 높은 정치적 관용 수준을 가지게 되었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사람들이 정치적 논쟁을 다루는 것을 기피함에 따라 정치적 대
화참여의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현상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
람들과 교류하려 하지 않게 하는 성향을 조장하여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막는 방법은 교육의 장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그러한 
의견 교환의 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쟁점 중심 사회과 패러다임은 논쟁
이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통한 의견 교환을 수반한다는 사실, 그리고 서로
의 의견을 표현하고 경청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논쟁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과 대립하는 
주장을 더 친숙하게 느낀다. 또한 정치적 갈등을 두렵고 금기시되는 영역
이 아닌 평범한 민주주의의 한 단면으로 느끼게 된다. 대립하는 주장에 친
숙함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것이 적절한 주제임을 인식하며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
는 성향을 기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쟁점중심의 사회과 패러다임은 사회과교육의 거시적 목표
에 대한 방향 설정으로서, 쟁점과 논쟁문제를 사회과의 주요한 학습내용으
로 삼는다는 점 이외에 특정한 교수학습방법이나 모형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중심 사회과의 영향 아래에서 여러 학자들이 구체적인 
수업모형과 절차를 구상하였다. 논쟁문제수업의 가장 저명한 모형 중 하나
로 평가받는 Oliver & Shaver(1966)의 이른바 법리 모형은 정치적으로 
이견이 대립하는 문제인 공공정책상의 쟁점을 소재로 하여 각 주장의 근
거를 사실과 가치 측면에서 탐구하고 논변을 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
당화할 수 있는 지적 분석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가치판

Interview with Diana Hess. Phi Delta Kappan, 99(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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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근거로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보수
적인 모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Oliver & Shaver가 법리학적 교수
전략을 통한 합리적 동의를 추구하였다면, Hunt & Metcalf(1968)은 인종
문제, 계층갈등, 종교와 도덕 등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영역에 대해 과감하
게 논쟁하고 반성적으로 탐구하여 학생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로서의 논쟁문제수업을 옹호한다. 그들은 이러한 민
감한 쟁점 영역을 '닫힌 영역(the closed areas)'으로 묘사하며, 닫힌 영
역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반성적으로 탐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권위주의적 해결을 반복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에서 멀어지게 될 위험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배영민, 2012). 여기서의 반성적 탐구란 과학적 방
법론에 입각한 사실의 판단뿐만 아니라 가치에 대한 탐구도 포함하는 것
이다. 

Oliver & Shaver, Hunt & Metcalf의 모형은 논쟁문제수업의 전
통적인 원형과도 같은 것들이다. 이는 다양한 가치문제와 공공 차원의 정
책결정 사안들이 대두되는 미국 사회 속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사회
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쟁점을 활용하려
는 움직임이었다. 비교적 최근의 모형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중시하는 
Banks(1990)의 모형과 민주사회의 원칙을 내면화하고 참여하는 시민을 길
러내기 위해 가치교육을 중시하는 Ochoa & Becker(2007)의 모형을 들 
수 있다. Banks는 논쟁문제수업만을 위한 모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대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예측하여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상황에 대한 교수학습모형을 구상함으로써 쟁점 중심 패러다임
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의 가치탐구 모형은 대립하는 가치의 원천을 
파악하고 각각의 근거를 제시하고 스스로 가치 선택의 이유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논쟁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노경주, 2000). Ochoa & Becker(2007) 역시 의사결정능
력을 쟁점 중심 사회과의 주요한 목표로 삼았는데, 여기서의 의사결정이란 
민주적 가치에 대한 내면화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공공 문제에 참여하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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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s의 모형에서보다 더 공적인 성향을 띤다.
해외의 여러 논쟁문제수업 모형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국내

의 학교 풍토에 맞는 논쟁문제수업, 기존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
안적 논쟁문제수업 모형이 여러 학자들로부터 제시되었다. 가장 대표적이
라고 할 수 있는 차경수(1994)의 모형은 논쟁문제수업의 목표를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적 분석능력 쪽에 두어 쟁점 
중심 사회과의 교육적 의의를 분명히 하였다. 그는 적절한 논쟁문제 선정
과 더불어 관련된 개념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사실 확인과 경험적 증명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주은옥(2001)은 기
존의 논쟁문제수업의 목표가 협소하게 설정되어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밝히게 하는 데에 그칠 뿐 구성원간의 대화와 타협, 합의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연습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또한 현실에서
는 논쟁의 당사자들이 가치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으로 논쟁에서는 가치표명보
다는 이해관계의 조정과 협상이 더 중요한 요소인 점을 강조하여 갈등을 
민주적으로 다루기 위한 대안으로 협상 중심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쟁점에 대한 찬-반 그룹 토의로 진행되는 Johnson & Johnson의 
Pro-Con 모형을 발전시켜, 사고기능과 더불어 집단적 문제해결과 타협 
능력을 중시하는 논쟁문제수업 절차를 소개하였다. 이 모형은 학생들이 지
적 분석능력과 더불어 갈등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해와 양보, 타협의 
자세와 같은 정의적 영역 또한 신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제철
(2013)은 협상의 구체적인 논증과정에 대하여 기본권 충돌의 문제에 사용
되는 비례의 원칙을 도입하자고 주장함으로써 기존 협상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일종의 공식을 제시하였다.65) 한편 구정화(2020)는 전통적인 논쟁문
제수업이 민주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간과하였다는 주은옥
(2001)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 이익을 바탕으
로 한 협상보다는 숙의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공론화를 통해 논쟁문제수
업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논쟁을 승패가 갈리는 

65) 전제철 (2013). 초등 사회과 논쟁문제수업의 재검토. 시민교육연구, 45(3),
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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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나 단순다수결, 이해관계에 따른 흥정의 차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
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발휘한 공론화 과정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논쟁문
제 모형은 논쟁의 여러 지점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하고 합의 과정에 대해 
성찰한다든지, 찬성과 반대 입장을 무작위로 배치하고 의견을 바꾸어 여러 
번 토의를 거치는 등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
다.66)

   5.2. 정의적 영역의 가치태도 관련 연구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논쟁문제수업 모형을 개
발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논쟁문제수업과 쟁점 중심 사회과 패러다임의 
정치철학적 의의를 밝힘으로써 논쟁문제수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려는 이
론적인 차원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먼저 조영제(1998)는 쟁점 중심 사회과
의 정당성을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입증한다.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해와 편견, 지식의 부족 등 다양하나,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
회에서 가치관의 차이를 불식하거나 특정한 가치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
하다. 논쟁은 의견의 차이를 전제하며, 의견의 차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가
치관 형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논쟁문제를 장려한다는 것은 가치관 형성
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를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다. 난립하는 가치관들을 무조건 수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무정부적 혼란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영제는 자유주의를 포
괄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로 나눈 롤즈의 구분을 활용한다.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가치가 존재하며 더 높은 위계의 가치를 지
향해야 한다는 포괄적 자유주의의 입장과는 달리, 정치적 자유주의는 가치
관 사이의 위계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가치관을 가지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가치관을 조정하고 공존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을 모색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입장이다(Rawls, 1993.). 롤즈는 상

66) 구정화 (2020). 공론화를 적용한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방안. 시민교육연구, 
52(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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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가치관의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정치 영역, 즉 시민 주도의 공
공 영역에서 가치관 차이에 대한 보편적 정의의 원칙을 찾아야 한다고 주
장한다. 그가 옳음(정의의 원칙)이 좋음(가치관)에 우선한다고 한 것은 이
런 이유에서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논쟁문제수업에 주는 의의는 무엇인가? 
먼저 그가 비판하였던 포괄적 자유주의는 시민교육적 맥락에서 시민성 전
달 모형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칸트의 정언명령과 같은 고차원척인 
가치를 교육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성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올
바른 시민교육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치적 자유주의는 가치와 신념 
간의 위계가 없다고 가정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관을 교육해야 하느
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이든간에 그러한 가치관들이 교환될 수 있는 정
치적 영역에 보편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67) 정치적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교육을 하게 되면 이견이 대립하는 논쟁문제수업에서 합의
할 수 있는 논쟁의 절차, 가치와 태도를 교육하는 쟁점 중심 사회과의 방
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논쟁문제를 이해하게 되면 가치문제를 다룸에 
있어 보편성과 다원성이라는 모순되는 요소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딜
레마에 빠지게 된다. 가치관의 다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차이들이 한 사회에서 공존하
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에게 일종의 보편적인 일체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다원성과 보편적 가치태도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보편적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정신이 그저 형식적 절
차에만 의존하게 되거나 단순 다수결에 그치는 것으로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다양성의 극대화라는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사회의 기본가치를 
침해하는 극단적 주장까지 가치관 형성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야 하
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양성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
는 목표는 다소 비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조영제(1998)는 정의의 원
칙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

67) Ralws, J. (1993).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xxvi-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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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상황이라고 해서 가치관 대립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립하는 가치관들 사이의 차이를 부각하기보다는 공통된 합의지점
을 더 중요시하고, 큰 틀에서 무리가 없는 주장이라면 어느 정도 오차 범
위가 있는 한에서 용인하고 통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평등이라는 기본가치가 정확히 어느 선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를 구체적
으로 합의할 수는 없어도, 대립하는 입장들이 둘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닌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안에서 다수결로 결정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롤즈가 주장하는 정의의 원칙이 다른 모든 가치관들에 대
하여 중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정의의 원칙 내에 있는 하위가치들, 예컨대 공공선, 평등, 필요와 같
은 사회적 재화의 분배기준 사이에도 갈등이 있으며 어떤 기준에 가중치
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집단이나 문화권별로 상이하다. 

성공적인 논쟁문제수업의 구상은 가치갈등에 대한 이러한 딜레마
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조화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논쟁문제를 구성하는 요
소를 크게 사실에 관련된 영역과 가치에 관련된 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사
실탐구보다는 가치탐구와 관련하여 더 큰 모호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옹
진환(2019)은 가치의 다원성과 보편성을 아우르기 위한 방안으로 '가치사
실' 중심의 가치교육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 접근법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특정한 가치관을 교화하거나 주입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는 
가치교육에 관한 기존의 사회과 모형들이 자기탐색을 통해 자신의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미흡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깊이있게 고민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가치사실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치사실이란 가치와 관련된 규범적 주장
이 아니라, 가치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실로 구성된다. 예컨대 특정한 가치
관을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가치를 옹호
하여 행동하였을 때 어떤 이익과 손해가 있는지와 같은 일종의 데이터이
다. 이처럼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내용인 가치사실을 통해 중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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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도 가치지향적인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가치사실은 
가치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근거를 제공한다. 

    5.3. 수행평가와 토론평가 관련 연구

쟁점중심 사회과의 논쟁문제수업 모형과 그 안에서의 가치태도에 
관한 연구가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다
면,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척도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가?'에 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의 목표와 내용, 방법은 각
각 분리되어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예컨대 정의적 영역의 
가치태도를 평가하기로 목표하였다면 이러한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기 적
합한 수행평가와 같은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평가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논쟁문제수업 모형에서 가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영역의 논증, 정당화능력, 지적 분석능
력을 평가하기 위한 전통적인 척도를 가치태도평가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 
어떤 의의와 한계를 지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방식은 어떤 학습 내용에 가중치를 두는가에 따라 달라진
다. 논쟁문제수업이 학생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종합모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논쟁문제수업의 평가는 객관식 지
필고사로 대표되는 양적인 평가보다는 수행평가와 같은 질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순근(2002)은 개별 학생에게 지도, 조언, 
충고를 해주기 위한 평가로서 수행평가의 의의를 설명하였으며, 교사가 실
제 상황에서 학생의 수행과정을 보고 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수행평가
가 참평가(authentic assessment)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
행평가는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게 하며, 특히 학생 개인에게 
의미있는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한다.68) 논쟁문제수업의 가치태도 또한 실
제 논쟁을 경험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상에서 학생이 보이는 태도와 
행동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가치태도 평가는 수행

68) 백순근 (2002). 수행평가: 이론적 측면. 교육과학사, 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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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수행평가의 질적 평가관을 쟁점 중심 사회과에 적용하려는 노력으

로는 Parker(1996)와 배영민(202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Parker는 의미
있는 교육적 성취란 '학생의 실제 수행으로부터 성취기준에 의해 구체화된 
결과들이 예시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 중심 사회과에서 수
행평가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쟁점 중심 사
회과를 통해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1)쟁점을 규명하고 
가치갈등을 파악하는 능력, 2)공적인 쟁점들을 역사적 관점을 포함한 다양
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3) 능숙하게 토의,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의 세 가지로 보고, 각각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업목표에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채점표를 작성하였다.69) 한편 배
영민(2021)은 국내 사회과교육의 맥락에서 쟁점 중심 사회과에 적합한 평
가체제를 모색하였다. 그는 전통적 평가모형이 사전에 상세하게 명시된 행
동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염두에 둔 이른바 목표 모형이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목표 모형은 쟁점 중심 사회과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
고 있는데, 학생이 형성하는 견해는 쟁점의 내용이나 토의상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며, 학생 주도의 탐구를 통해 지식으로 인도되는 과정에서 도
달되는 목표란 일률적으로 예측가능한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
에 그는 Stenhouse(1969)의 평가관을 적용하여 행동목표가 아니라 수업 
진행의 원칙을 토대로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과정 모형을 도입
할 것을 주장하였다. 과정 모형은 일종의 비평적 평가로서, 사전에 정해진 
행동 목표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행과정을 마치 
비평가가 미술작품에 대해 그러하듯이 비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70) 
수행평가적 평가관에서 지식은 학생이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
사는 학생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예상하지 못한다. 다만 결과로
서 나타난 수행내용을 보고 그것을 일정한 성취기준을 잣대로 비평할 뿐

69) Walter C. P. (1996) Assessing Student Learning on Issue-Oriented
Curriculum. Handbook on Teaching Social Issues. NCSS, Washington D.C.,
280-288.

70) 배영민 (2021). 쟁점 중심 사회과 수업에 적합한 평가체제 모색.사회과교육
60(2), 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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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의 성취기준이란 교사가 비평함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기준이
며 결코 학생이 똑같이 행동해야 하는 목표행동이 아니다. 교사는 이러한 
과정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가 판단한 과제의 품
질에 대해 동료교사들과 전문적인 해석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논쟁문제수업을 다룰 수 있는 대표적인 수행평가 모형으로 토론법
을 들 수 있다. 토론법은 공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드러내고, 그러
한 견해들의 근거를 구두토론 형식으로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가장 직접적
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가치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강
태완・장해순(2003)은 토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여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2단계에 걸쳐 수행하였다. 
우선 토론의 의미와 구성요소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토론능력을 크게 
논리적 논증능력, 커뮤니케이션 기술, 토론에 대한 태도라는 세 가지 하부
차원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이 세 가지 영역의 간의 총체적 관계 속에서 
토론능력을 평가하는 구성요소를 도출한 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평소 토론 
상황에서 자신의 토론능력에 대한 점수를 자기보고식으로 수집하였다. 다
음 단계로는 이렇게 추출된 척도의 타당성을 기준타당도 점검 방식으로 
검증하였는데, 여기서 선행연구에 의해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를 인정받은 
기준변인으로서 비판적 사고성향, 커뮤니케이션 능력, 논쟁적 유연성 변인
을 이용하였다. 추출된 항목과 기준 변인간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새롭
게 도출한 평가요소들이 척도로서 타당성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였다.71) 
이 연구는 논쟁문제수업의 전형적 형태 중 하나인 토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구상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전제되어 있는 토론 모형이 찬반대립으로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승패를 가리는 엄격한 모형에 기반하고 있으며, 쟁점 
중심 사회과라는 교육관과 무관하게 토론 그 자체의 내적인 절차에만 근
거하고 있어 사회과교육 속 논쟁문제수업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반면 Harris(1996)는 쟁점 중심 사회과의 일환으로서 공공 쟁점에 
대한 논쟁문제수업 모형을 상정하고 그 틀 안에서 학생들의 토론능력을 

71) 강태완・장해순 (2003). 토론능력 척도의 타당성 검증연구. 한국방송학보 17(4),
13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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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는 논쟁문제를 구두토론의 방식으로 
교수하는 것이 1)언어로써 의견을 종합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고, 2)대화를 통해 민주시민성 함양에 필수적인 사회
적 관점, 도덕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으며, 3)민주적 가치들에 대한 성
찰을 촉진하고 4)고차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Harris는 전통적인 Oliver & Shaver(1996)의 모형에 근거하여 소그룹 토
의에서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를 통합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구상하였는
데, 그는 평가요소를 <표 5>와 같이 토론의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
로 나누어 제시하였다.72)

<표 5> 논쟁문제 구두토론에 대한 수행 기준표(Harris, 1996)

이에 더해서 그는 평가의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1점에서 5점 척
도의 루브릭을 작성하고, 척도의 신뢰도 보증을 위해서 복수의 평가자가 
75% 이상의 일치도를 보이도록 검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Harris의 
평가관은 쟁점 중심 사회과의 평가요소를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평가의 
영역을 다변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내용적 요소와 구분하여 
토론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정중함, 개방성과 같은 태도를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가치태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한 선행연구는 모두 교육평가 이론의 관점에서 쟁점 중심 사
회과를 바라본 것으로서, 예컨대 수행평가와 같은 기존의 평가방식을 어떻

72) Harris (1996). Assessing Discussions on Public Issues. Handbook on
Teaching Social Issues, NCSS Bulletin 93, 289-297.

내용적 요소 절차적 요소

수행 기준

1) 쟁점의 제시와 규명2) 근원적 지식(foundational knowledge)의 활용3) 설명, 이유, 증거를 통한 주장의 정교화4) 주장이나 정의의 명확화: 5) 가치 또는 가치갈등의 인식6) 유추의 사용

1) 다른 사람의 기여에 대한 적극적 수용2) 타인의 주장에 대한 인지와 반응3) 주장의 적절성에 대한 조정과 정중한 지적4) 합의점과 불일치점에 대한 요약제시



- 91 -

게 사회과교육에 접목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였다. 한편 이홍열・손병노
(2008)는 이와는 반대 입장에서, 먼저 쟁점 중심 사회과의 목표와 지향점
으로부터 평가관을 도출하는 접근을 취하였다. 이는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
라는 관점에서 평가의 내용을 쟁점 중심 사회과가 지향하는 시민성과 긴
밀하게 결부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쟁점 
중심 사회과 패러다임 속 대표적인 논쟁문제 모형 세 가지를 비교하여 각
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시민상으로부터 그에 적합한 평가관을 도출하였
다. 각각의 평가관에서 민주적 가치태도와 관련한 평가의 내용과 방법, 각 
평가관의 한계를 <표 6>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쟁점중심 사회과 평가관 비교(이홍열 외, 2008을 재구성)

각 평가관의 비교를 통해 이홍열 외(2008)는 특히 가치평가와 관
련된 딜레마를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쟁점 중심 사회과에서 민주적 가치
와 태도는 중요한 평가요소로 대두되지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
한 물음에는 많은 교육학자들이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Hunt&Metcalf는 객관식 척도를 사용한 태도측정을 통해 가치를 측정할 

Hunt & Metcalf
(1955)

Oliver & 
Shaver
(1966)

Ochoa & 
Becker
(2007)

가치평가의 
기준

쟁점에 대한 관심과 강한 
감정을 보인다면 가치가 
담긴 대답이라고 가정함

쟁점을 분석하는 
사고력을 통해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봄

가치를 직접 점수 
매겨서는 안 되고 
과정과 수행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

가치평가의 
방법

-논쟁 상황에서 보이는 
반성적 사유를 평가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가치평가가 가능
-객관식 신념척도를 통한 
선호도 조사
-Thurston척도, Likert척도 
등(태도의 강도 확인)

사회적 쟁점 분석 
검사
(SIAT 1~4 평가도구)
->토론 상황에서 각 
진술의 논리적 역할, 
근거를 분석하고 
구분하는 역량 측정

관찰평가, 일대일 
면담, 서면조사 등을 
통해 의사소통과 
협동 등의 참여 
능력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평가

한계 자기보고식 객관식 
평가이므로 대답에 담긴 
진실성이 의심됨

쟁점을 분석하고 
논변을 구성하는 
사고력과 민주적 
가치태도 간 
상관관계 부족

학생의 가치관을 
점수매기는 것의 
윤리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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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보고식 객관식 평가가 얼마나 진실된 태도를 담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Oliver & Shaver는 쟁점을 분석하고 논변을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치평가를 대신하려 하지만, 비판적 사
고력과 민주적 태도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성격의 역량이라는 점에서 가치
평가에 대한 문제회피로 보일 여지가 있다. Ochoa & Becker는 실제적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의 민주적 가치태도를 직접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하
나, 학생이 자유롭게 형성한 가치관에 점수를 매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으로써 객관타당한 평가의 가능여부를 모호하게 한다. 

본고의 평가척도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쟁점 중심 사회과에 관한 연구들은 학문의 구조와 사회
과학적 지식체계를 가르치는 기존의 학문 중심 사회과에 반박하여 민주주
의적 가치를 직접 실현하고 학생 스스로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적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보면 논쟁문제수업 또한 지적 분석능력만을 
기르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 쟁점을 맞닥뜨렸을 때 타자의 입
장을 하나의 견해로서 인정하고 민주적 해결을 모색하는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논쟁문제에서는 가치관을 직접 
다룬다는 특징 때문에, 어떻게 대화자들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들
을 한 데 아우를 수 있는 보편성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딜레마
가 존재하였다. 가치의 딜레마는 롤즈의 정의관이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최소원칙과 같은 절차적 합의로 충분한가? 아니면 주관적인 가치 영역을 
객관적인 '가치사실'로 치환하여 교육해야 하는가? 답을 무엇이라고 생각
하든간에, 논쟁문제수업을 다룸에 있어 이러한 가치 딜레마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평가의 영역을 포함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이며, 특정한 
태도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자유로운 가치관 형성
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는 않은가? 다양한 사회과교육학자들이 나름의 
평가관을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딜레마를 동시에 해결하는 평가도구를 찾
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성이라는 가치, 태
도 요소는 사회과에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목표이며 이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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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척도 개발은 어렵더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본고는 다음과 같은 측면

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평가의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과의 교육목표에 내한 논의를 위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연구의 궁극적 도착점은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는 단계이지만, 평
가의 대상이 되는 가치태도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없이는 제 아
무리 신뢰도와 타당도를 담보한 척도라 할지라도 쟁점 중심 사회과가 목
표로 하는 시민성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이홍열・손병노(2008)의 접근법을 차용하여, 수행평가나 토론평
가같은 기존의 평가도구를 변형,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쟁점중심 사회과의 
교육목표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도출할 것이다. 둘째, 본 연
구는 가치태도라는 정의적 영역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구상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기존 논쟁문제수업의 평가관에서는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결정
능력과 같은 인지적 영역의 평가요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적 분
석능력 위주의 평가는 쟁점 중심 사회과가 추구하는 가치태도 지향성을 
타당하게 평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치태도 평가기준의 부제는 예컨대 수
행평가 현장에서 교사가 어떤 학생이 '민주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채
점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교사로 하여금 태도평가에 소
극적이게 만든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실제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여 논쟁문제수업이 주는 교육적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이 본고에서 예상하는 연구의 의의이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절차

  1.1. 척도개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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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3요소 구성체계(인지-정서-행동) 이론에 기
반하여 평가척도의 하위항목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태도와 역량 등을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척도개발 연구는 관심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로부터 개발된 평가척도를 재구조화하고 요인분석 등으로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조규판・.주희진, 2013).73) 그러나 
본 연구에서 평가할 '절차적 가치태도'라는 개념은 연구자가 논쟁문제수업
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새롭게 고안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할 수 있
는 선행 척도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태도 개념의 구
성체계에 근거하여 항목을 도출할 수 있는 틀을 세운 후, 선행 이론연구에 
착안하여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요소 구성체계를 차용하는 데에 유의할 점은, 이 3가지 구성요소
가 모두 어디까지나 정의적 영역의 가치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한계지어
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3요소 구성체계의 '인지적 구성요소'의 경우 자칫
하면 논쟁문제에서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요인으로 잘못 이해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인지적 구성요소는 태도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작
용하는 인지적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논쟁문제수업의 인지적 학습목표
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선행 척도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절차적 가치태도의 정의, 
특징과 관련된  개념을 사용하는 선행 이론연구로부터 그 표현이나 주장
을 차용하여 구체적인 문항 표현으로 차용하였다. 비록 절차적 가치태도라
는 용어 자체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지만, 백지 상태에서 
창안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담지하는 의미 자체는 논쟁문제에 
대한 많은 선행 이론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어진 내용이다. 예컨대 두 번째 
가치태도인 '공감적 태도'의 경우 '공감능력' '배려척도' 등 유사한 내용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척도개발이 다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논쟁문제와 관련된 다른 척도로부터 내용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용, 보완하여 절차적 가치태도라는 개념에 적합
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73) 조규판・주희진(2013). 청소년용 배려척도 개발 및 타당도 연구. 사교개발,9(3),
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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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척도개발에 사용할 방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절차적 가치태도의 평가항목(주
체적, 공감적, 개방적 태도) 각각에 대한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로부터 그 
핵심적 요소를 측정하는 척도를 도출한다. 둘째, '공감능력', '개방성' 등 
다른 선행연구로부터 절차적 가치태도와 내용적으로 결을 같이하는 내용
을 판단하여 차용, 본 척도의 체계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셋째, 
논쟁문제수업이라는 형식에서 사용되는 다른 척도(예컨대 비판적 사고, 논
쟁성향 등)로부터 절차적 가치태도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
로 차용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1.2. 척도개발 절차

본 연구는 [그림 8]과 같이 4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각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쟁점 중심 사회과와 논쟁문제수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로부터 가치태도의 구성요인을 도출한다. 논쟁문제수업의 특징으로부터 주
체적 태도, 공감적 태도, 개방적 태도라는 세 가지 가치태도가 도출됨을 
확인하였으므로, 문헌연구를 통해 각각의 태도를 구성하는 복수의 하위요
인을 설정한다. 하위요인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태도의 
3요소 구성체계에 의거하여 기본적인 틀을 세우고, 각 요소에 부합하는 
가치태도의 내용을 인지, 정서, 행동 구성요소의 각 부분에 대응시켜 최종

[그림 7] 척도개발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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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그러한 요소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하위항목을 구성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구성한 하위항목별로 구체적인 문장표현을 

통해 예비평가문항을 개발한다. 평가문항 작성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조작
적 정의로부터 자체적으로 도출한 문항,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 중 
평가항목과 관련된 척도를 활용한 문항을 혼용하여 작성한다. 문항의 형식
은 이론적 배경의 II-4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된다. 그러나 적어도 본 연구의 범위에서 이 문항들은 
실제 학생들의 가치태도를 측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술할 
델파이 기법을 통해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
기 때문에, 문항의 내용 자체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항이 평가척도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3단계에서는 개발된 예비척도에 대한 타당도 검사를 시행한다. 타
당도 검증은 델파이 기법을 사용한 전문가 패널 질의를 통해 수행한다. 전
문가 집단에게 요청하여 예비척도가 가치태도와 얼마나 관련있는지에 대
한 응답을 받아내어 Lawshe의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과 의견합의도, 수렴도 등의 통계수치를 사용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할 때까지 평가문항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반복한다. 델파이 

[그림 8] 척도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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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은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 충분한 피드백을 거칠 수 있도록 설계한
다. 

4단계에서는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에 대한 수정을 가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가치태도 평가를 위한 최종 평가척도를 도출하여 
제시한다.

  1.3. 타당도 검증 절차: 델파이 기법

절차적 가치태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학생의 심리측정적 역량을 특
정한 척도로써 포착하여 측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역량모델
을 포착하고 개발하기 위한 자료수집 기법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 인터뷰)와 델파이 조사(Delphi Technique)를 들 수 
있다. FGI 기법의 경우 해당 개념과 관련된 우수 성과자 또는 연구 전문
가들을 모아 집단토의를 통해 해당 직무를 분석하고 필요한 역량을 추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진행자의 공정한 역할
과 질문기술이 중요하다. 반면 델파이 조사 방법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
로 특정 주제에 관한 일련의 설문들과 이전 응답으로부터 추론된 의견들
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재경, 2002).74) 이 
기법은 미리 목표를 향한 틀을 마련해 두고 이에 기반하여 많은 전문가들
의 전문적 의견을 진술 받아 문제를 정리해나감으로써 효율적으로 타당도
를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 중 델파이 조사 기법을 선택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로 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여 절차적 가치태도 
개념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연구자가 구상해낸 평가항목을 전문
가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한다는 취지에 더 부합하는 방식은 FGI보다는 
델파이 기법 쪽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델파이 조사는 여러 회차에 
거쳐 반복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이를 통해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의견의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평가의 타당도를 제고할 수 있

74) 이재경 (2002).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에 대한 고찰. 교육공학연구,
18(4), 25～56.



- 98 -

다. 또한 델파이 조사 기법에서는 전문가 패널들끼리 서로 만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설사 서로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연
구 주제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전문가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 일 없이 표현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Stewart et al., 1999).75)

델파이 기법의 실시 절차는 1) 전문가 선정, 2) 개략적 질문방향 
결정, 3) 1차 설문, 4) 설문결과에 따른 질문방향의 조정, 5) 2차 설문, 6) 
자료분석, 7) 결론도출의 순서로 진행된다(이재경, 2002). 델파이 조사 기
법을 사용한 척도개발은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의 거의 모든 부분이 전문
가의 의견에 의존하므로, 적절한 전문가 패널의 선정이 연구의 성패를 좌
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척도의 모든 부분을 최대한 다룰 수 있
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척도의 내용에 대한 
자문과 형식에 대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성격은 서로 다를 것
이다. 델파이 기법의 절차상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설문 횟
수의 선정이다. 조사 자문이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
이 상당한 정도로 일치할 때까지 여러 회차에 걸쳐 수정된 평가척도를 회
신하며 답변을 받기 때문에, 유의미한 척도 수정이 이루어지고 척도의 완
성도가 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때까지 반복적인 자문과 피드백을 거쳐야 
한다. 상황에 따라 3차 설문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연구와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1차 설문으로 마무리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2차 설문까
지 실시한 후 2차 설문 이후에도 충분한 타당도와 의견수렴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추가 3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2차 설문 이후 유의미한 
의견수렴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3차 조사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정식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최초로 구안된 예비척도
를 동료 연구자들과의 예비 논의를 통해 대략적인 수정을 거쳤다. 이후 후
술할 전문가 조건 및 역할에 부합하는 인물을 수소문하여 전문가 패널을 
섭외하였다. 섭외시에는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전문가를 패널로 

75) Stewart, J., O'Halloran, C., Harrigan, P., Spencer, J. A., Barton, J. R., &
Singleton, S. J. (1999). Identifying appropriate tasks for the preregistration
year: modified Delphi technique. British Medical Journal, 319(7204), 2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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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이유와 기준에 대해 밝히며, 논쟁문제수업과 절차적 가치태도 개념
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논쟁문제수업의 평가관에 대한 연
구자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전문가를 섭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이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전문가 집단에게 서면으로 설문지를 발송해 1
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절차적 가치태도와 세 가지 평가
항목에 대한 개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예비문항 척도 목록을 제시하여 
각 문항이 해당 항목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적절한지를 리커트 척도로 조
사한다. 또한 주관식 문항을 추가하여 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개방
형 설문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특정 문항이 다른 평가항
목에 포함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든지, 어떤 문항은 절차적 가치태도 평가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이 가능
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척도 수정을 한 후 2차 델파이 조사를 수
행하였다. 이전 조사에서 수집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요약적으로 제시
하고, 특히 의견합의도가 낮게 나타난 문항을 중심으로 수정 방향에 대해 
재질문함으로써 2차 설문을 마무리하였다.

2. 연구 대상

2.1. 연구 대상 선정 기준

상술한 바와 같이 델파이 조사 기법에서는 누가 해당 분야의 전문
가인지 선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대체로 전문가 패널의 수는 최소 10인 이상인 
것이 바람직함(노승용, 2006).76)

본 연구에서 전문가 패널의 선정은 이론적 정합성과 현장 실효성
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를 동수로 선정하였으
며, 그 중에서 이론 전문가는 사회과교육, 논쟁문제수업, 평가척도 개발과 

76) 노승용,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국토,
299, 53-6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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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전문가가 가급적 골고루 구성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해당 척도가 
논쟁문제수업이라는 사회과 모형과 평가척도라는 교육학적 기법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의 실용성 의의 측면에서, 본 척도는 
궁극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논쟁문제수업의 실제 평가에 사용하거
나 참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 논쟁문제수업을 수행하
는 사회과 교사가 연구자 못지 않은 비중으로 전문가 집단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장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델파이 조사 연구의 취지
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또한 되도
록 대학원에서 관련 전공분야를 학습한 교사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또한 
논쟁문제수업은 학교급을 막론하고 사회과교육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
는 연구분야이므로, 현장교사의 경우 초, 중, 고 학교급에서 근무하는 교
사를 균등하게 섭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전
문가 패널 섭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2.2. 연구 대상 선정 결과

위와 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표 8>과 같이 전문가 12명의 전문
가 패널을 섭외하였다. 섭외된 잔문가 패널은 박사학위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자, 강사로 이루어진 6명의 이론 전문가와 논쟁문제수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회과 교사로 이루어진 6명의 현장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었
으며, 이는 애초에 계획한 인원과 자격요건에 부합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전문가 패널 영역 인원 전문가 조건 및 역할

이론 
전문가 6

-조건: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사회과교육 및 
논쟁문제수업 관련 분야 연구 경력자 또는 
평가척도 개발 관련 연구 종사자

-역할: 절차적 가치태도 평가문항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현장
전문가 6

-조건: 초, 중,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회과 수업을 
담당중이거나 담당했던 교사 중 대학원에서 
사회과교육을 전공했거나 하고 있는 자 

-역할: 개발된 평가문항의 현장 적합도에 대한 의견

<표 7> 전문가 패널 영역 및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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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직접 서면 또는 전화연락을 통해 연구의 취지와 절차적 가치태
도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 후, 큰 틀에서 연구자의 연구 취지에 동의하는 
전문가 중에서 일정과 시간을 조율하여 척도개발에 대한 자문을 해 줄 수 
있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명단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구분 성명 소속 직위 학력 연구(교직)
경력 성별

이론 
전문가
(교수, 

연구원)

K교수 D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박사 10~15년 남

O연구원 K 교육평가연구기관 연구원 박사 10~15년 남

L연구원 K 교육평가연구기관 연구원 박사 10~15년 여

L박사 S대학교 사회교육과
연구원, 

강사
박사

20년

이상
남

K박사 D중학교
연구원, 

교사
박사 10~15년 여

H박사 J고등학교
연구원, 

교사
박사 10~15년 여

현장 
전문가
(현직 
교사)

L교사 H중학교
연구원, 

교사
박사
과정

5~10년 여

K교사 Y초등학교 교사 석사 5~10년 남

L교사 S고등학교 교사
석사
과정

5년

미만
여

J교사 S고등학교 교사
석사
과정

5년

미만
남

K교사 B중학교 교사
석사
수료

15~20년 남

L교사 S초등학교 교사
박사
과정 

5~10년 여

<표 8> 델파이 전문가 패널 집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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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방법

  3.1. 델파이 조사 결과의 내용타당도 비율(CVR) 분석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용전문가가 문항을 검토하
고 각 문항의 타당도를 판단한 결과를 취합하였다. 전문가 패널에게 각 문
항에 대해 그 문항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
하도록 요청한 다음, 전문가 타당도의 판단은 Lawshe가 제안한 내용타당
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사용하였다.  CVR은 다음의 식
에 의거하여 -1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이은현, 2021).77) 

(n = 전체 내용전문가 수, ne =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내용전문가 수)

구안된 문항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패널의 비율이 100%일 경우 
CVR은 1.00의 값을, 50% 이상일 때 양수, 50% 미만일 때 음수가 된다. 
또한 0.05 유의도 수준에서 내용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는 CVR의 
최소값은 전문가의 수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전문가 패널이 15명일 때 
CVR은 0.49 이상인 항목이어야 내용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Lawshe, 1975).78)

77) 이은현, <측정도구의 심리계량적 속성 1: 내용타당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7(1), 10-13, 2021.

78)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103 -

   3.2. 델파이 패널의 의견합의도와 수렴도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공유된 것으로서 수렴시키기 위해 복수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조사에서 나타난 의견합의도와 수렴도를 통
해 의견이 어느 정도로 합의되었는지를 판단한다. 

Mdn=중위수, Q1 = 제1사분위수(누적값 중 25%), 
Q3 = 제3사분위수 (누적값 중 75%)

합의도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경우 
제1사분위수와 제3사분위수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합의도는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의견합의도가 0.75 이상인 경우 합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수렴도의 경우 의견이 모두 한 점으로 모였을 때 0이 나오고 
편차가 클수록 그 값이 커지는 성질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렴도가 0에서 0.5 사이의 값을 나타낼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서은정, 2014).79)

IV. 자료 분석 및 연구 결과

1. 예비 평가척도 도출 

1.1. 예비 구성요인 도출

79) 서은정 (2014). 환경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과 인식론적 관점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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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평가항목으
로서 절차적 가치태도의 조작적 정의를 우선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
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절차적 가치태도는 주체적 태도, 공감적 태도, 
개방적 태도의 3가지로 도출하였으며, <표 9>와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
였다. 세 가지 절차적 가치태도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진 분류가 
아니라,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구안된 개념이다. 따라서 평가항목
의 이론적 근거를 논함에 있어서 각각의 태도를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뿐 
아니라 세 가지로 구분한 이론적 근거까지를 정당화하였다. 절차적 가치태
도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고찰은 II-3의 이론적 배경에서 충분히 검토하였
으므로, 이번 장에서는 평가항목 도출에 필요한 조작적 정의와 각각을 지
지하는 대표적인 선행연구 출처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이제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각각의 가치태도별로 하위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구성요인들은, 궁극적으로 개발된 척도 문
항을 통해 측정하려고 하는 평가항목으로서 기능한다. 즉 이러한 평가요소
들은 그대로 교사가 수행평가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의 절차적 가치태도를 

가치태도
평가요소

조작적 정의 이론적 근거

주체적 태도
스스로 형성한 신념과 가치관에 근거
하여 소신 있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
려는 태도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강압 금지 
원칙, 이해관계 인지 원칙
(심성보 외, 2018)
비판적 사고 성향 (조아미 외, 
2009)

공감적 태도

논쟁의 상대방을 동등한 가치형성의 
주체로 인정하고, 타인의 주장을 당사
자의 인식 기반과 함께 총체적으로 이
해하여 정서적으로 포용하려는 태도

포용적 정치교육 
(허영식・정창화・이윤복, 2021)

대화적 논증(현남숙, 2019)

개방적 태도

민주사회에 상존하는 대립과 긴장이 
가진 가치를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비판을 수용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의 
통합을 추구하는 태도

논쟁적 유연성
(Neer, 1994)
‘깨어져 열린 마음’
(Palmer, 2012)

<표 9> 평가항목으로서 절차적 가치태도의 조작적 정의와 그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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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는 데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평가요소의 
도출은 III-1.에서 검토하였던 척도개발의 근거 기준에 따라, 1) <표 9>의 
조작적 정의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평가요소, 2) 선행 평가척도 중 
내용적으로 절차적 가치태도와 연관되는 평가요소, 3) 논쟁문제수업에 선
행연구 중 절차적 가치태도와 내용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평가요소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더불어, 평가항목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구
성요인을 태도의 인지/정서/행동 3요소 구성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직하였다. 
즉 Rosenberg & Hovland(1960)의 정의에 따라 태도를 어느 대상에 대해 
나타나는 인지-정서-행동 경향으로 규정하고,80) 각각의 평가항목이 절차적 
가치태도의 인지/정서/행동요인 중 어떤 부분과 연관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척도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정서, 
행동, 인지의 다른 측면과 관계된다면 별개로 분리하여 다른 영여긍로 분류
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순전히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므
로, 델파이 전문가 패널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
겨두었다. 

    (1) 주체적 태도 구성요인

주체적 태도의 평가항목의 가장 직접적인 이론적 근거는 보이텔스바흐 제
1원칙인 강압 금지 원칙과 제3원칙인 이해관계 인지 원칙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인지적 측면에서 심성보 외(2018)는 특히 제3원칙인 이해관계 인
지 원칙이 학생이 논쟁의 주제를 자신과 별개로 존재하는 고립된 수업자
료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심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주체적 태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는 ‘학생을 정치
적 주체로 만드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1원칙인 강압 금지 원
칙은 자기관련성 있는 주제에 대하여 형성한 자신의 가치관이 교사 또는 
교재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된 내용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

80) Rosenberg, M. J., & Hovland, C. I. (1960).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 In M. J. Rosenberg, C. I. Hovland 
(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An Analysis of Consistency 
Among Attitude Componen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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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근거한 심성보 외(2018)의 주장은 인지적 측면에
서는 논쟁의 주제와 자신과의 관련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소신과 자신감으로, 행동적 측면에서는 실제로 그
러한 소신을 발휘할 수 있는 태도로 개념화된다.

허영식·이윤복(2021)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강압 금지 원칙에 더
불어 주체적 태도의 주요 요소로서 내러티브를 강조하였다. 주체성이란 학
생이 논쟁적인 주제에 대하여 피상적이고 액면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경험과 서사를 녹여낸 내러티브를 형성할 때 담보되는 것이
다. 그는 ‘정치적 성숙성이란 자신만의 고유한 내러티브를 형성하여 스스
로 생각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였다. 내러티브에 기
반하여 논쟁에 참여하는 학생은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으며, 이는 주
체적 태도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룬다. 이는 인지적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태도로, 정서, 행동적으로는 근거가 빈약하더라도 자신이 형
성한 의견을 소중히 하고 이를 자신감 있게 표출해내는 태도로 개념화된
다.

한편 조아미 외(2009), 김기헌 외(2009)는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보고서에서 청소년의 주체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핵심역
량의 일부로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들었다. 비판적 사고란 
다른 주장을 접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와 관점을 따져 보는 지적 능력 내지는 그러한 사고를 하
려는 정향으로서, 가치태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판적 사고를 발휘하려는 
성향은 주체적 태도를 방해하는 강압이나 주입, 교화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한다. 조아미(2009)는 비판적 사고성향의 구성요인으로 진실추구
성, 개방성, 탐구성, 객관성, 체계성, 자기 신뢰성을 들었다. 이러한 선행 
척도들을 주체적 태도의 인지, 정서, 행동 영역에 접목하였을 때, 이는 무
엇보다도 타인의 주장에 대해 숙고하고 그 근거를 따져 보려는 인지적 영
역의 성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문헌 연구로부터 주체적 태도에 대한 태도영역별 구성 요
인을 구안하고 개념화하였다. 인지적 영역은 주체적 태도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과 그것을 해설한 선행 연구로부터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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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안하여 각각 ‘자기관련성 인지’와 ‘비판적 사고성향’이라고 명명하였
다. 정서적 영역은 가치태도의 조작적 정의로부터 유도된 정서적 태도에 
상술한 선행연구를 접목하여 1가지로 구안하였고 ‘자신감’으로 명명하였
다. 행동 요인은 인지, 정서로부터 이어지는 가치태도로서 그것들이 얼마
나 잘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고, 수업상황임
을 고려하여 수업에 대한 참여도 일반에 대한 선행척도를 논쟁문제수업에 
맞게 재구조화하여 반영하였다. 행동 영역의 구성요인은 ‘자기 주장’으로 
명명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주체적 태도의 4가지 구성요인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2) 공감적 태도 구성요인

공감적 태도는 논쟁이 일방향적 논증이 아니라 상호 대화가 되도
록 하기 위한 가치태도로서,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경청을 넘어 상대방이 

태도 
영역

구성 
요인

정의 도출 근거 비고

인지 

자기관련
성 

인지

논쟁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쟁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태도

심성보 외 
(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학습자 
이해관계 인지 
원칙

허영식・이윤복
(2021)

비판적 
사고 
성향

다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근거를 따져 보는 태도

조아미 
외(2009)

논쟁문제수업 
평가역량 중 
가치태도 관련 
요소

정서 자신감

자신이 숙고하여 형성한 의견을 
긍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

심성보 
외(2018)

조작적 
정의로부터 
도출

허영식・이윤복
(2021)

행동
자기 
주장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표출하려는 행동적 태도

허영식・이윤복
(2021)

논쟁문제수업 
평가역량 중 
가치태도 관련 
요소

<표 10> 주체적 태도 평가항목의 구성요인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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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를 당사자의 기반 경험과 배경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하려 하는 태도이다. 이는 특히 정서적 요인에 의지하는 바가 큰 것으
로, 공감 일반에 대한 척도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되어 온 바 있다. 
김윤희·김진숙(2017)은 균형정서 공감척도의 개발과 타당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감의 정서적 측면에 주목하였다.81) 그들은 인지, 정서, 행동의 3구
성요소 모델에 입각하여 인지(역할수용, 감정파악), 정서(감정공명, 대리감
정), 행동(진솔성, 경청)으로 구분되는 6개 구성요인을 도출하여 척도화하
였다. 특히 공감의 인지적 요소로서 역할 수용, 즉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
여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장은주(2018)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역할수용의 중요성을 시민교
육적 맥락에서 강조하였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처지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다중관점’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제2원칙인 논쟁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측면으로서 강조하였다. 이러한 다중관점은 일차적으로는 인지적 영역의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배움이 ‘적극적이고, 개인적이며, 인지적 차원뿐만 
아니라 감정적 차원을 포함하는 종합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함
으로써(p.135) 공감적 태도의 정서적 측면에도 다중관점적 함의가 들어있
음을 알 수 있다.

공감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척도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닌, 절차적 가치
태도 고유의 영역으로서 공감적 태도의 구성요인은 포용적 정치교육 패러
다임 하에서 허영식(2017; 2021)의 생활세계적 접근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그는 정치교육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을 포용하는 생활세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서적 선행경험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치적 논쟁에 있어 타자의 주장을 타자와 분리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세계적 맥락, 경험을 반영하여 총체적으
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의 주장을 정서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영역, 나아가 그러한 정서를 상대를 실제로 포용하는 행동
으로 보인다는 행동적 영역으로도 반영될 수 있다. 

공감적 태도의 행동적 영역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구성요인
은 현남숙 외(2019)의 대화적 논증 개념에서 도출할 수 있다. 대화적 논증

81) 김윤희・김진숙(2017). 공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8(5), 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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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방향적 설득과 논파가 아니라 논증의 관계성을 지향하고 상대의 기
분을 살펴 논쟁에 반영하는 행동적 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이 행동으로 표현된다면 이처럼 관
계성을 지향한 대화적 논증의 형식으로 논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관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공감적 태도의 구성요인을 총 4가지로 도
출하여 <표 11>와 같이 제시하였다. 인지적 영역의 경우 보이텔스바흐 합
의의 제2원칙인 논쟁성 재현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다중관점 개념으로부
터 1가지를 도출하고, 정서 영역에서는 포용적 정치교육에 입각한 타자 
이해 태도를 ‘포용성’으로, 그러한 이해를 위해 요구되는 감정 파악 역량
을 ‘감수성’ 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행동 영역에서는 상술한 현남숙 외
(2019)의 대화적 논증 개념에 착안하여 조작적 정의로부터 ‘배려적 행동’
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총 3영역에서 4개의 구성 요인이 도출되었다.

(3) 개방적 태도 구성요인

본 연구에서 규정한 개방적 태도는 대랍과 긴장이 가진 긍정적 가

태도 
영역

구성 
요인

정의 도출 근거 비고

인지 다중관점
자신만의 관점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역지사지의 자세

장은주(2018)
김윤희·김진숙

(2017)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논쟁성 

재현 원칙

정서

포용성
다양한 가치관을 포용할 수 있는 
정서를 형성하는 것

허영식 
외(2017; 

2021)

조작적 
정의로부터 

도출

감수성
타인의 정서를 파악하고, 타인의 
주장을 그 사람의 정서적 선행경험과 
연관 지어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김윤희・김진숙
(2017)

논쟁문제수업 
평가역량 중 

가치태도 관련 
요소

행동 배려적 
행동

일방적 논증보다는 관계적, 대화적 
맥락을 지향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펴 논쟁에 반영하는 행동적 태도

현남숙·김영진(
2019)

조작적 
정의로부터 

도출

<표 11> 공감적 태도 평가항목의 구성요인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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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이해하고, 갈등을 통합하여 더 높은 차원의 해결을 모색하는 열린 마
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상
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흔히 바람직한 논쟁의 태도로 받아들여지는 ‘개
방성’의 일반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개방성 
또한 절차적 가치태도로서의 개방적 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
다. 강태완·장해순(2003)은 토론능력 척도 중 하나인 개방성을 ‘다양한 관
점을 포용하는 열린 자세’로 규정하고, 그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
였다. 반대 관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유연성,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신
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자기조정능력, 주관적 편견에서 벗어나려는 열
린 마음 등이 그것이다. 이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 성향과도 
같은 것으로, 논쟁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게 있
을 수 있는 오류나 편견을 변화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함을 함축한다. 

상술한 자기비판적인 태도, 자신의 의견이 틀릴 수 있음을 인지하
는 태도가 자신에 대한 개방성이었다면, 절차적 가치태도로 확장되는 개방
적 태도란 타자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Palmer(2012)는 이
를 ‘부서져 열린 마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갈등을 받아들이고 고차
원적인 통합의 원동력으로 삼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는 인지적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든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낯선 이들로
부터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
순으로 가득한 삶, 그러니까 상이한 가치관이 대립하는 논쟁의 장에서 타
자에 대한 마음의 확장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
는 마음의 습관을 강조하였다. 이는 개방적 태도의 행동적 영역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팔머의 개념에 따르면 부서져 열린 마음의 습관으
로써 개방적 태도를 함양한 학습자는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자택
일보다는 상호이해에 기반한 의견 통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Neer(1994)는 개방적 태도의 한 요소를 구성할 수 있는 ‘논
쟁적 유연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데 있어 개
방적이고 적응적인 논쟁방식을 보이는 태도’로 개념화되는데, 논쟁적 유연
성을 갖춘 대화자는 인지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관점에 입각하여 다른 의
견을 분석할 수 있고, 타인의 견해 뒤에 숨은 추론과정을 이해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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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여러 관점을 탐색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개방성의 일반적 의미를 고려한 절차적 가치태도로서 개방적 태도
의 구성요인을 다음의 네 가지로 도출하였다. 인지적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개방성의 의미를 포함하는 구성요인을 구안하여 ‘자기 객관화’, Palmer의 
‘깨어져 열린 마음’을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갈등 수용성’으로 각각 명명
하였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Neer의 논쟁적 유연성 개념을, 행동 차원에서
는 상술한 인지, 정서적 내용을 행동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갈등 
통합’이라 명명한 요인으로 구상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1.2. 델파이 분석 도구 개발

도출된 평가항목의 구성요인을 토대로 델파이 분석 도구인 예비 평가척도
를 개발하였다. 각각의 구성요인별로 3문항에서 4문항 정도의 문장표현을 
통해 논쟁문제수업의 평가 상황에서 학생의 자기보고식 평가문항으로 기
능할 수 있는 문항을 작성하였다. 문장표현은 각 구성요인의 정의 속 핵심
개념을 문장화하거나, 관련된 선행연구의 척도를 차용하는 경우에는 문장
표현을 다듬어 인지, 정서, 행동표현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였다. 

태도 구성 
요인

정의 도출 근거 비고

인지 

자기 
객관화

자신의 의견이 때로 잘못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기 비판적 태도

강태완·장
해순(200

3)

논쟁문제수
업 평가역량 
중 가치태도 
관련 요소

갈등 
수용성

의견차이와 갈등이 민주주의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는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는 것

Palmer
(2012)

조작적 
정의로부터 

도출

정서 논쟁적 
유연성

낯선 타자와의 논쟁이 가져다주는 갈등과 긴장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Neer
(1994)

조작적 
정의로부터 

도출

행동 갈등 
통합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바탕으로, 양자택일보다는 합의를 지향하는 
행동적 태도

Palmer
(2012)

논쟁문제수
업 평가역량 
중 가치태도 
관련 요소

<표 12> 개방적 태도 평가항목의 구성요인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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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예비 평가척도는 <표 13>과 같으며, 델파이 검사도구로서 조직하
기 위해 각각의 문항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태도
요소

구성 
요인

문항

주체적 
태도

자기 
관련성 
인지

1-a. 나는 논쟁을 할 때 나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다.
1-b. 나는 논쟁에서 내가 정한 입장이 나에게 어떤 이득과 
손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1-c.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해석한다.

비판적 
사고 성향

2-a. 내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다,
2-b. 합당한 근거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2-c. 교사나 교과서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만 받아들인다. 

자신감

3-a. 다수의 의견에 쉽게 동조되는 편이다.
3-b. 나의 솔직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토론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하다.
3-c. 서투른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교사나 친구의 말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
3-d. 교사나 친구들이 나의 솔직한 주장에 반대할까봐 두렵다.

자기주장

4-a. 나는 논쟁에서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표현 한다.
4-b. 나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의견을 어려움 
없이 말한다.

4-c.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곧잘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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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적 
태도

다중관점

5-a. 다른 사람의 주장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음을 안다.
5-b.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
5-c. 내가 반대하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포용성

6-a.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나와 동등한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6-b. 어떤 사람의 주장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
6-c. 논쟁에는 이기는 것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

감수성

7-a. 말주변이 부족한 사람의 주장도 끈기 있게 경청한다. 
7-b. 나는 토론 중에 상대방의 감정이 드러나면 빠르게 
알아차린다.
7-c. 나는 상대방의 주장뿐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 
상태까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배려적 
행동

8-a. 나는 상대가 만족할 만큼 이야기할 때까지 끈기 있게 
경청한다.
8-b. 나는 나의 발언이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질지를 고려하여 
말한다.
8-c. 나는 논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남들을 독려한다.

개방적 
태도

자기 
객관화

9-a. 나는 내 의견도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9-b. 나는 토론할 때 내 의견에 대한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9-c.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도 분명 배울 점이 
있다.

갈등 
수용성

10-a. 우리 사회에서 논쟁과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0-b. 다양한 관점은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존중받아야 한다. 
10-c. 논쟁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논쟁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쟁적 
유연성

11-a.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상황은 낯설고 두렵다.
11-b. 논쟁에 대해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불안하다.
11-c. 내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토론의 진행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갈등 통합

12-a. 나는 다양한 견해를 조율하여 새로운 대안을 내려고 
노력한다.
12-b. 나는 섣불리 결론을 내기보다는 판단을 유보하고 대립되는 
주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2-c. 여러 가지 입장을 조율하는 것보다는 찬반투표로 논쟁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낫다.

<표 13> 델파이 검사 도구용 예비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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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파이 자료 수집 및 분석

2.1.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논쟁문제수업에서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
가의 필요성과 절차적 가치태도의 의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
으나, 절차적 가치태도의 구체적인 하위요소와 각 정의에 대해서는 척도의 
정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각 
요소의 정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 문항에 대한 자문 결과를 통해서
도 알 수 있었다. 전문가 패널들로부터 제시된 다양한 주관식 의견 가운데 
2인 이상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였거나, 1인의 의견이라도 연구자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관하여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반영 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기준 구성 측면에 있어서는, 태도를 인지-정서-행동의 
3구성요소로 세분화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었다. 특히 ‘인지’
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정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
를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애초에 연구의 목적이 
인지적 영역과 구분되는 정의적 영역의 평가척도를 개발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적 영역의 가치태도 하위요소로 다시 ‘인지’가 등장한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혼란으로 보였다.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 구상 및 척도개발 절차에서 반영하였던 태
도의 3구성요소 체계이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지/정의적 영역 구분상의 ‘인지’와 
가치태도의 하위 영역으로서 ‘인지적 영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구분이 필
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를 지적 분석능력, 논변능력과 관련된 것으
로서 가치태도와 별개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인 반면, 후자는 특정한 현상이
나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이해로서, 태도를 촉발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인
식을 의미한다는 점을 다시금 전문가 패널에게 주지시켰다. 요컨대 해당 
검사지의 ‘인지’ 영역은 ‘인식, 신념’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오
해를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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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성요인의 서술에 있어서는, 문장의 진술 방식을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하는 태도’, ‘~하는 성향’, ‘~하는 
것’ 등의 서술이 혼재되어 있어 인지/정서/행동 영역의 평가기준이 구분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었다. 이 의견을 반영하고, 몇 명의 전문
가 패널이 제안한 구분법을 사용하여 인지적 측면은 ‘~하게 생각, 인식, 
사고하는 태도’ 등의 의미로 한정하여 서술하고, 정서적 측면은 ‘~하게 느
끼는, 받아들이는 태도’ 등으로, 행동 영역은 ‘~하려는 성향, 행동적 태도’ 
등으로 서술하여 각각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셋째, 구체적인 척도문항 측면에 있어서는, 특정 구성요인의 측정
문항이 왜 그 구성요인으로 분류되었는지,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또한 문항별로 더 좋은 문장표
현을 제안해 주신 전문가 의견도 많이 있었으며, 이러한 수정 의견은 영역
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문항에서 골고루 나타났다. 모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기보다는, 동일한 문항에 대해 서로 다른 패널로부터 유사한 대안이 
2개 이상 제시된 경우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수정하기로 원칙을 잡고 가
능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수정의견을 반영하였다.

(1) 태도별 타당도 분석 결과: 주체적 태도 - 1차

구성요인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일반적 의견을 검토한 후에, 전문
가 패널이 5점 척도로 채점한 세부 평가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델파이 자료는 Excel 16.1버전 프로그램과 SPSS 25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요 기술통계값 및 내용타당도, 의견합의도 및 
의견수렴도 등의 통계수치를 계산하고 그 유의도를 검정하였다. 우선 주체
적 태도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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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 
태도
 문항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합의도 수렴도 CVR평균
(M)

표준
편차

(STD)

긍정률
(%)

중위수
(Mdn)

제1
사분위수

(Q1)

제3
사분위수

(Q3)

자기 
관련성 
인지

3.7 1.15 67 4 2.75 4.25 0.63 0.75 0.33
4.4 0.79 83 5 4 5 0.80* 0.50* 0.67*
3.8 1.27 67 4 2.75 5 0.44 1.13 0.33

비판적 
사고 
성향

3.5 1.38 67 4 2 4.25 0.44 1.13 0.33
4.7 0.49 100 5 4 5 0.80* 0.50* 1.00*
4.0 1.28 75 4.5 3.5 5 0.67 0.75 0.50

자신감

3.8 1.22 67 4 2.75 5 0.44 1.13 0.33
3.8 1.22 67 4 2.75 5 0.44 1.13 0.33
3.9 1.00 83 4 4 4.25 0.94* 0.13* 0.67*
4.3 1.06 75 5 3.75 5 0.75* 0.63 0.50

자기 
주장

4.8 0.45 100 5 4.75 5 0.95* 0.13* 1.00*
4.6 0.67 92 5 4 5 0.80* 0.50* 0.83*
4.0 0.95 75 4 3.75 5 0.69 0.63 0.50

<표 14> 주체적 태도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1차)
주1) 타당도 척도: 1-매우 부적합 2-부적합 3-보통 4-적합 5-매우 적합
주2) 긍정률은 전체 응답 중 4-적합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주3) 제1사분위수는 사분위 중 25%, 제3사분위수는 75%에 분포한 값을 의미함
주4) 합의도는 0.75 이상인 경우 합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서은정, 2014)
주5) 수렴도는 0~0.5 사이의 값이 나온 경우 긍정적인 값으로 판단함
주6) CVR은 패널이 12명인 경우 0.56 이상이면 타당함(Lawshe, 1975)

주체적 태도의 경우 타당도에 대한 평균은 전반적으로 3점 후반
대~4점 초반대의 값을 나타냈고, ‘자기 주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은 비교
적 높은 평균 타당도를 보인 반면 ‘자기 관련성 인지’와 ‘자신감’에서는 비
교적 낮게 나타났다. 중위수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4~5 사이의 값이 나타
났으며, 제1사분위수와 제3사분위수 사이의 구간을 의미하는 사분범위는 
‘자기 주장’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1.5 이상의 범위를 보였다. 

의견 합의도는 ‘자기 주장’ 영역을 제외하면 0.75 미만의 낮은 수
준을 보여 아직 전문가 사이 의견 합의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견 수렴도 또한 ‘자기 주장’ 영역 이외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수렴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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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전문가 패널 수는 12명이었으므로 CVR값이 0.56 이상
으로 나온 문항만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자기 주장’ 영역을 
제외하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문항만이 타당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2) 태도별 타당도 분석 결과: 공감적 태도 - 1차

공감적 태도 평가척도의 타당도 평균은 ‘포용성’ 영역을 제외하고 
4점 이상의 평균치를 나타냈다. 특히 ‘배려적 행동’ 영역에서는 모든 문항
이 4점 이상의 타당도를 보였고, 여타 영역에 대해서 한 개 문항씩이 평
균 타당도의 관점에서 보완의 대상이 되었다. 중위수 또한 ‘포용성’ 영역
과 ‘감수성’ 영역의 일부 문항을 제외하면 4~5 사이의 값을 보였으며, 제1 
사분위수와 제3사분위수 사이의 범위인 사분범위는 작게는 0.25, 크게는 

공감적 
태도
문항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합의도 수렴도 CVR평균
(M)

표준
편차

(STD)

긍정률
(%)

중위수
(Mdn)

제1
사분위수

(Q1)

제3
사분위수

(Q3)

다중
관점

4.5 0.90 92 5 4 5 0.80* 0.50* 0.83*

3.4 1.38 58 4 2 4.25 0.44 1.13 0.17

4.3 0.97 83 4.5 4 5 0.78* 0.50* 0.67*

포용성
4.6 0.90 92 5 4.75 5 0.95* 0.13* 0.83*

3.0 1.41 42 3 2 4 0.33 1.00 -0.17

3.8 1.27 67 4 2.75 5 0.44 1.13 0.33

감수성
3.2 1.19 42 3 2 4 0.33 1.00 -0.17

4.2 0.94 83 4 4 5 0.75* 0.50* 0.67*

4.5 0.90 92 5 4 5 0.80* 0.50* 0.83*

배려적 
행동

4.7 0.49 100 5 4 5 0.80* 0.50* 1.00*

4.5 0.67 92 5 4 5 0.80* 0.50* 0.83*

4.5 0.52 100 4.5 4 5 0.78* 0.50* 1.00*

<표 15> 공감적 태도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1차)
주1) 타당도 척도: 1-매우 부적합 2-부적합 3-보통 4-적합 5-매우 적합
주2) 긍정률은 전체 응답 중 4-적합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주3) 제1사분위수는 사분위 중 25%, 제3사분위수는 75%에 분포한 값을 의미함
주4) 합의도는 0.75 이상인 경우 합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서은정, 2014)
주5) 수렴도는 0~0.5 사이의 값이 나온 경우 긍정적인 값으로 판단함
주6) CVR은 패널이 12명인 경우 0.56 이상이면 타당함(Lawshe,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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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는 1~1.5 사이의 수치를 보였다.
의견 합의도는 ‘감수성’과 ‘배려적 행동’ 영역에서는 대부분 0.75 

이상의 수치를 보여 높은 합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합의도가 비교적 작게 
나타난 ‘다중관점’과 ‘포용성’의 경우, 특정 문항이 0.80과 0.95라는 높은 
의견 합의도를 보여 해당 문항을 중심으로 나머지 문항을 재편하여 합의
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의견 수렴도
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역시 ‘감수성’과 ‘배려적 행동’ 영역에서 
대부분의 전문가 패널의 의견이 대체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VR값이 0.56 이상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문항은 전체 12
문항 중 8문항으로서 앞서 주체적 태도 영역의 5문항에 비해 많은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수성’과 ‘배려적 행동’ 영역에서는 대부
분의 문항이 높은 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태도별 타당도 분석 결과: 개방적 태도 - 1차

개방적 
태도
문항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합의도 수렴도 CVR평균
(M)

표준
편차

(STD)

긍정률
(%)

중위수
(Mdn)

제1
사분위수

(Q1)

제3
사분위수

(Q3)

자기 
객관화

4.8 0.45 100 5 4.75 5 0.95* 0.13* 1.00*

4.5 0.90 92 5 4 5 0.80* 0.50* 0.83*

4.3 0.98 83 5 4 5 0.80* 0.50* 0.67*

갈등 
수용성

4.1 1.16 75 4.5 3.75 5 0.72 0.63 0.50

3.3 1.23 58 4 2 4 0.50 1.00 0.17

4.8 0.45 100 5 4.75 5 0.95* 0.13* 1.00*

논쟁적 
유연성

4.7 0.49 100 5 4 5 0.80* 0.50* 1.00*

4.3 0.65 92 4 4 5 0.75* 0.50* 0.83*

3.0 1.35 42 2.5 2 4 0.20 1.00 -0.17

갈등 
통합

4.9 0.29 100 5 5 5 1.00* 0.00* 1.00*

4.2 1.19 75 5 3.75 5 0.75* 0.63 0.50

4.2 1.19 75 5 3.75 5 0.75* 0.63 0.50

<표 16> 개방적 태도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1차)
주1) 타당도 척도: 1-매우 부적합 2-부적합 3-보통 4-적합 5-매우 적합
주2) 긍정률은 전체 응답 중 4-적합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주3) 제1사분위수는 사분위 중 25%, 제3사분위수는 75%에 분포한 값을 의미함
주4) 합의도는 0.75 이상인 경우 합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서은정, 2014)
주5) 수렴도는 0~0.5 사이의 값이 나온 경우 긍정적인 값으로 판단함
주6) CVR은 패널이 12명인 경우 0.56 이상이면 타당함(Lawshe,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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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 태도의 타당성 평균점수의 경우 ‘논쟁정 유연성’과 ‘갈등 
수용성’ 영역의 한 문항씩을 제외하고 모두 4점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자기 객관화’ 영역과 ‘갈등 통합’ 영역의 경우 4점 중반대의 높은 평균값
을 보여 대체로 타당도가 높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위수는 ‘논쟁적 유연성’ 영역의 1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4점 
이상의 점수대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사분위수와 제3사분위
수 사이 범위인 사분범위는 0.25에서 1 사이의 좁은 값으로 나타났으나, 
‘갈등 수용성’ 영역과 ‘논쟁적 유연성’의 일부 문항은 2의 범위를 보였다.

의견 합의도는 ‘자기 객관화’ 영역과 ‘갈등 통합’ 영역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이 합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 않은 영역인 ‘갈등
수용성’과 ‘논쟁적 유연성’ 영역에 대해서도, 타당도가 낮게 나타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이 높은 타당도를 보였으므로 해당 문항을 중심으로 
타당도가 낮은 문항을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의견 수렴도
의 경우 ‘자기 객관화’ 영역에서만 모든 문항이 긍정적인 값으로 나타났으
며, ‘갈등 통합’ 영역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의견 합의도가 유의미하게 나
타난 것에 비해 의견이 한 쪽으로 수렴하는 경향인 의견 수렴도 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CVR값이 0.56 이상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은 전체 
12문항 중 7문항이었다. 그렇지 않은 문항 중 대부분의 CVR값은 0.56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는 문항이었으나, 일부는 음수의 CVR값을 보이는 
것도 있어 큰 보완이 필요한 문항도 발견되었다.

2.2.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1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검토를 위한 질문지를 만들
었다. 2차 검토지 구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1차 검토에서 나왔던 전문
가 의견 및 수정 제안 내용을 반영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전
문가 패널이 제시해 준 다양한 의견 중 두 명 이상의 전문가가 공통적으
로 지적하였거나, 한 명의 전문가가 제기한 의견이더라도 연구자가 중요하
게 생각한 내용을 요약하여 2차 검토지에 반영하였다. 1차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평가항목 구성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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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요소

태도 
영역

구성요인 정의 

주체적 
태도

인지 

자기관련성 
인지

논쟁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쟁점과의 관련
성을 파악하려는 태도
논쟁 상황에서 쟁점과 자신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인
식하는 태도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인식

다른 의견 자신이나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근거를 따져 보는 태도
자신의 의견이 형성된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보는 태도

정서 자신감
자신이 숙고하여 형성한 의견을 긍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 
확신을 가지는 태도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가지는 
태도

행동 자기 주장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표출하려는 행동적 태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주장하려는 성향

공감적 
태도

인지 다중관점 자신만의 관점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정서
감수성 상대방의 정서를 파악하고, 주장을 그 사람의 정서적 선행경험과 

연관 지어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포용성
(삭제)

다양한 가치관을 포용할 수 있는 정서를 형성하는 것

행동

포용성
(신설)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 최대한 
경청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배려적 행동
일방적 논증보다는 관계적, 대화적 맥락을 지향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펴 논쟁에 반영하는 행동적 태도
나의 논증을 전개할 때 상대방의 기분과 정서를 살피고 
반영하려는 태도

개방적 
태도

인지 

자기 객관화
자신의 의견이 때로 잘못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기 비판적 태도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의견에 대해 고려하는 태도

갈등 수용성

갈등 긍정

의견 차이와 갈등이 민주주의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는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는 태도

정서
논쟁적 
유연성

갈등 수용성

낯선 타인과의 논쟁이 가져다주는 갈등과 긴장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

행동
갈등 통합

소통 지향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바탕으로, 
양자택일보다는 합의를 지향하는 행동적 태도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과 단절하지 않고, 소통을 지향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려는 행동적 태도

<표 17> 2차 전문가 검토지 평가항목 구성요인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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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구성요인의 표현을 체계
성 있게 수정하였으며 ‘포용성’ 항목의 경우 정서보다는 행동에 더 적합하
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영역을 이동하였다. 그러나 주체적, 공감적, 개방
적 태도 각각을 인지-정서-행동의 3 구성요소 체계로 구분한 대강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수정된 2차 평가항목 및 척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의 수는 1차에 
비해 적었으며, 전반적으로 타당도가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
다. 의견을 제시한 일부 전문가의 경우에도, 구성요소나 평가항목 자체에 
대한 수정요청보다는 어색한 문장표현이나 개별 문항에 대한 미세조정을 
건의하여 교실현장에서 학생들의 자기평가나 교사의 평가준거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의사항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몇몇 의견들은 여전히 
평가항목 구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남겼는데, 예를 들어 태도영역 내의 하
위문항 간 독립성 확보를 여전히 연구의 과제로서 제시하는 의견이 있었
다. 항목 간 겹치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요구되기
도 하였고, ‘자신감’이나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개발된 척도문항을 잘 대
표할 수 있는 용어인지에 대한 의견 제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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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도별 타당도 분석 결과: 주체적 태도 – 2차82)

주체적 
태도
문항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합의도 수렴도 CVR평균
(M)

표준
편차

(STD)

긍정률
(%)

중위수
(Mdn)

제1
사분위수

(Q1)

제3
사분위수

(Q3)

자기 
관련성 
인지

4.5 0.52 100 4.5 4 5 0.78* 0.50* 1.00*

4.5 0.67 92 5 4 5 0.80* 0.50* 0.83*

3.9 1.16 67 4 3 5 0.50 1.00 0.33

비판적 
인식

4.4 0.51 100 4 4 5 0.75* 0.50* 1.00*

4.5 0.90 92 5 4 5 0.80* 0.50* 0.83*

4.6 0.67 92 5 4 5 0.80* 0.50* 0.83*

자신감

4.7 0.49 100 5 4 5 0.80* 0.50* 1.00*

4.3 1.14 83 5 4 5 0.80* 0.50* 0.67*

4.3 0.65 92 4 4 5 0.75* 0.50* 0.83*

3.3 1.15 50 3.5 2 4 0.43 1.00 0.00

자기 
주장

4.7 0.49 100 5 4 5 0.80* 0.50* 1.00*

4.6 0.51 100 5 4 5 0.80* 0.50* 1.00*

4.2 0.72 83 4 4 5 0.75* 0.50* 0.67*

<표 18> 주체적 태도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2차)
주1) 타당도 척도: 1-매우 부적합 2-부적합 3-보통 4-적합 5-매우 적합
주2) 긍정률은 전체 응답 중 4-적합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주3) 제1사분위수는 사분위 중 25%, 제3사분위수는 75%에 분포한 값을 의미함
주4) 합의도는 0.75 이상인 경우 합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서은정, 2014)
주5) 수렴도는 0~0.5 사이의 값이 나온 경우 긍정적인 값으로 판단함
주6) CVR은 패널이 12명인 경우 0.56 이상이면 타당함(Lawshe, 1975)

주체적 태도의 경우 타당도에 대한 평균은 전반적으로 4점 초중반
대의 값을 보이며 1차 검토에 비해 평균 0.5 정도 상승하였다, ‘자기 주
장’과 ‘비판적 인식’은 비교적 높은 평균 타당도를 보인 반면 ‘자기 관련성 
인지’와 ‘자신감’에서는 여전히 0.56보다 낮은 타당도를 보이는 문항이 일

82) 빨간 색으로 표시한 문항은 2차 검토에서도 CVR값이 0.56 미만으로 나타난

문항을 의미하며, 이는 최종 척도 도출에 있어 수정, 보완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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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발견되었다. 제1사분위수와 제3사분위수 사이의 구간을 의미하는 사분
범위는 두 문항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1의 범위를 보여 1차 검토에 비해 
사분범위 구간이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합의도는 두 문항을 제외하고 0.75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여 
1차 검토에 비하여 전문가 사이 의견 합의의 정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견 수렴도 또한 거의 모든 문항에서 0.5의 값으로 나타나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의 전문가 패널 수는 12명이었으므로 CVR값이 0.56 이상
으로 나온 문항만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1-c와 3-d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타당한 것으로 판별되어, 각 영역에서 하나씩의 문항
만이 타당하게 판별되었던 1차 검토와 비교했을 때 타당도가 상당히 제고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CVR값이 0.56을 넘기지 못한 두 문항
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특히 3-d 문항의 경우 0.00이라는 낮은 값을 
보여 문항 자체의 삭제 또는 전반적인 수정이 요구되었다. 

(2) 태도별 타당도 분석 결과: 공감적 태도 – 2차

공감적 
태도
문항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합의도 수렴도 CVR평균
(M)

표준
편차

(STD)

긍정률
(%)

중위수
(Mdn)

제1
사분위수

(Q1)

제3
사분위수

(Q3)

다중
관점

4.7 0.49 100 5 4 5 0.80* 0.50* 1.00*

4.3 0.78 83 4.5 4 5 0.78* 0.50* 0.67*

4.5 0.67 92 5 4 5 0.80* 0.50*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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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적 태도의 경우 평가항목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한 경우도 있
고, ‘감수성’. ‘포용성’ 항목에 신설된 문항이 있기 때문에 1차 검토와 일
대일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정된 문항이 전반적으로 수정 
전 문항에 비해 높은 타당도를 보이므로 2차 검토지 자체로만 보아도 의
미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타당도 평균은 전반적으로 4점 중후
반대의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1차 검토와 마찬가지고 ‘배려적 행동’ 영역
에서 가장 높은 타당도가 나타났다. 모든 문항의 중위수가 4 아래로 떨어
지지 않았으며 사분범위도 1개 문항을 제외하면 1 이하의 구간을 보였다.

의견 합의도는 1개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합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의견 수렴도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값을 보여 특히 공
감적 태도 영역에서 전문가 패널의 의견 합의 및 수렴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VR값이 0.56 이상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 문항은 전체 12문항 중 10문항으로서 앞서 1차 검토에 비해 문항타당
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감수성
4.0 0.85 67 4 3 5 0.50 1.00* 0.33

4.1 0.90 83 4 4 5 0.75* 0.50* 0.67*

4.6 0.51 100 5 4 5 0.80* 0.50* 1.00*

포용성
3.8 1.22 75 4 3.75 4.25 0.88* 0.25* 0.50

4.3 0.89 92 4.5 4 5 0.78* 0.50* 0.83*

4.7 0.49 100 5 4 5 0.80* 0.50* 1.00*

배려적 
행동

4.7 0.49 100 5 4 5 0.80* 0.50* 1.00*

4.7 0.49 100 5 4 5 0.80* 0.50* 1.00*

4.5 0.52 100 4.5 4 5 0.78* 0.50* 1.00*

<표 19> 공감적 태도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2차)
주1) 타당도 척도: 1-매우 부적합 2-부적합 3-보통 4-적합 5-매우 적합
주2) 긍정률은 전체 응답 중 4-적합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주3) 제1사분위수는 사분위 중 25%, 제3사분위수는 75%에 분포한 값을 의미함
주4) 합의도는 0.75 이상인 경우 합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서은정, 2014)
주5) 수렴도는 0~0.5 사이의 값이 나온 경우 긍정적인 값으로 판단함
주6) CVR은 패널이 12명인 경우 0.56 이상이면 타당함(Lawshe,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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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도별 타당도 분석 결과: 개방적 태도 – 2차

개방적 
태도
문항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합의도 수렴도 CVR평균
(M)

표준
편차

(STD)

긍정률
(%)

중위수
(Mdn)

제1
사분위수

(Q1)

제3
사분위수

(Q3)

자기 
객관화

4.8 0.45 100 5 4.75 5 0.95* 0.13* 1.00*

4.6 0.67 92 5 4 5 0.80* 0.50* 0.83*

4.5 0.90 92 5 4 5 0.80* 0.50* 0.83*

갈등 
긍정

4.4 0.67 92 4.5 4 5 0.78* 0.50* 0.83*

4.5 0.52 100 4.5 4 5 0.78* 0.50* 1.00*

4.7 0.49 100 5 4 5 0.80* 0.50* 1.00*

갈등
수용성

4.7 0.49 100 5 4 5 0.80* 0.50* 1.00*

4.5 0.52 100 4.5 4 5 0.78* 0.50* 1.00*

3.7 0.78 67 4 3 4 0.75* 0.50* 0.33

갈등 
통합

4.9 0.29 100 5 5 5 1.00* 0.00* 1.00*

4.7 0.49 100 5 4 5 0.80* 0.50* 1.00*

4.7 0.49 100 5 4 5 0.80* 0.50* 1.00*

<표 20> 개방적 태도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2차)
주1) 타당도 척도: 1-매우 부적합 2-부적합 3-보통 4-적합 5-매우 적합
주2) 긍정률은 전체 응답 중 4-적합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주3) 제1사분위수는 사분위 중 25%, 제3사분위수는 75%에 분포한 값을 의미함
주4) 합의도는 0.75 이상인 경우 합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서은정, 2014)
주5) 수렴도는 0~0.5 사이의 값이 나온 경우 긍정적인 값으로 판단함
주6) CVR은 패널이 12명인 경우 0.56 이상이면 타당함(Lawshe, 1975)

개방적 태도의 타당성 평균점수의 경우 수정된‘갈등 수용성’ 영역
의 한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4점 중후반의 값을 나타냈다. 중위수 또한 
한 문항을 제외하면 모든 문항에서 4.5점 이상의 점수대에 형성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제1사분위수와 제3사분위수 사이 범위인 사분범위는 0.25
에서 1 사이의 좁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1차 검토에서 일부 영역에서 2의 
범위를 보이던 것이 1 이하의 범위로 줄어들었다. 

의견 합의도와 수렴도는 모든 문항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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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영역에서 낮게 나타났던 1차 검토에 비해 합의도와 수렴도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CVR값이 0.56 이상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은 전체 12문항 중 1문항으로 7문항에 그쳤던 1차 검토에 
비해 타당도가 크게 제고된 모습을 보였다. 1차 검토에서 CVR값이 음수
로 나타난 문항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방적 태도 영역의 문항이 전
반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최종 평가척도 도출

2차에 걸쳐 이루어진 전문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세 종류의 절차
적 가치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최종 평가척도를 도출하였다. 태도별로 5개 
내외 문항에서 낮은 수렴도와 합의도, CVR 값을 보였던 1차 검토와 달리, 
2차 검토결과는 항목별로 1~2개의 문항만이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이를 통해 1차 전문가 검토의 피드백을 반영, 수정한 2차 평가척도
에서 타당도 문제가 상당 수준 보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문항이 존재하였는
데, 그 중 일부 문항은 2차 검토지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문항에 대한 수정, 보완 및 타당도 제고 작업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높인다는 본 연구의 당초 목적을 고려하
여, 2차 검사 후에도 CVR 값이 0.56보다 낮게 나타난 5개의 문항을 관심 
문항으로서 별도 선별하여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관심 문항의 문장표현을 
1차 척도 검사지의 동일 문항이 있는 경우 전후를 비교하고, 신설된 문항
인 경우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였다. 선별된 관심 문항의 번호와 내용, 측
정하려는 항목과 2차 검토의 CVR값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차 검토에
서 신설된 문항인 경우 비고란에 별도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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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의 경우 수정 전의 1차 검토지 문항인 “나는 다른 사람의 의
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해석한다”의 
경우와 동일한 CVR값으로서 0.33을 나타낸 문항이다. 이 문항에 대해서
는 ‘여전히 자신과 쟁점의 관련성을 묻는 문항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는 것이 자기관련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등의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동일한 항목을 측정하
는 1-a(나는 논쟁을 할 때 나의 입장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다)와 1-b
(나는 논쟁에서 내가 정한 입장이 나에게 어떤 이득과 손해가 있는지를 파
악한다)가 각각 자신의 주장 인지와 이해관계 인지를 대표하는 질문인 점
을 고려하여, 1-c는 논쟁의 주제 자체가 자신과 지닌 관련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1-c를 “나는 토론 주
제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파악한다”로 수정하였다.

3-d는 관심문항 중 가장 낮은 내용타당도 수치를 보인 문항으로
서, 2차 검토지에 신설된 문항이라 비교 대상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감
보다는 포용성에 가까운 것 같다’, ‘이 문장만으로는 타고난 기질과 연구
자가 말하는 자신감을 구분하기 어렵다’ ‘반박을 듣기 불편해하는 것은 자
신감의 결여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등의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이
러한 의견들은 공통적으로 문항의 타당도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번호
문항 내용

(2차 검토지 기준)
측정 항목 CVR 비고

1-c
나는 나의 의견이 상대방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파악한다.

자기관련성

인지
0.33

3-d 상대방이 내 의견을 반박하고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듣기가 불편하다. 자신감 0.00 신설

6-a 나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쉽게 공감한다. 감수성 0.33 신설

7-a 나는 표현이 서툰 상대의 말도 전달하려는 마음을 
고려하여 관심 있게 듣는다. 포용성 0.50

11-c 지배적인 의견에 복종하는 상황이 여러 의견이 
갈등하는 상황보다 더 불편하게 느껴진다. 갈등수용성 0.33

<표 21> 2차 검토 결과 관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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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전문가별로 상이했는데, 공통된 수정 요인이 없이 여러 측면에
서 낮은 타당도 요인이 발견되는 문항이라고 판단되어 수정하기보다는 문
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전체 척도의 체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타당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3-d 문항은 최종 평
가척도에서 삭제하였다.

6-a는 3-d와 마찬가지로 2차 검토지에서 신설된 문항이었다.  
‘논쟁문제수업 수업을 상황을 상정한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함’, ‘인지적 공
감을 통해 감수성의 풍부함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등의 
전문가 의견이 있었는데, 문항에서 이야기하는 공감이 인지적 공감인지 정
서적 공감인지에 따라 문항의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비춰졌
다. 인지적 공감에 그친다면 이것이 타인의 기분과 정서를 받아들인다는 
감수성의 의미에 적절하지 않으나, 정서적 공감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적합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논쟁 상황에서의 정서
적 공감 정도를 측정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6-a를 “나는 토
론 중 드러나는 상대의 감정에 쉽게 공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7-a는 타당도 검증 기준인 0.56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관심 문
항 중 가장 높은 CVR 값은 보인 문항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전달하려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함’ ‘표현이 서툰 것은 의견이 잘못된 것으로 보
기도 어려우므로 포용성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임’ 과 같은 전문가 의
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전달하려는 마음’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
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수정하고, 표현이 서툰지의 여부보다는 의견차이
에 기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에 대한 포용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재편하였다. 이에 따라 7-a를 “나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전달하려는 의도를 고려하여 경청한다”로 수정하였다.

11-c는 수정 전의 1차 문항에서는 –0,17의 낮은 CVR값을 나타냈
던 문항으로, 이와 비교하면 2차 척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
전히 타당성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으로
는 ‘역배점을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임’, ‘지배적 의견에 복종한
다는 표현이 너무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 특정한 방향으로 대답을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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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보이기도 함’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문항표현이 
너무 길고, 부정형으로 질문함으로써 응답자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다는 점에서 지적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문장 표현을 깔끔하게 하고, 
표현을 순화하여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c는 “여러 의견이 갈
등하는 상황보다는 다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마음 편하다”로 수정하였다. 

관심 문항을 수정한 후 이를 반영한 평가척도를 다음과 같이 구상
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 및 수정 결과 최종적으로 3개의 절
차적 가치태도 평가요소, 12개의 평가항목, 36개의 평가 문항이 도출되었
다. 평가요소와 항목별 문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진한 글씨는 2차 검
토 이후 수정된 관심 문항).

태도
요소

구성 요인 문항

주체적 
태도

자기관련성 
인지

나는 논쟁을 할 때 나의 입장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다.

나는 논쟁에서 내가 정한 입장이 나에게 어떤 이득과 손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나는 토론 주제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비판적 
인식

나는 내 의견의 근거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한다.

나는 합당한 근거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교사나 교과서의 주장이라 해도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감

다수의 의견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따라야 할 것 같다고 
느낀다.

토론의 분위기를 해칠까봐 나의 솔직한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꺼려진다.

논쟁을 이어나가기보다는 교사나 친구의 말에 따르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

자기 주장

나는 논쟁에서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표현 한다.

나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의견을 말한다.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상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반박의 근거를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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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적 
태도

다중관점

나는 상대방의 주장도 나름의 근거에 따라 제시되고 있음을 
파악한다.

모든 일에는 관점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들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수성

나는 토론 중 드러나는 상대의 감정에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나는 토론 중에 상대방의 감정이 드러나면 빠르게 알아차린다.

나는 상대방의 주장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의 상태나 
변화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포용성

나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전달하려는 의
도를 고려하여 경청한다.
나는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나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정하려고 노력한다.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의 
발언권도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노력한다.

배려적 
행동

나는 상대가 만족할 만큼 이야기할 때까지 끈기 있게 경청한다.
나는 나의 발언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말한다.
나는 논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남들을 독려한다.

개방적 
태도

자기 
객관화

나는 내 의견도 언제든 반박당하거나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의견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본다.
나는 내 의견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생각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갈등 긍정

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과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양한 관점이 제기될수록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논쟁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논쟁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갈등 
수용성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상황은 낯설고 두렵다.
논쟁에 대해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불안하다.
여러 의견이 갈등하는 상황보다는 다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마
음 편하다.

소통 지향

나는 다양한 견해를 조율하여 새로운 대안을 내려고 노력한다.
나는 논쟁의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다 해도 가능한 많은 
의견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한다.
나는 다수의견 쪽에 있더라도 당장의 투표보다는 소수 입장을 
설득하고 통합하려고 노력한다.

<표 22> 절차적 가치태도 최종 평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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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우리는 왜 논쟁을 하는가? 사회적 공공문제의 쟁점은 항상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논쟁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논쟁을 공공적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필수적 절
차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논쟁문제를 교육한다는 것은 해결을 필요로 하
는 공공 쟁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근거를 따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자
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기를 의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논쟁문제수업의 의의는 의사결정 및 지적 분석능력에만 국
한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과 의사결
정이 논쟁의 목표이자 도착점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교육적, 특히 민주사
회의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교육의 측면에서 논쟁은 더욱 풍부한 의
미를 담아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논쟁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 이전에, 
다원적인 가치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경험을 체험함으로써 나와 다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통합해야 하
는지에 대한 해답을 학생 스스로 찾아가는 경험을 제공한다. 즉 논쟁이란 
적어도 교육적 맥락에서는, 공공문제라는 소재를 통해 나와 다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타자에 직면하고 갈등을 포용하며 대립과 불일치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체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실제로 달성하고 논쟁의 시민교육적 의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구체적으로 교실 수업 맥락에서 어떻게 그러한 경
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오랜 기간동안 입시를 위한 평
가 위주의 교육이 지배적인 교육관으로 자리잡아온 우리나라의 풍토 하에
서는, 논쟁적인 소재를 다루어야 한다는 정치적 민감성 문제와 더불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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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논쟁문제수업에서 과연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인지적 영역보다는 정의적 영역의 
가치, 태도 측면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론적 배경의 구성에 있어서
는 먼저 논쟁문제수업에 있어서 정의적 영역의 가치, 태도를 평가할 수 있
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평가척도
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논쟁성’의 의미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논쟁문제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는 지점과 합의할 수 없는 지점을 구분하여 평가의 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독일의 정치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
흐 합의의 세 가지 원칙, 그리고 존 롤스가 주장하였던 정치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가치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화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으로서 ‘중첩적 합의’의 개념을 주요한 개념틀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논쟁문제수업에서 가치와 관련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것’과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할 수 있었다. 전자에 해당하는 가치는 
자유로운 가치관 형성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자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 
등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표현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목적적 가치지향’이라
고 개념화하였다. 반면 후자는 논쟁의 절차와 관련된 가치태도이자 중첩적 
합의의 성격을 지니는 부분이다. 이는 논쟁의 참여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합의할 수 있는 태도의 영역으로서, 본 연구에서 ‘절차적 
가치태도’라고 개념화하였다. 목적적 가치지향에 대해 평가하고 점수를 매
기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일종의 강압과 교
화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절차적 가치태도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논쟁문제수업의 가치태도 평가척도는 절차
적 가치태도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나아가, 절차적 가치태도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 기능할 수 있
는 요소는 ‘주체적 태도’, ‘공감적 태도’, 그리고 ‘개방적 태도’의 세 가지
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소 각각은 논쟁성을 고려한 시민교육에 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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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으로부터 그 정당화 근거를 찾을 수 있었으며, 각 요소간의 논리적 정합
성은 논쟁문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었
다. 이후 구체적인 평가척도 개발로 연결 짓기 위해 세 가지 절차적 가치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태도별로 네 가지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하위
요인은 태도의 3요소 구성체계인 인지-정서-행동적 태도 중 하나로 분류
되었다.

각각의 구성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문장표현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하였고 총 37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예비 평가척도를 개발하였
다. 개발된 예비척도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쟁문제수업 및 사회과교
육 연구자, 현장 교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패널을 섭외하여 델파이 조
사(Delphi method)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총 2차에 걸쳐 진행되
었고, 각 조사에서는 구안된 예비문항이 평가기준으로서 절차적 가치태도
의 구성요소를 얼마나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수를 5점 척도
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수집된 델파이 응답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시행하여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및 의견합의도, 
수렴도를 계산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논쟁문제수업의 절차적 가치태도 문항을 보완하였다. 내용타당도 비율, 의
견합의도 수치에서 긍정적인 값을 나타낸 문항에 대해서는 문항의 타당성
을 확인하였고, 2차 설문 이후에도 부정적인 값을 나타낸 문항에 대해서
는 삭제 및 보완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36개의 척도문항이 개발되었다. 

2. 제언

본 연구는 정치적 민감성, 중립성을 이유로 기피되거나 심지어 금
기시되었던 논쟁문제 수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평가척
도를 개발하여, 학생의 가치관과 신념을 존중하면서 그 태도에 대해 평가
할 수 있는 척도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가치관 그 자체가 아닌 논쟁
을 대하는 태도를 평가하고, 그러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타당한 체계를 
갖추려는 시도의 하나로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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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보다 구체적인 가치태도 평가의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활발한 
후속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는 절차적 가치태도 개념의 정교화가 필요
하다. 절차적 가치태도는 논쟁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가지는 의견의 다양성
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중첩적 합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가치들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노
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주체적 태도, 공감적 태
도, 개방적 태도는 이러한 절차적 가치태도를 논의하기 위한 최소 합의점
으로서의 의의를 가질 뿐, 논의를 풍부화하거나 현실에 적용하여 교수학습 
방식으로 구상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둘째, 실제적 측면에서는 본 평가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절차적 가치태도 평가척도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전문가 패널에 의존하는 델파이 기법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절차적 가치태도의 개념구상 자체가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
황에서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도 이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최소한의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바
탕으로 하여, 예컨대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장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여 구
인타당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척도의 하위 구성요인을 
연구자의 이론적 배경뿐 아니라 양적 자료에 기반해 검증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셋째, 논쟁문제수업에서 인지적 영역에 대한 평가와 결부된 통합
적인 평가척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종의 대안적 평가척도
로서 정의적 영역의 가치태도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타당화하는 데에 그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이것이 인지적 영역의 평가가 올바르지 않다는 주
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지적 분석능력과 의사결정능력과 같
은 고차사고력은 논쟁문제수업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시민교육 일반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가치태도 평가척도는 인지적 영역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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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지적 영역의 평가항목이 본 연구의 평가항목과 배치되는 현상이 나
타날 수도 있다. 예컨대 비판적 사고와 논리, 논증의 관점에서는 권위에 
호소하거나 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금기시되지만, 절차적 가치태
도의 측면에서는 논쟁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서적으로 고려하여
야 하는데, 이 두 가지 평가요소간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거나 심지어 이율
배반적인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평가척도가 논쟁문제수업 평
가에 적확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지적 영역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평가척도의 개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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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델파이 전문가 검토지 (1차)

『논쟁문제수업 가치태도 평가를 위한 척도개발 연구』

예비문항 전문가 검토지 (1차)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대학원 일반사회교육 전공으로서 ‘논쟁문제수
업에서의 가치태도 영역 평가를 위한 척도개발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논문
을 작성하고 있는 권용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
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정의적 영역의 가치, 태도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
입니다. 본 전문가 검토지는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된 가치태도의 구성요인 및 
예비문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치태도의 구성요인 및 문항의 적합도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 서술 또는 점
수로 응답해 주시고, 문항에 대한 의견을 항목별로 적어주십시오. 의견 항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가치태도의 영역 및 구성요인에 관한 의견
  II. 측정문항의 적합도에 대한 채점 및 의견
  III. 종합의견

  작성하신 검토지는 이메일(*******@snu.ac.kr)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2차 전문가 검토를 이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검토지에서 작성하신 응답자님의 기본정보 및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 이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
면 010-****-****로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수료 권용진
지도교수 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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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O 연구 요약
  지금까지 사회과 논쟁문제수업 모형에서의 평가는 주로 지적 분석능력, 의사결
정 능력 능 인지적 영역을 위주로 개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치, 태도 등 정
의적 영역에서의 평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인지적 영역에 집중된 평가방식을 보
완함과 동시에 논쟁문제수업의 교육적 의미를 풍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과 문헌분석을 통해 ‘절차적 가치태도’라는 개념을 평가 
대상으로 도출하였다. 

O 절차적 가치태도의 의미

  

논쟁문제수업에서 평가의 대상으로 적합한 가치 태도는 ‘절차적 가치태도’라고 명
명하였다. 절차적 가치태도란 학생이 쟁점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도출된 일
종의 메타적 가치이다. 쟁점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가
치관 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을 평가한다면 학생에 대한 일종의 강압이 될 수 있
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논쟁문제수업의 가치태도 평가는 가치관 그 자체
가 아니라 가치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절차적 가치태
도를 측정함으로써 가능하다.

O 절차적 가치태도의 평가항목

 1) 주체적 태도: 스스로의 신념과 가치관에 근거하여 소신 있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려는 태도

 2) 공감적 태도: 타인의 주장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서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3) 개방적 태도: 대립과 갈등이 가진 긍정적 가치를 이해하고,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갈등을 포용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의 통합을 추구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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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적 정보

1. 성별:   ⓵ 남자 (    )   ⓶ 여자  (   )

2. 연령   ⓵ 20대   ⓶ 30대   ⓷ 40대   ⓸ 50대 이상

3. 사회과교육 관련 연구 경력(대학원 재학기간 포함)

⓵ 5년 미만  ⓶ 5년 이상 10년 미만  ⓷ 10년 이상 15년 미만  

⓸ 15년 이상 20년 미만  ⓹ 20년 이상

4. 최종 학력

⓵ 석사과정 또는 수료  ⓶ 석사졸업  ⓷ 박사과정 또는 수료  ⓸ 박사졸업 이상

5. 연구분야 

⓵ 전공(대학원 내 세부 전공): 

⓶ 연구 분야(학위논문 주제 등 관심 연구 분야를 간략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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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도출 결과

문헌연구 결과 각각의 절차적 가치태도에 대하여 다음의 구성요인을 도출하였습니다. 

(3가지 태도요소, 12개 구성요인)
태도 요소는 다시 인지, 정서, 행동적 영역으로 나뉘며, 12개의 구성요인은 이 세 가지 
영역 중 한 가지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구성요인은 교사 입장에서 학생의 논쟁문제수업 수행 내용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에 해당합니다. 

태도 
요소

태도 
영역

구성요인 정의 

주체적 
태도

인지 

자기관련성 
인지

논쟁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쟁점과의 관련
성을 파악하려는 태도

비판적 사고 
성향

다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근거를 따져 보는 태도

정서 자신감 자신이 숙고하여 형성한 의견을 긍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

행동 자기 주장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표출하려는 행동적 태도

공감적 
태도

인지 다중관점 자신만의 관점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역지사지의 자세

정서

포용성 다양한 가치관을 포용할 수 있는 정서를 형성하는 것

감수성
타인의 정서를 파악하고, 타인의 주장을 그 사람의 정서적 
선행경험과 연관 지어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행동 배려적 행동 일방적 논증보다는 관계적, 대화적 맥락을 지향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펴 논쟁에 반영하는 행동적 태도

개방적 
태도

인지 
자기 객관화 자신의 의견이 때로 잘못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기 비판적 태도

갈등 수용성 의견차이와 갈등이 민주주의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는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는 것

정서 논쟁적 
유연성

낯선 타자와의 논쟁이 가져다주는 갈등과 긴장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행동 갈등 통합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바탕으로, 
양자택일보다는 합의를 지향하는 행동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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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태도 영역 및 구성 요인에 대한 의견
앞 장에서 제시된 태도별 구성 요인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① 태도 요소와 그 하위 영역, 평가 기준 간 정합성
   (의견 예시: A 평가기준은 ‘인지’ 영역보다는 ‘행동’ 영역에 더 적합한 것 같다.)

② 평가기준과 그 정의에 대한 표현의 명확성

(의견 예시: “~~~~~”라는 정의는 A라는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 같다.)

③ 그 외 평가기준에 관한 보충 의견

※주체적/공감적/개방적 태도 요소 자체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전제하여 논
의에서 제외해 주시고, 하위 요인의 분류와 서술상 표현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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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측정문항의 적합도에 대한 채점 및 의견
  1) 각각의 구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 문항을 다음과 같이 개발했습니다. 
    학생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평가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① 제시된 평가 문항의 문장 표현들이 태도 요소의 정의(노란색 음영 부분)를 얼마나 

타당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적합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해 주시고, 
     (해당되는 점수 번호에 √표시 또는 음영처리 등으로 체크)
    ② 낮은 점수를 부여하신 경우 그 이유 또는 수정의견을 요인별로 작성해 주십시오.
(의견 예시: 1-a 문항은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논쟁문제수업에서의 절차적 가치태도 평가 예비척도>
태도 
요소

구성 
요인

문항 매우 
부적
합

부적
합

보통 적합 매우 
적합

주체
적

태도

자기 
관련성 
인지

논쟁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쟁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태도
1-a. 나는 논쟁을 할 때 나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1-b. 나는 논쟁에서 내가 정한 입장이 
나에게 어떤 이득과 손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⓵ ⓶ ⓷ ⓸ ⓹

1-c.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해석한다.

⓵ ⓶ ⓷ ⓸ ⓹

수정 
의견

비판적 
사고 
성향

다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근거를 따져 보는 태도

2-a. 내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다,

⓵ ⓶ ⓷ ⓸ ⓹

2-b. 합당한 근거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⓵ ⓶ ⓷ ⓸ ⓹

2-c. 교사나 교과서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만 받아들인다. 

⓵ ⓶ ⓷ ⓸ ⓹

수정 
의견

자신감

자신이 숙고하여 형성한 의견을 긍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

3-a. 다수의 의견에 쉽게 동조되는 편이다.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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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요소

구성 
요인

문항 매우 
부적
합

부적
합

보통 적합 매우 
적합

3-b. 나의 솔직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토론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하다.

⓵ ⓶ ⓷ ⓸ ⓹

3-c. 서투른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교사나 
친구의 말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

⓵ ⓶ ⓷ ⓸ ⓹

3-d. 교사나 친구들이 나의 솔직한 주장에 
반대할까봐 두렵다.

⓵ ⓶ ⓷ ⓸ ⓹

수정 
의견

자기주
장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표출하려는 행동적 태도

4-a. 나는 논쟁에서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표현 한다.

⓵ ⓶ ⓷ ⓸ ⓹

4-b. 나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의견을 어려움 없이 말한다.

⓵ ⓶ ⓷ ⓸ ⓹

4-c.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곧잘 반박한다.

⓵ ⓶ ⓷ ⓸ ⓹

수정 
의견

공감
적 

태도

다중관
점

자신만의 관점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역지사지의 자세

5-a. 다른 사람의 주장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음을 안다.

⓵ ⓶ ⓷ ⓸ ⓹

5-b.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

⓵ ⓶ ⓷ ⓸ ⓹

5-c. 내가 반대하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⓵ ⓶ ⓷ ⓸ ⓹

수정 
의견

포용성

다양한 가치관을 포용할 수 있는 정서를 형성하는 것

6-a.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나와 동등한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⓵ ⓶ ⓷ ⓸ ⓹

6-b. 어떤 사람의 주장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

⓵ ⓶ ⓷ ⓸ ⓹

6-c. 논쟁에는 이기는 것보다 상대방을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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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요소

구성 
요인

문항 매우 
부적
합

부적
합

보통 적합 매우 
적합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

수정 
의견

감수성

타인의 정서를 파악하고, 타인의 주장을 그 사람의 정서적 선행경험과 
연관 지어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7-a. 말주변이 부족한 사람의 주장도 끈기 
있게 경청한다. 

⓵ ⓶ ⓷ ⓸ ⓹

7-b. 나는 토론 중에 상대방의 감정이 
드러나면 빠르게 알아차린다.

⓵ ⓶ ⓷ ⓸ ⓹

7-c. 나는 상대방의 주장뿐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 상태까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⓵ ⓶ ⓷ ⓸ ⓹

수정 
의견

배려적 
행동

일방적 논증보다 관계적, 대화적 맥락을 지향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펴 
논쟁에 반영하는 행동적 태도

8-a. 나는 상대가 만족할 만큼 이야기할 
때까지 끈기 있게 경청한다.

⓵ ⓶ ⓷ ⓸ ⓹

8-b. 나는 나의 발언이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질지를 고려하여 말한다.

⓵ ⓶ ⓷ ⓸ ⓹

8-c. 나는 논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남들을 독려한다.

⓵ ⓶ ⓷ ⓸ ⓹

수정 
의견

개방
적 

태도

자기 
객관화

자신의 의견이 때로 잘못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기비판적 태도

9-a. 나는 내 의견도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⓵ ⓶ ⓷ ⓸ ⓹

9-b. 나는 토론할 때 내 의견에 대한 비판
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⓵ ⓶ ⓷ ⓸ ⓹

9-c.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도 분명 배울 점이 있다.

⓵ ⓶ ⓷ ⓸ ⓹

수정 
의견

갈등 의견 차이와 갈등이 민주주의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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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요소

구성 
요인

문항 매우 
부적
합

부적
합

보통 적합 매우 
적합

수용성

측면을 인식하는 것

10-a. 우리 사회에서 논쟁과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⓵ ⓶ ⓷ ⓸ ⓹

10-b. 다양한 관점은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존중받아야 한다. 

⓵ ⓶ ⓷ ⓸ ⓹

10-c. 논쟁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논쟁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⓵ ⓶ ⓷ ⓸ ⓹

수정 
의견

논쟁적 
유연성

낯선 타자와의 논쟁이 가져다주는 갈등과 긴장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11-a.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상황은 낯설고 두렵다.

⓵ ⓶ ⓷ ⓸ ⓹

11-b. 논쟁에 대해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불안하다.

⓵ ⓶ ⓷ ⓸ ⓹

11-c. 내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토론의 
진행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⓵ ⓶ ⓷ ⓸ ⓹

수정 
의견

갈등 
통합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바탕으로, 양자택일보다는 
합의를 지향하는 행동적 태도

12-a. 나는 다양한 견해를 조율하여 
새로운 대안을 내려고 노력한다.

⓵ ⓶ ⓷ ⓸ ⓹

12-b. 나는 섣불리 결론을 내기보다는 
판단을 유보하고 대립되는 주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⓵ ⓶ ⓷ ⓸ ⓹

12-c. 여러 가지 입장을 조율하는 
것보다는 찬반투표로 논쟁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낫다.

⓵ ⓶ ⓷ ⓸ ⓹

수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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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정 문항에 관련되지 않은, 예비 평가척도 전반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평가나 
검토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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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종합 의견

I번과 II번 설문과 관련성이 적어 응답하지 못했던 의견이나, 연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과 보충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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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델파이 전문가 검토지 (2차)
『논쟁문제수업 가치태도 평가를 위한 척도개발 연구』

예비문항 전문가 검토지 (2차)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 주시고 1차 검토지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 연구는 논쟁문제 수업에서 정의적 영역의 가치, 태도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1차 검토지를 통해 얻은 내용을 분석, 정

리하여, 전문가 패널 여러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2차 검토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수정 결과 3개의 절차적 가치태도의 평가를 인지, 정서, 행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는 큰 틀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일부

수정 및 신설하여 12개의 평가기준을 도출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설

명은 이어지는 장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검토지의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간소화하였습니다.

I. 측정문항의 적합도에 대한 2차 채점 및 의견 (5점 척도로 응답)

II. 종합 의견 (기타 피드백 내용에 대한 자유 서술형 응답)

작성하신 2차 검토지는 이메일(*******@snu.ac.kr)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본 검토지에 대한 응답으로써 전문가 자문 절차는 종료됩니다.

검토지에서 작성하신 응답자님의 기본정보 및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

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응답 기한 조율이 필요하거나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10-****-****로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수료 권용진

지도교수 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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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차 검사지 내용과 동일)

O 연구 요약

지금까지 사회과 논쟁문제수업 모형에서의 평가는 주로 지적 분석능력, 의사결

정 능력 능 인지적 영역을 위주로 개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치, 태도 등 정

의적 영역에서의 평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인지적 영역에 집중된 평가방식을 보

완함과 동시에 논쟁문제수업의 교육적 의미를 풍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과 문헌분석을 통해 ‘절차적 가치태도’라는 개념을 평가

대상으로 도출하였다.

O 절차적 가치태도의 의미

논쟁문제수업에서 평가의 대상으로 적합한 가치 태도는 ‘절차적 가치태도’라고 명

명하였다. 절차적 가치태도란 학생이 쟁점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도출된 일

종의 메타적 가치이다. 쟁점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운 가

치관 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을 평가한다면 학생에 대한 일종의 강압이 될 수 있

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논쟁문제수업의 가치태도 평가는 가치관 그 자체

가 아니라 가치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절차적 가치태

도를 측정함으로써 가능하다.

O 절차적 가치태도의 평가항목

1) 주체적 태도: 스스로의 신념과 가치관에 근거하여 소신 있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려는 태도

2) 공감적 태도: 타인의 주장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서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3) 개방적 태도: 대립과 갈등이 가진 긍정적 가치를 이해하고,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갈등을 포용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의 통합을 추구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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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태도 구성요인에 대한 1차 조사결과 정리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신 문항별 내용타당도의 평균값은 주체

적 태도가 4.1, 공감적 태도가 4.1, 개방적 태도가 4.26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

치태도 영역 속의 개별적인 구성요인 간 응답 점수의 편차는 큰 편이며, 이에 따라 특

정 요인에 대해서는 내용타당도(CVR)과 의견수렴도, 합의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경

우가 있어 요인 단위의 수정이 필요한 문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 패널분들로부

터 제기된 다양한 의견 가운데 두 분 이상의 패널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셨거나, 한 분

이 지적해주신 내용이더라도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해 보았습니다.

첫째, 평가기준 구성 측면에 있어서는, 태도를 인지-정서-행동의 3요소로 다시 세분

화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인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

정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를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구

분하였을 때, 애초에 연구의 목적이 인지적 영역과 구분되는 정의적 영역의 평가척도

를 개발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적 영역의 가치태도 하위요소로 다시 ‘인지’가

등장한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혼란으로 보였습니다. 인지/정의적 영역 구분에서의 ‘인

지’란 지적 분석능력, 논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가치태도와 별개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인 반면, 가치태도의 하위영역으로서 ‘인지적 영역’이란 특정한 현상이나 대상에 대

하여 가지는 이해로서, 태도를 촉발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인식을 의미합니다. 해당

검사지의 ‘인지’ 영역은 ‘인식, 신념’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구성요인의 서술에 있어서는, 문장의 진술 방식을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

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이 수행되지 않아서 인지/정서/행동 영역의 평가기준이

구분되지 않은 채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반영하고, 몇

명의 전문가 패널 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구분을 사용하여 인지적 측면은 ‘~하게 생각,

인식, 사고하는 태도’ 등의 의미로 한정하여 서술하고, 정서적 측면은 ‘~하게 느끼는,

받아들이는 태도’ 등으로, 행동 영역은 ‘~하려는 성향, 행동적 태도’ 등으로 서술하여

각각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척도문항 측면에 있어서는, 특정 구성요인의 측정문항이 왜 그 구성

요인으로 분류되었는지,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항별로 더 좋은 문장표현을 제안해 주신 전문가분의 의견이

있었으며, 동일한 문항에 대해 서로 다른 패널로부터 유사한 대안이 2개 이상 제시된

경우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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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평가항목 구성요인

1차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각각의 절차적 가치태도 구성요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각각의 구성요인은 교사 입장에서 학생의 논쟁문제수업 수행 내용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에

해당합니다.

태도 
요소

태도 
영역

구성요인 정의 

주체적 
태도

인지 

자기관련성 
인지

논쟁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쟁점과의 관련
성을 파악하려는 태도
논쟁 상황에서 쟁점과 자신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인
식하는 태도

비판적 사고 
성향 

비판적 인식

다른 의견 자신이나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근거를 따져 보는 태도
자신의 의견이 형성된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보는 태도

정서 자신감
자신이 숙고하여 형성한 의견을 긍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 
확신을 가지는 태도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가지는 
태도

행동 자기 주장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표출하려는 행동적 태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주장하려는 성향

공감적 
태도

인지 다중관점 자신만의 관점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정서
감수성 상대방의 정서를 파악하고, 주장을 그 사람의 정서적 선행경험과 

연관 지어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포용성
(삭제)

다양한 가치관을 포용할 수 있는 정서를 형성하는 것

행동

포용성
(신설)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 최대한 
경청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배려적 행동
일방적 논증보다는 관계적, 대화적 맥락을 지향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펴 논쟁에 반영하는 행동적 태도
나의 논증을 전개할 때 상대방의 기분과 정서를 살피고 
반영하려는 태도

개방적 
태도

인지 

자기 객관화
자신의 의견이 때로 잘못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기 비판적 태도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의견에 대해 고려하는 태도

갈등 수용성

갈등 긍정

의견 차이와 갈등이 민주주의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는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는 태도

정서
논쟁적 
유연성

갈등 수용성

낯선 타인과의 논쟁이 가져다주는 갈등과 긴장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

행동
갈등 통합

소통 지향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바탕으로, 
양자택일보다는 합의를 지향하는 행동적 태도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과 단절하지 않고, 소통을 지향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려는 행동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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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측정문항의 적합도에 대한 2차 채점 및 의견

<논쟁문제수업에서의 절차적 가치태도 평가: 수정된 예비척도>

태도 
요소

구성 
요인

문항 매우 
부적
합

부적
합

보통 적합 매우 
적합

주체
적

태도

자기 
관련
성 

인지

논쟁 상황에서 쟁점과 자신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태도
1-a. 나는 논쟁을 할 때 나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다.

나는 논쟁을 할 때 나의 입장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1-b. 나는 논쟁에서 내가 정한 입장이 
나에게 어떤 이득과 손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1-c.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해석한다.

나는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파악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본 2차 검토지의 문항별 적합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1차 조사에서 응답해 주신 의견

을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각 문항별로 중위수(Md, 전체 사례를 1/2로 나누는

지점)와 사분범위(Q1~Q3, 응답의 하위 25%와 하위 75% 사이의 응답 범위), 그리고

귀하께서 1차 조사 당시 응답하셨던 번호를 ‘*‘문자로 표기하였습니다. 수정, 통합하거

나 새롭게 구성한 문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① 수정된 문항의 문장 표현들이 태도 요소의 정의(노란색 음영 부분)를 얼마나 타당하

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적합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해 주시고, 첨언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의견’란에 문항 번호와 함께 작성해 주십시오.

② 만약 1차 조사에서 귀하의 응답 결과가 대다수 전문가 패널이 응답한 사분범위(【 】)

를 벗어나 있을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

랍니다.

<표기 예시> 1차 설문결과의 중위값이 4점이고, 사분범위가 4~5

이며, 1차 설문에서 3번을 응답하셨으나 2차 설문에서 5점으로

응답하시려 하는 경우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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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요소

구성 
요인

문항 매우 
부적
합

부적
합

보통 적합 매우 
적합

의견

비판
적 

인식

자신의 의견이 형성된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보는 태도

2-a. 내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다,

나는 내 의견의 근거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2-b. 나는 합당한 근거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2-c. 교사나 교과서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만 
받아들인다. 

나는 교사나 교과서의 주장이라 해도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의견

자신
감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가지는 태도

3-a. 다수의 의견에 쉽게 동조되는 
편이다.

다수의 의견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따라야 할 것 같다고 느낀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3-b. 나의 솔직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토론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하다.

토론의 분위기를 해칠까봐 나의 
솔직한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꺼려진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3-c. 서투른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교사나 친구의 말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

Md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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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요소

구성 
요인

문항 매우 
부적
합

부적
합

보통 적합 매우 
적합

논박을 이어나가기보다는 교사나 
친구의 말에 따르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

⓵ ⓶ ⓷ ⓸ ⓹

3-d. 교사나 친구들이 나의 솔직한 
주장에 반대할까봐 두렵다.

상대방이 내 의견을 반박하고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듣기가 불편하다.
※수정된 3-b와 수정 전의 3-d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3-d를 
새로운 문항으로 다시 만듦.

새로 만들어진 문항이므로 
내용타당도 점수만 표기

⓵ ⓶ ⓷ ⓸ ⓹

의견

자기
주장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주장하려는 성향

4-a. 나는 논쟁에서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표현 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4-b. 나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의견을 어려움 없이 
말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4-c.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곧잘 반박한다.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상
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반박
의 근거를 찾아본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의견

공감
적 

태도
다중
관점

자신만의 관점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5-a. 다른 사람의 주장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음을 안다.

나는 상대방의 주장도 나름의 근거에 
따라 제시되고 있음을 파악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5-b.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왜 그

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

Md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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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관점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⓵ ⓶ ⓷ ⓸ ⓹

5-c. 내가 반대하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들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의견

감수
성

상대방의 정서를 파악하고, 주장을 그 사람의 정서적 선행경험과 연관 
지어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6-a. 나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쉽게 공감한다.

새로 만들어진 문항이므로 
내용타당도 점수만 표기

⓵ ⓶ ⓷ ⓸ ⓹

6-b. 나는 토론 중에 상대방의 감정이 
드러나면 빠르게 알아차린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6-c. 나는 상대방의 주장뿐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 상태까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상대방의 주장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의 상태나 변화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의견

포용
성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 최대한 경청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7-a. 말주변이 부족한 사람의 주장도 
끈기 있게 경청한다. 

나는 표현이 서툰 상대의 말도 
전달하려는 마음을 고려하여 관심 
있게 듣는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7-b. 나는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나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정하려고 
노력한다.

새로 만들어진 문항이므로 
내용타당도 점수만 표기

⓵ ⓶ ⓷ ⓸ ⓹

7-c.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의 

새로 만들어진 문항이므로 
내용타당도 점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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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적 

태도

자기 
객관
화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의견에 대해 고려하는 태도

9-a. 나는 내 의견도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내 의견도 언제든 반박당하거나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9-b. 나는 토론할 때 내 의견에 대한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나의 의견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본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발언권도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노력한다.

⓵ ⓶ ⓷ ⓸ ⓹

의견

배려
적 

행동

나의 논증을 전개할 때 상대방의 기분과 정서를 살피고 반영하려는 
태도

8-a. 나는 상대가 만족할 만큼 
이야기할 때까지 끈기 있게 경청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8-b. 나는 나의 발언이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질지를 고려하여 말한다.

나는 나의 발언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말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8-c. 나는 논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남들을 독려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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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도 분명 배울 점이 있다.

나는 내 의견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생각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의견

갈등 
긍정

의견 차이와 갈등이 민주주의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는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는 것

10-a. 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과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차 검토지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불가한 -> 불가피한)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10-b. 다양한 관점은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다양한 관점이 제기될수록 더 좋
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
각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10-c. 나는 논쟁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논쟁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의견

갈등 
수용
성

낯선 타인과의 논쟁이 가져다주는 갈등과 긴장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11-a.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상황은 낯설고 두렵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11-b. 논쟁에 대해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불안하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11-c. 내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토론의 진행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지배적인 의견에 복종하는 상황이 
여러 의견이 갈등하는 상황보다 더 
불편하게 느껴진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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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소통 
지향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과 단절하지 않고, 소통을 지향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려는 행동적 태도

12-a. 나는 다양한 견해를 조율하여 
새로운 대안을 내려고 노력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12-b. 나는 섣불리 결론을 내기보다는 
판단을 유보하고 대립되는 주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논쟁의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다 
해도 가능한 많은 의견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12-c. 여러 가지 입장을 조율하는 
것보다는 찬반투표로 논쟁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낫다.

나는 다수의견 쪽에 있더라도 당장의 
투표보다는 소수 입장을 설득하고 
통합하려고 노력한다.

Md

⓵ ⓶ 【⓷ ⓸ ⓹】

⓵ ⓶ ⓷ ⓸ ⓹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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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종합 의견

새롭게 구성한 구성요인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된 평가척도 전반에 해당하는 일반

적인 검토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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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ale Development Research for 

the Assessment on 

Value-Attitude in Teaching 

Controversial Issues
Kwon, Yong-Jin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odern democratic society is characterized by the 

expression and coordination of pluralistic values, and one of the 
elements of citizenship that students who will live in such a 
society must cultivate is the ability to solve controversial issues. 
Considering the recent complexities and diversification of society 
and the emergence of sharp value conflicts among members 
from various rifts such as gender, race, religion, economy, and 
diplomatic issues, the issue of social debate is no longer 
something to be ignored or avoided in our society. has become a 
subject that should be willingly faced and accepted as a subject 
matter of education.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obstacles to actively 
educating controversial issues in school settings. This is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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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vitably, the question of how to teach fairly and objectively the 
controversial issues in which there are social differences and 
sometimes differences of opinion can lead to serious political 
confrontation. In particular, in Korean society, where teachers 
have no choice but to respond sensitively to the issue of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through an authoritarian government, just 
mentioning politically controversial issues may cause objection 
from students and parents, or the media may discriminate 
students politically. It cannot be freed from criticism for 
instigating it.

Although there may be various obstacles in teaching 
controversial issues in schools, this study puts the biggest 
problem awareness of the controversial class in the absence of 
an appropriate evaluation tool to evaluate students' learning and 
performance. have. In previous studies, the evaluation tool for 
argument class was mainly focused on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argument class, that is, intellectual analysis 
ability, decision-making ability, and argument construction ability. 
This was meaningful in that it evaluates the ability to form one's 
opinion on a controversial issue and solve it correctly.

However,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e argument is 
not limited to the cognitive domain. In a democratic society, 
before the aspect of resolving the problem, the students 
themselves find the answer to how to accept the opinions that 
differ from mine and how to resolve and integrate the conflicts 
by experiencing the experiences of pluralistic values opposing 
and conflicting with each other. provide experience. Intellectual 
analysis ability and ability to secure evidence are important for 
policy establishment that requires rapid decision-mak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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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ssues. They should also be treated with great importance 
and made the subject of evaluation. In this way,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alternative evaluation scale in that the evaluation 
in the previous study was mainly focused on the cognitive 
domain. From the viewpoint of the evaluation of the affective 
domain,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the 
desirable attitude to be followed in the debate process were 
relatively insufficient.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problem awareness, this 
study set the research question of ‘What are the factors and 
sub-items for evaluating the value attitude in the controversial 
class’ and desig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First, in order to 
develop a scale that can evaluate the values and attitudes of the 
affective domain in the debate problem class,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theories were reviewed. In order to develop an 
evaluation scale, it is necessary to clearly set the subject of 
evaluation. Subjects and non-objects of evaluation were divided. 
In this process, the three principles of the German political 
education principle, the Beutelsbach consensus, and the 
'overlapping consensus' as a principle of justice that all 
interlocutors can agree on despite the diversity of values from 
the point of view of political liberalism asserted by John Rawls 
was selected as the main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this conceptual framework, it was possible to 
separate 'things that can't be agreed upon' and 'things that can 
be agreed upon' in relation to values in the debate problem 
class. The former value is included in the realm of free value 
formation and is a personal expression expressed as an opinion 
for or against an issue.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is a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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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related to the procedure of an argument and a part that 
has the nature of overlapping consensus. This is an area of 
attitude that participants in the debate can agree on no matter 
what values they have, and it is conceptualized as a ‘procedural 
value attitude’ in this study. It is not appropriate to evaluate and 
score a purposeful value orientation as it can be a kind of 
coercion and edification on the values of students from a liberal 
point of view, and it is desirable to only evaluate procedural 
values. Therefore, the value attitude evaluation scale of the 
debate problem class was developed in the form of items that 
can measure procedural value attitudes properl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cedural value attitudes 
that can be measured for the evaluation of the value attitudes of 
the controversial class were derived into three categories: 
'subjective attitude', 'empathetic attitude', and 'open attitude'. 
The three procedural value attitudes are logically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bate problem class, and belong to 
the attitude toward one's own opinion, the attitude toward the 
opinions of others, and the attitude toward the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opinions, respectively. First, in the educational 
sense, the debate problem class should focus on the essence of 
the argument, arguing one's opinion rather than solving the 
problem. The subjective attitude is derived from the fact that for 
an argument to continue, there must be no coercion, and 
students must be encouraged to express their opinions 
independently. Second, since the argument always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the other, in the argument problem class, not 
only one's own logical development but also an empathic 
attitude, which is an attitude of accepting the opinions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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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required. Third, in order for the debate not to end in wasted 
discussion and lead to productive interaction, which can reach 
the goal of civic education, an open attitude is required for 
interlocutors to be open to each other and to integrate conflicts 
at a higher level.

After devising the concept of three procedural value 
attitudes, in order to develop specific evaluation scales, 
subjective, empathic, and open attitudes were defined 
operationally, respectively, and then elements were created to 
scale them. Considering that the scale was newly designed by the 
logic of the researcher without borrowing the preceding scale, 
each value attitude was used using the 
cognitive-emotional-behavioral three-component system 
commonly used in the development of attitude scales to 
systematize the scale composition. sub-components of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aspects were derived. For the 
derivation of factors, the theoretical basis or previous research 
supporting each value attitude was referred to. From this, a total 
of 12 procedural value attitude components were devised, and 
each component functions as an evaluation standard to evaluate 
students' value attitudes in class situations.

A sentence expression that can measure each component 
was derived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a 
preliminary evaluation scale consisting of a total of 37 items was 
developed. In order to improve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preliminary scale, a Delphi method was conducted by inviting a 
panel of experts in the field, such as debate problem classes, 
social studies education researchers, and field teachers. The 
Delphi survey was conducted over a total of two rounds, a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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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survey, it was requested to respond on a 5-point scale 
about how well the devised preliminary questions reflect the 
components of procedural value attitudes as an evaluation 
standard. Quant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ollected 
Delphi response data to calculate the Content Validity Ratio (CVR) 
and the degree of consensus and convergence. Through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synthesizing the opinions of the expert 
panel, the procedural value attitude questions of the debate 
problem class were supplemented. For the items showing positive 
values in the content validity ratio and consensus level, the 
validity of the items was confirmed, and even after the second 
questionnaire, the items showing negative values were deleted 
and supplemented, and 36 scale items were finally develop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in an attempt to 
establish a value attitude evaluation system based on 
'controversiality' in relation to the evaluation of the controversial 
class, which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the theoretical 
aspect, this enriches the goals of the debate problem class, and 
in the practical aspect, it also suggests a standard by which 
teachers can evaluate students in the actual argument problem 
class. As a result of expert advice, it was necessary to more 
rigorously suggest the components that make up the attitude and 
to consider the behavioral expression of the item or the 
description method appropriate to the student's developmental 
stage. 

keywords : Controversial Issues, Civil Education, Value Education, 
Assessment Scale, Procedural Value Attitude 
Student Number : 2020-2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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