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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정 시기별 도덕과 교과서의 내용 이동성 분석:
등학교 제4차 교육과정～제7차 교육과정을 심으로

1)이재준(李載俊)*

새로운 교육과정은 일정 부분 기존의 교육과정을 넘어서려는 이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된 교육과정
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들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관한 가장 강력
한 해석의 하나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그 변화 폭은 새로운 교육과정의 이상이 단위 학교, 특히 교실 수업에 
실지로 얼마나 투영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
에 두고 초등학교 제4차~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및 각 시기에 집필된 도덕과 교과서 상호 간에 
이루어진 내용의 이동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각 교육과정 시기별로 집필된 도덕과 교과서가 
가지는 변화의 폭 및 상호 이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록 단편이기는 하였지만 교육과정의 이상과 교
과서 상호 간에 존재하는 간극의 일면을 관찰할 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덕교육의 실효성
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제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 교사들이 교육과정상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참신한 제재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집필 체제를 좀 더 다양화함으로써 
교과서의 변화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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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되어 두 차례의 부분 개정(2004. 11. 26; 2005. 12. 28)을 거친 

행 제7차 교육과정은 세 번째 부분 개정(2006. 8. 29)이 이루어진 2006년을 기 으로 교육과

정 개정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은 부칙에 

그 시작 시기를 2009. 3. 1～2011. 3. 1로 명시함으로써 이른바 제8차로 명명될 수 있는 새로

운 교육과정의 출 을 유보시키고 있다. 개정의 내용면에서는 비록 총론의 수 별 교육과정 

운 에 한 사항을 심으로 부분 인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교육과정 개정에 한 새로운 

근 방식을 구체화시켰다는 에서 향후 교과별 각론 개정과 교과서 편찬 작업에 요한 

지렛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제5차 교육과정(1987～1992)과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의 개정 주기가 각각 5년

이고 보면,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그 시기 면에서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 시  내지 방식을 놓고 벌어졌던 일련의 논의들(홍후조, 1999; 김재춘, 

2003; 허경철, 2003; 박순경 외, 2004)에 조 만 주목한다면 그 ‘지연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교육과정들은 개정에 한 내재  논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에 얽 진 정치  매듭들, 즉 정치 논리의 향권 아래 있었음 한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다. 컨  제2차 교육과정(1963～1973)은 5.16 군사 쿠데타와, 제3차 교육과정(1973～

1981)은 유신헌법의 공포와, 제4차 교육과정(1981～1987)은 제5공화국의 출범과 시기 으로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개정과 련한 ‘5년 주기론’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의 존립 시기 한 각 정권의 집권 기간과 겹쳐 있음을 볼 수 있

다(홍후조, 1999: 216-217).1)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은 그것이 가진 이념  정당성이나 실제  효율성과는 별개로, 교

육과정 개정 담론에 의미 있는 디딤돌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지연’은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워진 주기론의 굴 를2) 극복함으로써 향후 교육과정 개정 

논의의 주요한 토 로 작용할 수 있는 내재  논리의 성숙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개정 작업 자체의 정당성은 물론 그 방식과 시기, 폭과 깊이에 한 논의를 개방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에 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면 ․일

1) 물론 이에 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충분한 실태 조사와 당 의 교

육이론들을 아우르는 학문  토  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특정 시 의 정치  변화와 련지어 무리하

게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성 한 일이며, 그러기에 좀 더 치 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홍후조는 국가 교육과정의 주기  개정은 교육과정 자체와 학교 교육 실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규정하고, 그것을 국가 교육과정의 정치도구화, 국가 교육과정의 탈맥락화, 국가 교육과정의 탈교

실화라는 측면에서 비 한다(1999: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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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정보다는 부분 ․수시 개정에 무게를 두고 그 구체 인 실  방안을 모색하자는 주

장(허경철, 2003)이나, 단선 인 개정 방식에 매몰되기보다는 교육과정의 층을 국가 수 과 

학교 수 으로 나 어, 자를 강화․요강화하고 후자를 구체화하면 개정 방식  시기에 

한 이원론  립은 자연히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김재춘, 2003) 등은 이

러한 토  에서 성립한 것들이다.

교육부에 의해서 최종 인 문서로 고시되는 국가 수 의 교육과정은 다분히 선언 인 성

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설혹 최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학교 장, 

특히 교실 수업에까지 충실히 투 되기 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서 

문서로서의 교육과정과 학교 장에서 구체화되는 실질 인 교육과정 사이의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 동안 수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념 인 면에서나 실제 인 면에서 

만족할만한 국가수 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 (박순경 외, 2004: 

1)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련을 가진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그 질 리를 한 방안으로 국

가 수 에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 에 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교육부, 1997e: 23-25)도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한 가시 인 노력이라

고 할 수 있다.

국가 수 의 교육과정은 실천을 담보로 하는 문서라는 에서 그것이 계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과 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특히 교과서는 문서로서의 교육과정

에 한 가장 강력한 해석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에서 양자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

려는 노력이 매우 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국정 교과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등학교의 

경우, 그 비 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토 로 이 에서는 제4차～제7차 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한 분석  각 시기별로 집필된 도덕과 교과서 간에 이루어진 내용의 이동 양상을 악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각 교육과정 시기별 도덕과 교과서가 가지는 변화의 폭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부분 이나마 교육과정의 이상과 교과서 상호 간에 존재하는 간극의 

한 단면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확정되어 고시될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

과서의 집필 방향에 일정 부분 시사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이 은 각 교육과정 시기별로 집필된 등학교 도덕과 교과서들을 분석 상으로 한다. 

등학교에서 도덕과가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자리하기 시작한 것은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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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에서는 우선 분석의 시 을 제4차 교육과정 시기로 잡아, 그 주요 분석 

상을 제4차～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4학년～6학년 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에 한정하

으며, 부분 으로 3학년 교과서와 보조 교과서인 생활의 길잡이를 참고로 하 다. 따라서 

그 시기와 내용면에서 각각 본격 인 도덕교육을 한 이행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제1

차～제3차 교육과정 시기와 1학년～3학년 교과서에 한 분석은 후속 연구를 기약하 다.

분석의 은 교육과정 시기별로 집필된 교과서 상호 간에 이루어진 내용의 이동 경향성

에 두었으며, 이를 통하여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과서의 변화 폭

을 보고자 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내용 이동성 여부를 단하는 기 을 (1) 제재명  본

문의 서술 내용이 같은 경우, (2) 제재명만 다르고 본문의 서술 내용이 같은 경우, (3) 본

문의 서술 내용이 축약 혹은 각색된 경우에 한정하 다. 따라서 각 교육과정 시기별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상의 변화와 교과서 제재상의 변화에 한 심층 인 분석은 하지 않았다.

Ⅱ.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의 변화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가 이 의 것과 면 인 차별성을 지녀야 하는 것

은 아니며, 오히려 교과 자체가 가지는 내재  가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폭 인 교과서의 

개정보다는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살려 그 내용을 재편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은 항상 기존의 교육과정을 넘어서려는 이상

을 일정 부분 담고 있다는 에서, 교육과정의 실질 인 해석인 교과서가 가지는 변화의 폭

은 이러한 이상의 실 인 잣 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그 기본 정신  내용에 한 교사들의 심을 제고시키기 

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아무리 이상 인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더라도 장 교사들

의 헌신 인 노력 없이는 그 실 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기에 랑스, 미

국, 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국가수 의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이 모든 학습자 안에서 

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 인 역할을 하는 교사 변인에 해서 심층 인 고려를 함으

로써 개정의 의도가 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심을 기울이고 있다(허경철 외, 

2003: 283-285). 어쩌면 교육과정에 한 교사들의 심도를 높이는 가장 극 인 방안은 이

들 나라에서처럼 일방통행이 아닌 방통행을 통해서 교사들을 교육과정 개정의 한 축으로 

세우는 일인지도 모른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 일부 연구자들이 지 하는 것처럼 교육과정에 

한 교사들의 심도가 낮은 수 3)에 머물러 있다면 이의 제고를 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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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에서 언 한 것처럼 교육과정 개정 체제를 바꿈으로써 교육과정에 한 교사들의 심

을 제고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실제 인 측면에서 교사들로 하여  능동

으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교과서에 교육과정 개정의 취

지를 충분히 담아내려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어  보면 교육과정에 한 교사들의 심

도는 문서로서의 교육과정 자체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역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가장 요

한 매개체인 교과서를 통해서 제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4) 즉, 교사들은 교과서의 변화 폭

을 통해서 교육과정 개정의 실질을 체감할 수 있으며, 교과서에 한 보다 극 인 해석을 

하여 문서로서의 교육과정 자체에 심을 가지고 근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실은 그 지 않은 듯하다.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과 직 의 교육과정에 의해서 

집필된 교과서들이 그 내용면에서 차별성을 가지지 못한다거나(서인원, 2004: 214-215), 심지

어 교과서의 집필 과정에서 의도 으로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은(양정 , 2005: 

7-9)5) 교육과정의 이상이 학교 장에 뿌리내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해 다.

이 은 이상과 같은 논리, 즉, 교과서의 실질 인 변화 폭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한 교사

들의 심도 제고와 한 련을 가지며, 이는 궁극 으로 교육과정의 이상이 실제 수업 수

에서 효과 으로 투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교육과정 개정의 실질을 담보하기 한 제반 활동들, 컨  교사 연수 로그램, 지역 혹은 

학교 단 의 교육과정 운  계획 수립 등과는 다른 차원에서, 개정된 교육과정에 한 교사들

의 내재 , 역동  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하

에서는 각 교육과정 시기별 도덕과 교육과정  교과서에 한 분석을 시작한다.

3) 박주상의 연구(1993)에 의하면, 교육과정에 한 우리나라 교사의 심도는 극히 낮은 수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교육과정에 한 교사들의 심수 을 무 심 수 에서부터 안탐색 수 까지 모두 7단계로 

나 어 설명하고 있는데, 조사 상 교사의 67.6%가 무 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한편 장지성(2003)도 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에 한 교사들의 심도를 측정한 결과를 내놓고 있

는데, 역시 조사 상 교사의 63.6%가 무 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컨  도덕과의 경우, 교과서 활용 정도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 ․고 교사의 91.3%가 교과서를 

주로 수업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음(차우규․윤 진, 2002: 56-57)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생각이 크게 무리

는 아닌 듯싶다.

5) 양정 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한 비교를 통하여, 

이들 양자간에는 편제  내용 구성에 있어서 커다란 괴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심지어 교과서가 

교육과정과는 거의 별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일 정도라고 지 하면서, 그 원인이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연

구․집필진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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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4차～6차 교육과정 개정과 도덕과 교과서

1992년 9월 30일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6호)은 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은 1995년, 3, 4학년은 1996년, 5, 6학년은 1997년부터 본격 으로 시행되었다. 따라

서 교육과정 확정 고시 후, 교과용 도서 개발에 주어진 시간은 약 2～4년으로 볼 수 있으나 

체 인 개정 차 속에서 실제 교과용 도서 집필에 소요된 시간은 이보다 훨씬 짧았을 것

으로 생각된다.

제4차 교육과정～제6차 교육과정의 문서상 경과 기간은 1981년부터 1997년까지 약 17년간

이다. 이 기간 동안 다루어졌던 도덕과 교육과정 상의 주요 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도덕 교육의 차원을 행동  측면과 인지  측면에서 규정하고, 

그 방법  원리로서 학년에서는 행동  근을, 고학년에서는 인지  근을 강조하고 있

다. 내용 구성상의 원리로는 등학교는 덕목 심에, 등학교는 문제 사태 유형 심에 

을 두어 교과서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과서를 보면, 국민정신 교

육의 강화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  반공 생활 역의 비 을 50～60%로 늘렸으며, 그 구

체 인 실천 항목인 국민정신 교육 9  덕목을 도덕과 교과서의 첫머리에 제시하고 있다. 

이 시기의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  합성보다는 도덕 교육에 한 국가, 사회

의 요구를 최우선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은 이론 인 토 에 한 거시 인 변화보다는 각 교과 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개정이 시도되었다는 에서 도덕과의 변화 역시 이러한 방향에 부응하고자 한 것으

로 보인다. 우선 , , 고 3개로 제시되었던 교과 목표를 각 학년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

고 있으며, 제4차 교육과정에서 4개로 축소되었던 생활 역이 다시 5개 역으로 확 되었

다는 을 들 수 있겠다. 교육 내용 , 지역화가 가능한 내용을 지정하여 부분 으로 교육 

내용 결정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을 언 한 , 보조 교과서인 ‘생활의 길잡이’가 개발된 것 

역시 주요 변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은 어  보면 도덕과 교육의 정당성  실효성에 한 근본 인 도

이었는지도 모른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도덕과에 주어진 주당 2시간의 수업시수가 1

시간으로 축소되고, 이에 한 안으로 모든 교과를 통하여 도덕 교육을 실시하되, 특히 도

덕과에서는 이를 통합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 다. 사실 이 문제는 논의 당시부터 

도덕 교육에 직  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몰고 왔으며, 재에도 이 분

야의 기류를 볼 때(정세구, 2003) 차기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  하나의 진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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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도덕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기는 보기에 따라서는 억울한 뭇매에 가까운 것일 

수 도 있다. 사실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덕성의 기가 학교 교육 특히 도덕 교육만

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동안 도덕과 교육과정이 가시 이고 실효성 있는 도덕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추상 인 덕목만을 나열하거나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을 

도외시함으로써(이미식, 2005: 189) 스스로 기를 자 한  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컨  제4차～제6차 교육과정으로 이행되는 동안, 도덕과의 생활 역은 제4차의 경우에는 

종 의 5개 역( , 개인, 사회, 국가, 반공)이 4개 역(개인, 사회, 국가, 반공)으로 축소되

었다가 다시 5차에서는 5개 역(개인, 가정․이웃, 시민, 국가, 통일․안보)으로 확 되었으

며, 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4개 역(개인, 가정․이웃․학교, 사회, 국가․민족)으로  

다시 축소 조정되었다. 이것은 그 때마다 이  교육과정 개정시에 제시되었던 ‘개정의 변’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 아울러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 확보라는 차

원에서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학년별 교과 목표 내지 역별 목표를 세분화시켜 온 것이 거

꾸로 부메랑이 되어 교육 내용의 계  계열성에 한 의문, 선정된 내용의 목표에의 합

성에 한 비 으로 이어지면서 도덕과가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기반, 즉 정

체성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교과서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다는 언명에도 불구하고, 국정 교과서 체제 하의 등학교 

실에서 교과서는 여 히 교육과정에 한 가장 강력한 해석이며, 그러기에 그 독  지

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매 시기 교육과정 개정의 변과는 달리 도덕과 교과서의 

경우, 남북 계의 변화에 따른 부분을 제외하면 질 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과서 구성상의 변화를 본다면, 제4차에서 제5차의 경우 

각 단원 말미에 그 내용을 종합 으로 포섭할 수 있는 성구( 언․격언)가 덧붙여졌다는 것, 

보조 교과서인 생활의 길잡이가 개발되었다는 을 들 수 있다. 수업 시수가 주당 1시간으

로 축소된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경우, 우선 4학년을 제외하고 5, 6학년의 경우 교과서가 1, 

2학기 구분 없이 1권으로 통합되었다는 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도덕 교과서의 체

제를 학습 단계에 맞게 구성하려고 했다는 이다. 그러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

과정 시기에 따른 교과서 간의 내용 변화 폭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도덕과 교과서는 학년

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제4차, 제5차 도덕과 교과서의 제재를 약21% 정도 그 로 옮겨 싣고 

있다. 특히 4학년 2학기의 경우에는 제6차 교육과정 개정시 수업시수가 1시간으로 어 학

습량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고, 연구진  집필진이 폭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 

제재가 50%나 그 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 교과서가 식상한 내용, 뻔한 결론을 다

룸으로써 지  도 감과 흥미가 결여된 따분한 교과라는 비 (이계학, 2003: 56-58)이6)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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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총 제재수 4, 5차→6차로 이동한 제재수 백분율(％)
4 학년 4-1 28 5 17.9

4-2 24 12 50.0
5 학년 58 8 13.8
6 학년 63 11 17.5
전체 173 36 20.8

<표 1> 제6차 교육과정 시기 도덕과 교과서의 내용 구성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교과서의 내용과 교육과정 개정의 변이 하나로 융합

되기 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교육과정 시기별 제재의 수평  혹은 교

차  이동의 구체 인 사례는 아래의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 교과서에 한 논의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끝으로 교과서에 한 분석의 과정에서 발견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제6차 교육과정의 4학년 1학기 실험용 교과서와 확정 교과서 간의 차이이다. 

실험용 교과서의 경우 제1차 집필자가 직  쓴 것으로 생각되는 새로운 제재가 도입되었으

나 확정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되고 신 제4차,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실렸던 제재로 체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7) 이것은 여러 차례의 교육과

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상의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에 해당할 것이며, 

좀 더 구체 으로는 도덕과 교과서의 집필  심의 체제와도 련된 문제로 보인다.

Ⅳ. 제7차 교육과정 개정과 도덕과 교과서

1997년 12월 30일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은 2000년부터 등학

교 1, 2학년에 용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최종 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용되기에 이

르 다. 제6차 교육과정이 등학교 5, 6학년에 본격 으로 용된 시기가 1997년이고 보면, 

6) 이인재는 도덕과에 한 이러한 비 은 도덕과의 본질에서 생되는 불가피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에 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도덕 수업에서 핵심 가치나 덕목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

은 당연한 일이며, 학생들이 흥미 없어 한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도덕과 교과서는 이러한 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인재, 2006: 187).   

7) 4학년1학기 실험용 교과서에는 ‘자주 인 생활’이라는 단원 아래 ‘아들 토끼의 결심(교육부, 1995: 5-7),’ ‘홀

로 남겨진 아들 토끼(8-11)’라는 새로운 제재가 도입되었으나, 확정된 교과서(교육부, 1996b: 5)에서는 각각 

‘꼭두각시((문교부, 1988b: 21; 문교부, 1990b: 5),’ 와 ‘남강 이승훈 선생(문교부, 1988b: 31; 문교부, 1990b: 

13)’으로 체되고 있으며, 이  자는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에도 등장하고 있다(교육부, 2001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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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과 학생들이 이제 막 새로운 교육과정에 응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이미 문

가들은 제6차 교육과정의 허   그것을 보완하기 한 이론 인 모색을 끝내고 제7차 교

육과정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주기론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실질 으로 이

 교육과정의 용 경험을 충분히 담지 못함으로써 근본 인 한계를 지닌 채 출범할 수밖

에 없게 되는 것이다.8)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개인, 가정․이웃․학교, 사회, 국

가․민족의 4가지 생활 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제7차 교육

과정의 심 모토의 하나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설정의 취지에 맞게 교육 내용을 체계화

하고 이를 토 로 학년별, 학교 별 계열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다. 그러나 교과목의 성

격과 목 , 다루어지는 내용들 사이의 계가 비교  분명한 수학과의 경우에도 학년별, 학

교 별로 어떠한 내용을 선정하여 계열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우

정호, 2003). 특히 도덕 교과서의 집필이라는 실질 인 측면에 주목해 보면, 이는 상당히 난

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할 터이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과서의 경우, 제4～6차 교육과정 시기의 4, 5, 6학년 교과서의 내용이 동일 학년 

내에서 수평 이동한 것은 물론, 학년 간  아래로 상호 교차 이동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도덕과 교육과정, 특히 교과서에서 계열성의 이상을 실 한다는 

것이 실 으로 쉬운 일이 아님을 말해 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과서 집필의 기본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 

연구(조난심 외, 2000: 9-11)는 우선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교과서에 한 분석을 토

로 바람직한 도덕과 교과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충실한 교과서이다.

둘째, 학생들의 발달 수 을 고려한 교과서이다.

셋째,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을 극 으로 주도할 수 있는 교과서이다.

넷째, 학습 주체인 학생의 요구, 흥미, 심을 고려한 보다 재미있는 교과서이다.

다섯째, 학생들의 지 ․정의 ․행동  역의 발달을 꾀할 수 있는 교과서이다.

이제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  운  실태에 한 한 연구에 제시된 자료(박순경 외, 

2004: 30)를 바탕으로 이상의 기 들이 도덕과 교과서에 어떻게 투 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

8) 이 은 홍후조에 의해서도 지 되고 있다. 그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직․간 으로 간여하면서 

제6차 교육과정이 제 로 용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7차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례를 목격하고, 국가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과 질 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감하 다고 술회한다(1999: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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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총 제재수 4, 5, 6차→7차로 이동한 제재수 백분율(％)
4 학년 4-1 24 10 41,7

4-2 24 8 33,3
5 학년 38 12 31.6
6 학년 40 4 10.0
전체 126 34 27.0

<표 2> 제7차 교육과정 시기 도덕과 교과서의 내용 구성

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에 의하면, 교과 지도의 난 을 묻는 질문에 한 교사들의 응답 비

율은 도덕과의 경우, 학습량의 과다를 지 한 경우가 36.8%(국어-46.8%, 사회-36.8%, 수학

-27.5%, 과학-19.1%), 평가 곤란한 내용이 많다는 경우는 26.3%(국어-3.7%, 사회-7.0%, 수학

-0.9%, 과학-2.5%), 흥미도가 낮다는 항목은 23.7%((국어-8.2%, 사회-16.6%, 수학-10.0%, 과학

-4.5%), 학생 수 에 비해 내용이 어렵다는 응답은 4.6%로(국어-37.9%, 사회-26.5%, 수학

-26.6%, 과학-19.1%) 나타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의 하나는 지도 내용의 

정화이며, 도덕과의 경우 구체 으로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그 내용을 30% 정도 축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학습량의 과다는 다른 교과도 모두 안고 

있는 문제로서, 도덕과의 경우는 수업시수가 주당 1시간이라는 을 고려하면 오히려 불가

피한 면이 없지 않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나머지 3 가지 항목에 한 응답 비율이 여타 교

과와 게는 10%, 많게는 3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다. 평가 상의 어려움에 한 

지 은 도덕과의 경우 그 특성상 내용의 계열화, 목표의 상세화가 쉽지 않다는 반증이며, 지

도의 주안 으로 제시되는 인지 , 정의 , 행동  역의 구분 한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정체성 기에 직면한 도덕과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흥미도가 낮다는 응

답과 학생 수 에 비해 내용의 난이도가 극히 낮다는 응답은 결국 앞에서 언 한 도덕과에 

한 주요 비 , 즉 지  도 감과 흥미가 결여된 따분한 교과라는 지 을 실화시키고 있

다는 에서 도덕과가 극복해야 할 가장 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제7차 교육과정

에 의해 집필된 교과서에 한 분석을 통하여 그 내용 변화의 폭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2>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도덕과 교과서에 그 로 옮겨 실린 제4차, 제5

차, 제6차 도덕과 교과서의 제재 빈도를 보여 다. 그 반  비율을 체 으로 보면, 제7차

의 경우 오히려 제6차보다 높은 27%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의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은 특정 제재들의 경우 아무런 첨삭이 없이 제4차～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동안 약20년 

이상 교과서에 그 로 실려 있다는 사실이다. 매 교육과정 시기마다 도덕과 교과서에서 

형 으로 반복되는 문을 두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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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제재명: 꼭두각시)

, 희 , 인규는 같은 반 친구입니다. 진이는 인규가 일러주는 로 행동하는 편입니다. 희

이는 인규와 가까운 사이이지만 진이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희 이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

하는 것에 해서는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럴 때마다 진이는 하고 공부도 잘

하는 인규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지 않는 희 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 습니다.(문교부, 1988b: 21; 

문교부, 1990b: 5; 교육부, 1996b: 5; 교육부, 2001a: 30)

문 2(제재명: 빈 터; 옥이 아버지의 고민)

하 ( 옥)이네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에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은 아니

었지만 가족들이 살기에 편했습니다. 특히, 집 앞에 빈터가 있어서 채소를 심고 꽃을 가꿀 수도 있

었습니다. … 하 이네 가족이 빈터를 일구고 있을 때, 아주머니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 “이 터

가 의 땅인 것은 잘 알지만, 그 동안 동네 어린이들이 놀이터로 이용해 왔답니다. … 여기에 밭을 

일구면 아이들은 찻길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문교부, 1985: 88; 문교부, 1990c: 75; 교육부, 1997b: 

61; 교육부, 2002a: 80)

이러한 경우, 우리는 여러 차례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어 하여 이들 제재가 ‘교육과정 

상의 가치를 제 로 담아내고는 있는지, 아니면 변하는 시  상황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한 끈질긴 질문을 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극단

인 사례는 아니지만 분석의 과정에서 의 문처럼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학년 구분 없

이 항상 등장하는 제재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었다. 를 들어,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집

필된 4학년 1학기 도덕과 교과서의 경우,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 제재 24개의 

41.7%인 10개의 제재가 이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이 그 로 옮겨진 것이었다. 체 으로 

보면, 제4차～6차 교과서에 실렸던 제제  34개의 제재가 제7차 교과서에 나타난다. 좀더 

구체 으로 교육과정 시기별 제재의 이동 경향을 보면, 제4차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이 제7

차 교과서로 옮겨진 사례가 4건, 제5차에 실렸던 내용이 제7차에 실린 사례가 8건, 제6차에 

실렸던 내용이 제7차에 실린 사례가 12건이었으며, 제4차～제7차  3차 이상에 걸쳐 있는 

사례가 10건이었다. 심을 바꾸어 학년별로 이루어진 제재의 이동 경향을 살펴보면, 4학년

의 경우, 4학년에서 4학년으로 수평 이동을 한 사례가 10건,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이동한 사

례가 1건, 4～6학년 사이에서 교차 이동한 사례가 7건이었다. 5학년의 경우, 5학년에서 5학년

으로 수평 이동한 사례가 1건, 3,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이동한 사례가 2건, 6학년에서 5학년

으로 하향 이동한 사례가 9건이었다. 6학년의 경우는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이동한 경우가 1

건, 6학년에서 6학년으로 수평 이동한 사례가 3건이었다. 이를 체 으로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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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학년 제7차 교육과정 시기 ← 제 6 차 ← 제 5 차 ← 제 4 차

4
학
년

1
학
기

꼭두각시, 30쪽 4-1, 5쪽 5-2, 21쪽
꿈을 이룬 순이, 28쪽 4-2, 55쪽
새사람(찌르레기이야기), 34쪽 4-2, 29쪽
가장 소중한 선물, 44쪽 4-2, 21쪽 4-2, 12쪽
시곗바늘 칸트, 48쪽 5, 114쪽 4-2, 9쪽(생)
큰 두레박, 68쪽 5-1, 62쪽(생) 6-1, 90쪽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 70쪽 5, 150쪽
고마운 친구, 82쪽 4-1, 63쪽 4-1, 55쪽
집에 가는 길, 84쪽 3-1, 41쪽

2
학
기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친구, 88쪽 4-1, 58쪽 4-1, 79쪽
나이 많은 조카, 10쪽 4-2, 42쪽(생)
진희의 고민, 44쪽 5, 70쪽 6-2, 72쪽
풀 박사, 52쪽 4-2, 65쪽(생) 4-2, 76쪽
보고 쓴 답안, 54쪽 4-2, 56쪽 4-2, 84쪽(생)
승진이의 깨달음, 58쪽 6, 72쪽
왕자를 감옥에 가둔 왕, 60쪽 6-2, 79쪽
외교로 나라를 지킨 서희, 84쪽 4-1, 123쪽(생)
안중근 의사, 96쪽 4-2, 90쪽

5
학
년

은진이의 걱정, 6쪽 3-1, 15쪽
구두쇠 할아버지, 28쪽 6, 33쪽(생)
웃어른 공경, 36쪽 6, 137쪽
사랑의 다락방, 46쪽 6, 141쪽
역할놀이 자료, 50쪽 6-1, 63쪽
바쁘기는 하지만, 54쪽 6, 151쪽
선이의 일기, 59쪽 6, 160쪽
조상들의 지혜, 60쪽 4-1, 80쪽
빈 터, 80쪽 6, 61쪽 6-1, 75쪽 6-2, 88쪽
그리운 샘물, 136쪽 6-2, 102쪽
종두법의 도입, 141쪽 6-2, 110쪽
흥선 대원군과 김옥균, 139쪽 5-2, 134쪽

6
학
년

최선을 다하는 기쁨, 12쪽 6-1, 40쪽
생명의 수호천사들, 27쪽 6, 187쪽
개울둑과 논둑 쌓기, 52쪽 6, 125쪽
법을 존중한 소크라테스, 68쪽 5-2, 74쪽

<표 3> 제4차～제7차 교육과정 시기 도덕과의 제재 이동 경향

<표 3>에서 체 으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집필된 교과서

의 내용이 같이, 혹은 약간의 첨삭만을 거친 채 그 로 새로운 교과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9) 하나의 제재가 수차례의 교육

과정 개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지속 으로 교과서에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교과서 집필 시에

9) 이 문제는 비단 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에서만 나타나는 상이 아닌 듯싶다. 이재국(2002: 62)의 연구에 

의하면, 행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10학년 도덕과 교과서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의 학교 2학년 도덕과 

교과서와 그 내용 형식면에서 완 히 동일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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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선 으로 그 합성을 면 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등학교 도덕과 교과서

의 내용은 텍스트 자체의 내재  가치보다는 학생들을 도덕  문제 사태로 이끌어내는 화들

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에서 교육과정 상의 가치들을 제 로 풀어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공에 따른 맥락  합성도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논어』를 읽다보면 공자 스스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술이부작(「述而」子曰 述而不

作 信而好古 竊比於我老彭)’이라는 구 이 나온다. 어  보면 이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

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한 엄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새로운 것

은 경솔한 목소리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 깊이 젖어들어 고민함으로써 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 ‘술이부작 정신’의 핵심이다. 따지고 보면, 국가 수 의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바를 교과서

에 담아내는 작업 역시 이러한 정신의 연장선 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단순한 

기술  작업을 넘어서는 해석학  작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교과로서 오랜 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계가 논리

으로 다소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이나 교과서의 집필 작업 

모두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도덕과처럼 그 정체성에 한 안 의 도

이 거세고 그에 상응하여 기의식 역시 높은 경우,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이를 일 된 논리

 끈으로 묶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매 시기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

서를 집필해내는 작업 역시 타 교과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 을 염두에 두

면서, 이 에서는 각 교육과정 시기별 도덕과 교과서 간에 이루어진 내용의 이동 실태를 

분석하 다.

제6차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집필된 도덕과 교과서의 경우, 체 제재  약 21% 정도가 

제4차,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도덕과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집필된 도덕과 교과서의 경우는 약 27% 정도 이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 내용을 그 로 

담고 있었다. 그 이동 경향을 보면, 학년 내에서의 수평  이동뿐만 아니라 학년 사이의 수

직  이동도 빈번하 다. 이는 학년  학교 별로 교육 내용을 체계화, 계열화함으로써 교

과의 정체성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도덕과의 최근 흐름과도 어 나는 것이었다. 교육과

정 시기별 제재의 이동 경향 역시 다양하여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

과서 모두 등장하는 제재, 제4차의 내용이 제7차에, 제5차, 제6차의 내용이 제7차에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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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등이 있었다. 조  무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는 마치 도덕과 교과서의 집필 작업이 

혹시 모종의 ‘제재 은행(?)’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마  들게 했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토 로 그 시사 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을 한 교육과정 개정인가 하는 문제에 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동안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은 하나의 실천 인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교육목

표의 제시 내지 기술 방식에의 집착, 가르쳐야 할 생활 역을 4개에서 5개로, 다시 4개로, 

 다시 5개로 고치는 등, 지나치게 미시 이고 비본질 인 부분에 치 하여 온 것으로 보

인다. 차후의 교육과정은 그것이 도덕교육을 한 하나의 유효한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다루어야 할 역들과 가르쳐야 할 학년

들을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삼아, 선정된 주요 가치 덕목들을 하게 안배하는 것 이

상이어야 한다. 지루하고 따분한 것임도 흥미롭게 가르칠 수 있다는 ‘낭만  가정(이인재, 

2006: 187)’은 교육이 가지는 가르침과 배움의 구도  자에만 주목한 결과이다. 도덕 교육

에서는 덕목의 수가 아닌 체득이 강조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는 결

코 이 을 놓쳐서는 안 된다. 

둘째, 교사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실질 인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한 교육과

정 개정의 이상은 학교 장에서 구체 으로 실 되기 어렵다. 참신한 제재를 발굴하려는 

노력과 함께 집필 체제를 개선함으로써 교과서의 변화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집

필 체제의 개선은 안으로는 합리 인 의사소통 경로를 확보하는 일이며, 밖으로는 집필진의 

선정  심의 체제를 개선함으로써 체계 이고 창의 인 교과서의 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셋째, 이제는 좀 더 향 인 입장에서 국정 교과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등학교 도덕

과 교과서의 공  통로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덕과의 경우, 그 성격상 이에 

한 두려움이 특히 많을 수도 있지만, 국가 수 에서 교육과정의 안정성과 질 리를 철 히 

하고, 심의 체제를 히 활용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10) 재 우

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학문  인 라와 유능한 장 교사들의 경험을 효과 으로 

결합해 낸다면 보다 이상 인 교과서에 한 걸음 더 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10) 이에 한 실 인 가능성은 양정 의 연구(200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제7차 역사과 교육과

정과 교과서에 한 분석을 통해서 국정 교과서보다는 오히려 검인정 교과서에 해서 교육과정의 구속

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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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Interchanging Types among Moral 

Textbooks: 

Focused on the 4th～the 7th Curriculum Period of Elementary 

School 

11)Jae-Jun Lee*

There is a certain desire in revised curriculum to go beyond the idea expressed in previous 

curriculum. Textbooks, as one of the most powerful interpretations of curriculum, also contain 

the same desire to actualize this goal. But it is not easy to reduce the conflicts between 

curriculum and textbooks in practice.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in comparing current textbooks with previous textbooks 

in moral education to identify the mode of alienation from the curriculum. To achieve the 

purpose, we tried to find the same contents(or topics) in the textbooks which were written 

under the doctrines of each national curriculum period. Through our analyzing, we found that 

20% of the contents in the textbooks of the 4th and the 5th national curriculum period was 

wholly loaded in the textbooks of the 6th national curriculum period, and that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period was 27%. 

In the conclusion of our study, we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n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s in moral education. Firstly, there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national 

curriculum which works as a criteria of developing desirable textbooks for practical moral 

education. Secondly, It needs to evaluate and reform the editorial systems which produce textbooks 

for getting more ideal textbooks.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government-published 

textbook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providing diverse interpretation of national curriculum. 

Key words: the revision of national curriculum, the textbook of moral education, disharmony 

between national curriculums and textbooks in moral education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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