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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 교과서 분석과 개선 방안 탐색
An Analysis of the 『Ethics and Thought』
Textbook and its Improvement Plans

차 우 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요 약》
이 연구는 주로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과목의 하나인 『윤
리와 사상』의 현행 교과서를 분석해 보고,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윤리와 사상』 과목에 대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규명
과 내용체계의 특징, (2)이상적인 도덕과 교과서의 모습, (3)교과서의 분석 기준(틀), (4)분
석 기준에 따른 교과서의 문제점 발견 및 개선 방향 제시, (5)2005학년도 대수능 시험 체
제의 변화에 따른 파행적 운영의 극복 방안 등을 다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교사의 적응 능력, 교육 여건 개선, 그리고 대수능 시
험을 비롯한 대학입학시험 체제의 변화 등과 맞물려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개선이 지속적이
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과서 분석과 대안 제시를 하였다.
주제어: 윤리와 사상, 선택과목, 대학수학능력 시험 체제, 교과서 내용 체제와 외형 체제,
교과서 개발, 좋은 교과서

Ⅰ. 들어가는 말
고등학교 2, 3학년 단계에서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말은 제7차 국가 교육
과정(1997년 12월 31일 고시) 기에 처음 등장한다. 이에 따라 도덕과의 경우에도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도입에 따라 『시민윤리』(일반선택과목), 『윤리와 사상』과
『전통윤리』(심화선택과목) 등과 같은 과목들이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국민공통기본교육 기간에 이루어지는 ‘도덕’ 과목들은 그 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
정에서 이루어져왔던 도덕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개선한 수준이어서 내용의 적절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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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및 쟁점 부분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시민윤리』,『윤리와 사상』,『전통윤리』
등과 같은 도덕과 선택중심 과목들의 경우에는 제7차 교육과정 기에 처음 도입되다보
니 국민공통기본교육 기간에 이루어지는 ‘도덕’ 과목보다는 비교적 내용에 대한 적절성
시비나 쟁점들이 많다.
그 중에서 『윤리와 사상』과목은 다른 과목들과의 내용 중복성 문제, 단편적 지식을
다룬다는 비판, 그리고 학습량이 너무 많다는 비판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04). 특히 『윤리와 사상』과목은 2005학년도 대수능 시험 체제의 변화에
따라 주어진 적은 주당 수업 시수(4단위) 내에서 『전통윤리』까지 교수해야 하는 이중
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 차기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수시개정
체제 천명, 교원 단체(특히 전교조)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 표시, 도덕과 교육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덕과의 기초학문을 철학 내지 윤리학으로 하자는 전교조의 입장,
도덕과 교육 관련 학회의 다원화 추세, 철학계의 비판적 사고능력 신장 교육 강조) 등
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과 관련해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윤리와 사상』과목의 성격과 교과서 내용체계
의 특징을 살펴보는 일이다. 현행 도덕과는 모두 1종 도서 체제를 지니고 있어 교육과
정과 교과서 간의 연계성이 높을 뿐 아니라,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교육과정 연구
개발 팀과 교과서 연구개발 팀이 동일하므로 『윤리와 사상』교과서 분석 시 교육과정
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중요한 편이다.
둘째, 이상적인 도덕과 교과서의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
냐하면 이것이 현행 교과서에 대한 분석 틀로서 매우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교과서 내용과 외형 체제 면에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 앞에서 제시된 이상적인 도덕과 교과서의 조건을 토대로 현행 『윤리와 사상』 교
과서의 내용 및 외형 체제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그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는 것이 향후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넷째, 2005학년도 대수능 시험 체제의 변화와 관련해 『윤리와 사상』과목의 문제점
을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교과서 자체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대학
입학시험 정책과 환경 변화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윤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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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교과서 운영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과목의 하나인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분석해 보고,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
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은 무엇이며, 분석 틀의 기본이 되는 좋은
교과서의 조건은 무엇인가?
제7차 교육과정 하에서의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내용과 외형 체제를 우리가 분
석하려고 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이상적인 도덕과 교과서의 모습 내지는
조건은 무엇인가?

Ⅱ. 좋은 도덕 교과서의 조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도덕과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 이를 기
존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좋은 도덕과 교과서의 조건을 몇 가지로 유형화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돕는 교과서
학습자 주도의 학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가 관심을 갖도록 교
과서가 구성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창조적인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호기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을 주어야 하는데, 그 구실을 교과서가 담당한다면 현실
적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a).
김왕근(1998)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 또는 절차를 의미하는
교과서의 자세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1)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를 제
기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다원적인 문제가 들어있는 소재(자료)를 통해 학습문제를 탐
색하도록 한다. (2)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과정을 안내한다.
(3)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활동에 동원된 사고 과정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
회와 필요한 기능을 안내한다. (4) 주요 학습 내용을 핵심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중심으
로 구성하되, 최종적으로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결과로서의 지식 형태를 구성하지 말고,
그러한 핵심 개념과 아이디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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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정보를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하며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서
교과서는 마스터할 대상으로서의 지식보다는 사고할 기초 자료로서의 지식을 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보다 정보를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하
며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어야 한다. 과거의 도덕교과서는 지나치게 객관주의적
관점에만 얽매인 나머지 학생들의 도덕적 이유 동기(the motivation of moral reason)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한 번 읽고 나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 피상적인 설명보다는 학생들의 근접 발달 지대에 있는 경험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도덕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a).

3. 개인차 고려 및 활용하기 편한 교과서
학습자에게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해 차별화된 내용과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가 제공
된다면 학습의 효과는 크게 제고될 것이다.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학생의 특성[흥
미, 선행학습, 발달 단계, 학습양식(learning style) 등]을 파악하여 개인마다의 차별화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면, 교과서에 더하여 교수 방법 차원에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b).
또한 좋은 교과서는 현장 교사 및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체제와 형식을 지니
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을 피하는 가운데 확실한 계열성을 지
닌 교과서, 도덕과의 특수성이 잘 부각되어 타 교과들과의 차별성이 돋보이는 교과서,
학생들의 자발적․능동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등이 되어야 한다.

4. 학습 내용과 방법 및 평가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과서
도덕과의 내용과 방법 및 평가는 원래 하나의 과정 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좋은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이 그에 따른 방법과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교사와
학생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 교사 중심이
정보 전달과 지식 전수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이해와 체계적 인식 변화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 면에서는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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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학습 내용과 방법 및 평가를 결합시켜 전통적인 교육과 발전적인 교육을 비교하면
[그림Ⅱ-1]과 같이 다원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David Kember, 1998).

교사중심

학습자중심

내용중심

방법중심

결과중심

과정중심

정보전달

자료: 교사가 제공
사실자료

능동적 이해

지식전수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학문이론

인식변화

자료: 교수․학습자 구성
탐구자료

문제상황

[그림Ⅱ-1] 교수의 다원적 개념

5. 내용 자체의 오류나 논리적 비약이 적은 교과서
교과서는 흔히 다루는 학문 영역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합의된 내용을 포함하게 된
다. 따라서 해당 전공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교과서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매우
두터운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 내용 자체의 오류나 논리적 비약은 교과서 자체
에 대한 매우 큰 불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들의 사고 방향을 그릇되게 유도할 수
도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내용 자체의 오류나 논리적 비약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한 용어나 표현상의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사용
한 용어나 표현이 거칠고 오류가 있을 경우 교과서 자체에 대한 권위가 약화될 것이며,
교육의 효과도 그 만큼 격감될 것이다.

6. 정체성이 분명하고 인접 교과 및 과목과의 상치 내용이 적은 교과서
교과 및 과목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정의적 영역을 강조하는 도덕과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야 하며, 사회과와의 차별화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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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나 과목 입장에서는 그 교과 및 과목만 고려하게 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여러
교과 및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학습하게 된다. 학생들이 동일 내용에 대해 인접 교과 및
과목과 다르게 진술된 교과서를 접하게 된다면 학습에 큰 혼란을 줄 뿐 아니라, 교과서
에 대한 신뢰감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인접 교과 및 과목 교과서 간 내용 진술
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상호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주제에 맞는 적절한 자료(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 명언, 삽화와 사진,
탐구과제, 참고자료, 소단원마무리 등)를 제공하는 교과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윤리와 사상』교과서는 외형체제 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1)

. 하지만 삽화와 사진, 명언, 탐구과제, 참고자료, 단원의 마무리, 그리고 다양한 자료

들을 제공할 경우 주제 및 본문 내용과 관련이 깊게 하여야 한다. 무조건 많은 자료가
제공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는 것이 좋
은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량 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선택과 집중의 원
리에 따라 핵심 내용의 비중을 증대시키되, 주변적인 내용들은 과감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Ⅲ.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내용과 외형 체제 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앞 장
2)

에서 제시한 좋은 도덕과 교과서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여
3)

기서는 각 조건 별로 대표적인 문제의 예를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

1.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촉진 측면에서의 분석
1) 주요 기초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설명 부족

【예】『윤리와 사상』 교과서 p. 138에서 “자유주의는 어원상 자유를 뜻하는 라틴
어 ‘liber’에서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개인이 지
닌 잠재 가능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어떠한 체제에도 반대하는 정치적․철학적 관점을
의미한다.”고 자유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당연히 자유주의(liberalism)는 자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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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비롯되었고, 자유(liberty)는 liber에서 비롯되었다.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해서는 그렇다면 liber, 즉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자유가 무엇
인지에 대한 개념이 서야 자유주의와 자유의 관계를 제시할 수가 있다. 자유에 대한 개
념 정의를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고 바로 자유주의의 정의로 넘어가는 것은 적절치 못
할 수도 있다.
【예】‘사회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간의 관계
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기초 용어나 개념들에 대해서는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고, 합의된 이해
속에서 토의와 탐구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내용의 반복

같은 주제와 용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많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식상함을 줄
수 있다. ‘한국윤리’ 단원과 ‘동양윤리’ 단원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중복되며, 『전통윤
리』 교과서 내용과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
【예】‘한국윤리’ 단원의 유교윤리 부분에서 고증학이 나오고, ‘동양윤리’ 단원에서도
유교윤리 부분에 고증학이 거의 똑같이 나온다.
따라서 윤리 구분을 한국윤리와 동양윤리로 구분하여 기술하기보다는 유교윤리, 불교
윤리, 도교윤리 등으로 구분하여 우리의 윤리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내용들을 살펴보
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3) 지나치게 추상적인 진술 및 삶의 맥락적 진술의 부족

『윤리와 사상』 교과서 내용을 읽다보면 학생의 삶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다. 지나치게 교훈적이고 이념적인 것은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기 힘들고 거
부감을 들게 할 수도 있다.
한 예로, 『윤리와 사상』 교과서 p. 29의 ‘3) 가치 있는 삶의 조건(하단 사진)’과 관
련해서 자아 실현한 사람들 사진들도 참 오래된 듯하며, 특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동상 세 개를 넣은 것은 자아실현의 방향을 나라를 위해서 충
성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 같은 식으로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보
다는 고등학생이면서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바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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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가진 같은 또래의 아이들의 예시 글을 넣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정보와 지식의 판단/처리/해석 능력 면에서의 분석
1) 요약한 서브노트를 보는 듯한 느낌

『윤리와 사상』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윤리사상이나, 사회사상이라 그 내용이 많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에 다 포함시켜야만 하는가이다.
그러다보니 대학 교양교재를 요약한 서브노트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백화점 나열식의 단편적 지식이나 개념 설명에서 벗어나 학
생 생활 맥락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교과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중요 개념이나 어구의 단순한 나열

윤리와 사상 부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배경적 맥락이 생략되어 중요 개념이나 어구
의 단순한 나열에 그쳐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을 준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목표하고 있는 학생들의 주체적 윤리관
형성이나, 윤리 사상을 삶에 적용시키게 하는 것과 같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
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추상적인 이론의 설명만을 주로 하고 있어서 이해가 쉽지 않으
므로 구체적인 사례가 좀더 많이 제시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특히, 대부분의 본문 내
용이 첫째, 둘째, 셋째, --- 등의 순으로 정리하여 탐구식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있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 p. 38에 나오는 ‘2) 민주 사회의 덕목’ 부분을 살펴보면, 민주
사회 덕목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인격자는 이것을 지킨다는 식으로 결론을 이끌어내
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 p. 70의 ‘3) 이상 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에서는 이상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어떠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하나씩 열거하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상 사회 구현을 위하여 해결해야 될 과제가 단지 교과서에 나열된
세 가지 뿐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중간에 ‘탐구과제’ 같은 것을 삽입하여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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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이상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교과서에 정답을 열거하거나 개념을 설명하는 교과서가
아닌 제공되는 일부 단서를 통해 학생 스스로 심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교과서이어야 한다.

3) 단순 암기식 내용

『윤리와 사상』 교과서 p. 81 ‘참고자료’에서는 이래와 같이 ‘사미계’와 ‘세속오계’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암기위주의 학습으로 흐를 수 있고, 흐름상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열해 둔 것 같이 보인다. 이 중 세속오계는 옆 부분의 보충
설명으로 넣어도 될 것 같고, 사미계와 같은 것은 굳이 넣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사미계와 세속오계
․ 사미계: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망어(不忘語), 불사음(不邪淫), 불음주(不飮酒),
부도식향만(不塗飾香鬘), 불가무관청(不歌舞觀聽), 부좌고광대상(不坐高廣大牀), 불
비시식(不非時食), 불축금은보(不畜金銀寶)
․ 세속오계: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臨戰無
退), 살생유택(殺生有擇)

위와 같은 단순 암기식 내용은 지양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윤리적 삶을 깊이 성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자료 대신 ‘너와 나 사이의 인연에 대
해 무게를 두게 되었다’는 부분을 이용해 우정과 같은 부분을 관련시켜 친구와 어떤 관
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자료가 좋을 것이다.
또한 『윤리와 사상』 교과서 p. 87의 ‘(3) 한국윤리의 현대적 의의’ 부분에서 “한국
윤리의 현대적 의의에는 3가지가 있다”며 학생에게 절실히 필요한, 또 교육목표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토론 학습 과정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다는 87쪽에 제시된 ‘계
승․발전시켜야 할 한국의 전통 윤리’ 내용을 삭제하고, “오늘날 우리가 계승․발전시
켜야 할 한국의 전통윤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탐구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더 적
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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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과제
전통 사회에서 한국 산업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많은 윤리적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다음
글을 읽고, 오늘날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한국 윤리 사상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토론해 보자.
“전통이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고, 자기네의 그 어떤 행동이나 신념처
럼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현재에 존재하는 과거이며, 그 어떤 새 발명품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큰 부분이 된다. 우리가 전통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은 본보기나 청지기를 의미한다.”
(에드워드 쉴즈, 『전통;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서 인용)

4. 개인차 고려 및 활용의 편리성 면에서의 분석
1) 소단원 전개의 체계성 부족

소단원(제재)의 구성이 전체적인 틀과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부분이
다소 미약하다. 그러다보니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쉽게 되어 있
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단원 시작 부분에 마인드 맵(mind-map)이나, 체계적인 도
표를 제시해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단원의 내용을 미리 체계화 시켜주는 것이 좋
다. 전체적인 윤곽과 틀을 기초로 세부적인 문제 인식과 탐구과정은 본문에서 다루고,
종합적인 정리 및 탐구활동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2) 소단원 간 형식의 통일성 부족

소단원 간 통일성이 부족하다. 한 예로, 어떤 소단원에서는 소단원에 대한 전반적 설
명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어떤 소단원에서는 소단원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 없이 곧바
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단원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하는 뚜렷한 근거를 찾아보기
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단원 간 형식의 통일을 통해 학습의 혼란을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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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학습자에 대한 친절한 안내 부족

학생들에게 생소하거나 어려운 용어가 교과서에 추가 설명 없이 등장하는 경우가 가
끔 있다. 한 예로, 『윤리와 사상』 교과서 p.97의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경학’과 ‘훈
고학’ 용어가 추가 설명 없이 제시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저해하고 있다. 이럴 때는
아래와 같이 교과서에 주석을 달아주거나 추가 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좋은 교과서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학생들에게 친절한 교과
서가 되어야 한다.

【예】

경학 - 중국 유가 경전의 글자, 구절, 문장에 음을 달고 주석하며 연구하는 학문
훈고학 -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바르게 해석하고 고전 본래의 사상을 이해하려는 학문
또한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며, 동일 내용을 다른
용어로 표현할 경우 이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래의 사례는 이런 부
분이 부족하다. 한 예로, 교과서 ‘1) 토속신앙’(p. 75)의 보충학습 부분에서는 토속신앙
을 요약하면서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이라고 했는데, 내용 부분에서는 애니미즘
이라는 말 대신 ‘정령숭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둘 간의 관계나 그 각
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
가 크다.
교과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이 두 용어를 통일하여 같은 단어를 사용하
던가, 두 용어를 다 사용할 경우에는 각 용어에 대한 설명과 이 두 용어와의 관계를 설
명해 주어야 한다.

4) 개인차를 고려한 자료의 부족

학습량을 전체적으로 축소하되, 주어진 내용 요소에 대해서는 기초 내용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심화된 내용을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대부분의 일반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 수준뿐 아니라, 다소 학습이 뒤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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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위한 보충학습 내용 수준, 그리고 좀더 발전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심화학습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는 이런 부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물
론 도덕과가 수준별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교과이기는 하지만, 교과서에서 개인차
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4. 내용과 방법 및 평가의 유기적 연결 면에서의 분석
1) 교수 방법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 제시 방식의 미흡

『윤리와 사상』 교과서 p. 89의 ‘(1) 동양윤리의 연원’에서는 공자나 맹자, 그리고 순
자 등 각 사상가의 주장을 서술식으로 나열하다보니 각 사상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공자나 맹자, 그리고 순자의 주장을 도표화해서 보여
주면 좋을 것이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나, 이상 정치 체제에 대한 것이나, 도덕규범에
대해서나, 그리고 수양법에 대해서나 각각은 약간씩 다른 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말
로 설명해 놓는 것 보다는 도표화해서 보여 주는 것이 학생들의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내용의 제시 방식이 궁극적으로 여러 사상가나 사상을 상호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하는 방법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2) 설명식 위주의 진술방식 및 다양한 학습지/평가지(worksheet)의 부족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내용에 따른 적절한 수업방법과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학습지 및 평가지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대체로 부
족한 편이다. 정답이 거의 주어지는 형태의 교과서는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기
힘들며, 암기식 교육으로 전락시키기 쉽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 개발 시에는 좀더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학습 재구성 활동을 촉진하는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참여
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다양한 학습지와 평가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발해
야 할 것이다.

- 224 -

윤리와 사상 교과서 분석과 개선 방안 탐색

5. 내용 오류나 논리적 비약 면에서의 분석
사용한 용어나 표현이 거칠고 오류가 있을 경우, 내용에 논리적 비약이 클 경우 교과
서 자체에 대한 권위가 약화될 것이며, 그 만큼 교육의 효과도 격감될 것이다.

【예】『윤리와 사상』 교과서 p. 177에서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높은
생산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말은 억지 주장이다. 경제학적 개념에서 ‘노동조합’은 효
율적 측면에서 나쁘게 작용한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이 경제적 효율성에 역행할 수 있
기 때문에 이 문장은 성급한 일반화이다. 대안으로는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 - 때문이
다.’ 문장을 삭제하거나, 만약 보완한다면 ‘자유와 평등 속에서 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인간적인 삶은 보다 잘 보장될 수 있다.’와 같이 수정하면 좋을 것이다.

【예】『윤리와 사상』 교과서 p. 223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동반자적 관
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에서 동
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전의 양면이란 어떤 사물의
해석, 관찰에 있어서 동시에 상반되는 두 개의 견해나 결론을 이를 때 사용하는 용어이
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동전의 양면’ 이라는 용어는 문맥의 전개상 맞지 않다. p.223에
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나타낸 사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다’ 고 서술할 수 있다. 또한 동전 사진은 생략하거나, 동반자적 관계를 보여
주는 다른 사진으로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6. 인접 교과 및 인접 과목 내용과의 상치 면에서의 분석
같은 내용을 인접 교과인 국사 교과서나 사회 교과서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학생
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윤리’와 ‘사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
견이 존재하는 경우, 가능한 통설(通說)을 따라야 하며, 인접 교과에서는 어떻게 진술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과나 과목마다 일관적이지 못하게 진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의 실제 사례를 들어, 향후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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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선종의 전래 시기와 관련하여’
『윤리와 사상』(전년도판) 82쪽 10줄, 11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일 신라 말에는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이 전해져서..."라고 되어 있는데,
국사에서는 “선종은 삼국통일 전후에 들어온 것...”으로 가르칩니다.
두 교과서 중 어느 것이 맞는지?

7. 주제에 맞는 적절한 자료 제공 면에서의 분석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윤리와 사상』교과서는 외형체제 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삽화와 사진, 명언, 탐구과제, 참고자료,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할 경우
주제 및 본문 내용과 관련이 깊게 하여야 한다. 무조건 많은 자료가 제공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량 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핵심 내
용의 비중을 증대시키되, 주변적인 내용들은 과감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주제 및 본문 내용과 관련이 적은 삽화(사진)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삽입된 삽화가 대체로 컬러로 바뀐 것은 참 좋은 시도이다.
하지만 이런 색감의 다양함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학습효과를 미치겠는가
하는 점은 불확실하다. 더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 들어있는 삽화가 다루는 주제 및 내용
과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일부 삽화 중에는 다루는 주제 및 내용과
관련이 적다. 그 유형을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내용 중 한 단어에 집착하
여 삽화가 표현되거나 문장 전체의 상황이나 흐름과는 무관하게 표현된 경우 등이 있
다.

【예】『윤리와 사상』교과서 207쪽에서는 “전통적 가치와 근대성의 부조화를 꼽으
며, 근대화 과정에서 유입된 서구의 자유와 평등, 경쟁과 같은 가치관들이 권위에 대한
존중, 위계질서의 강조, 협동과 공동체와 같은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사상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진은 그러한 사상
적인 가치관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기보다는, 근대화 과정에서의 성공적 측면에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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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과 그로 인하여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대비하여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본문 내용과 사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구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의 가치관적 충돌을
보여주는 아래와 같은 사진들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찬반 사진>

2) 주제 및 본문 내용과 관련이 적은 명언

교과서의 소단원 마다 맨 앞부분에 제시된 명언의 경우에도 삽화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가 있다. 한 예로, 『윤리와 사상』교과서 p. 255에서 “이상은 우리 자신 내부에
있다. - 칼라일(Carlyle, T.)”의 글이 있다. 그런데 이 소단원 제목(‘통일 한국의 실현’)
밑에 적혀 있는 이 칼라일의 말이 사실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지 못한다. 주제와 좀더
밀접히 관련시키려면 이 보다는 차라리 분단을 초래할 단정․단선을 반대하여 남북협
상에 참가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글을 소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
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 김구(金九), ‘삼천만 동포에게 읍소함’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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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 및 본문 내용과 관련이 적은 참고자료

『윤리와 사상』교과서 p. 54에서는 “…사회운동은 사회제도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
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행동을 일컫는다…”라고 기술하고 있
고, 하단의 참고자료 란의 ‘늙은 수컷원숭이’ 자료는 주제와의 관련성이 적고,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 ‘늙은 수컷원숭이’ 자료의 내용은 원숭이의 새로운
정보의 수용과 유통과정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 사회를 원숭이 사회에 빗
대어 늙은 남자들은 다 고지식하며 신기술을 습득할지 않는다는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본 주제의 사회제도와 사회운동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자료로서는 적정
성이 낮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사회제도나 사회운동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단 하나의
사회제도나 사회운동의 예를 든 것이 없다. 각주를 달아 놓는다든가, 옆의 여백 부분을
활용하여 맥락이 있는 구체적 예시를 일부 들어주면 학생들의 이해를 좀더 도울 수 있
을 것이다.

4) 주제와 관련성이 적은 내용

『윤리와 사상』 교과서 p. 50의 '3) 사회사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예시로서, ‘탐
구과제’에서 난타 공연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난타공연은 문화적인 요소로서, 사
회사상이라는 주제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
이 보다는 교과서 p.50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내용과 맞물려 신유교 윤리를 좀더
심화해서 학습할 수 있는 탐구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 예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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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과제】다음 글을 읽고, 신유교 윤리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
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신유교 윤리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에 대해 토의해보자.
금세기 후반 동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이 고도 성장국으로 부상
하고 있는데, 유교사상의 권위자인 투 웨이밍 교수는 '신유교 倫理(the New Confucian Ethic)'
가 바로 그 이유라 하였다. 그는 이를 서구 선진국의 자본주의 정신의 청교도 윤리에 버금가
는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였다.
투 웨이밍 교수에 의하면, 신유교 윤리는 동양 전래의 유교윤리에 서양의 자본주의 정신이
가미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청교도 윤리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데 반
하여, 신유교 윤리는 가정, 기업체, 국가 등의 집단주의를 강조하며, 의무, 책임감, 헌신 등을
강조한다. 인간관계에서도 경쟁보다는 구성원 간의 조화를 강조한다. 또한 개개인의 수양과
기강, 조직체의 화합과 협동 정신을 강조하며, 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인적 자본
(human capital)의 형성이 용이하다. 이 외에도 정부의 리더십, 역사, 문화, 전통을 중시하며,
경험에 의한 지혜의 습득과 전수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7. 적절한 학습량 면에서의 분석
1) 핵심 내용의 부족

『윤리와 사상』 과목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와 동․서양의 윤리 사상이다. 하
지만 교과서 내용 구성을 보면, 4개의 대단원 중의 하나인 윤리 사상의 경우, 학습 내
용이나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교과서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표Ⅲ
-1>에서와 같이, 내용이 기술된 지면 수와 등장 인물 수를 단순 비교해 보면, 제한된
지면에 너무나 많은 사상가가 등장한다. 특히 서양 사상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가장 심
하다. 즉, 한국과 동양의 경우는 거의 1면에 1명씩이고, 서양의 경우는 1면에 1.6명씩
배정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소개되는 인물에 대한 내용은 대단히 압축되어 기
술될 수밖에 없고,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학습
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 서술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김봉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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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Ⅱ. 윤리의 흐름과 특징

과목
윤리와 사상

한국사상

동양사상

서양사상

이수단위

총 쪽수

쪽수

등장인물

쪽수

등장인물

쪽수

등장인물

4

276

14

14

14

14

16

26

<표Ⅲ-1> 『윤리와 사상』 교과서 Ⅱ단원의 학습 분량 분석표

따라서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윤리와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영역인 동양·
한국·서양 윤리사상의 분량을 다른 대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림으로써 ‘압축형 설
명’보다는 ‘참고서가 필요 없이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탐구형 교과서’ 형태로 제
시해야 할 것이다.

2) 학습량 과다 문제

고등학교 도덕과의 교과서 분량이 주당 수업 시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있다. 수업 시수에 대한 고려 하에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 교과목들의 학습량을 결정해
야 할 것이다. 선택과목 중에서도 『윤리와 사상』의 내용이 가장 많으므로 학습 분량
을 적절하게 축소해야 한다. 특히 이 과목은 대수능 시험 과목이므로 학생들을 고려한
학습량 적정화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Ⅳ. 『윤리와 사상』 교과서 개발 방향
한 교과서를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과서가 너무나 완벽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늘 사회는 변화하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교
과서도 늘 새롭게 수정․보완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게 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윤
리와 사상』 교과서의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를 교과서 진술 면과 교
과서 외형 체제 면으로 구분하여 향후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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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서 외형 체제 면
1)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사용지도서(2003)에 의하면, “‘이 단원의 공부를 위하여’
에서는 대단원의 도입 글인데, 단원을 배우기 전에 단원의 취지와 목적에 관한 것을 다
루었고, 특히 새 교과서에서는 학습 과제 및 기대되는 학습 성과에 가장 역점을 두었
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좀더 효과적인 단원의 안내가 되기 위해서
는 단원 전체의 내용 구조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성취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
시해 주며, 이 단원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초 문헌이나 자료 및 준비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명언 또는 명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사용지도서(2003)에 의하면, “명언 또는 명구는 주제 밑
에 1개씩 제시하였는데, 학생들에게 좌우명이 될 수 있도록 암기시키는 것은 물론, 학
습 내용을 보충․심화하여 확대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 대부분
의 명언 또는 명구는 의도한 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부는 주제와의 관련성이
매우 적어 보이고 명언으로서의 성격이 적은 글귀도 포함되어 있어 수정․보완이 필요
하다.

3) 본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사용지도서(2003)에 의하면, “본문은 교과서의 주된 내
용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할 지적 내용과 정의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 교과
서에서는 종래의 교과서보다 가급적 본문 진술 내용을 양적으로 축소하였고, 실감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도 실감 있는 사례가 부족하
며, 학습자의 토론 및 탐구 활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술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 개발 시에는 실감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
을 진술해 학습자의 토론 및 탐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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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 또는 삽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사용지도서(2003)에 의하면, “사진과 삽화는 본문의 내
용을 보완하고 시각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새 교과서에서는 가급적 참
신하고 컬러화 된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사성을 상실한 것이 있을 수
도 있다.”라고 되어 있다. 물론 시사성도 중요하지만 주제와 본문 내용과의 높은 상관
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자료들이 여러 군데 있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
개발 시에는 삽화와 사진의 컬러화와 같은 외형적인 조건의 향상만이 아니라, 그 내용
의 시사성, 주제와의 적합성, 교육적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탐구과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사용지도서(2003)에 의하면, “탐구과제는 새 교과서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인데, 교과서를 하나의 학습 자료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일종의 활동지(worksheet)로서 탐구과제를 활용하고 있는
데, 이 또한 주제와 본문 내용과의 높은 상관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것
들이 여럿 있다. 그리고 다루어지는 내용도 지적인 측면 위주의 탐구활동이 많아 정의
적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 교과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향후 교과서 개발
시에는 이 점이 보완되어 정의적 접근이 가능한 자료들과 학생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느끼고 판단하며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6) 참고자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사용지도서(2003)에 의하면, “참고자료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적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주로 용어나 개념 설명이 많으며, 생각할 거리나 감동적인 사례 제시는 다소 미흡
한 편이다. 향후 교과서 개발 시에는 생각할 거리나 감동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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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단원 마무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사용지도서(2003)에 의하면, “소단원 마무리는 소단원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사실 요약이나 일반화 수준으로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
다. 하지만 이는 암기용 서브노트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보충․심화 활동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향후 교과서 개발 시에는 소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단순한 내용 정리만이
아니라 보충․심화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2. 교과서 진술 방식 면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
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주로 나무에 집중해 왔다. 이제는 새로운 ‘윤리와 사
상’ 교과서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좀 더 숲의 관점에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1) 주제별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

많은 개론서에서나 각론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윤리 주제별로 내용
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상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사상 간의 연관
성을 밝힐 수 있고, 사상 간의 비교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최근의 비교 문학이나, 비교 철학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 보
인다.
먼저, 『철학의 근본문제에 관한 10가지 성찰』이라는 책에서 나이절 워버턴이 했던
것과 같이, 전문적인 용어를 빼고서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
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신, 악, 옳음, 자유 평등, 인식, 과학적 방법, 예술 등으로
구성된 그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상을 녹여서 전해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전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가
장 큰 강점은 사상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배제한 채,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상들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객관적 중립적인 서술을 해야 하는 교과서
에 있어서는 좋은 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책은 철학적인 내용을 주로 하
고 있어서 윤리, 사상의 영역에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주제의 선정에 더욱 세심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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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토 히사다케의 『현대 윤리에 관한 15가지 물음』에서 보여 주듯이, 도
덕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윤리 사상들이 다루어 내는지를 설명하는 방식
으로 전개할 수도 있어 보인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와 같은 딜레마 상황을 15개를 제시하는 그의 책은 도덕적 비판적 사고를 키워
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의 창의력과 도덕적 사고력을 키
워주자는 목적을 가진 『윤리와 사상』은 이러한 전개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어 보인
다.

2) 사상별 접근으로의 전환

지금도 교과서 내용이 사상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사상 내부의 인물별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인물은 비록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사상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맥락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실천 철학 방법으로의 전환

교과서의 서술에 있어서 ‘철학적 카운슬링’이라는 비교적 최근의 생긴 실천 철학 방
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서 철학을 다루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실천을 지
향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철학은 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장이
었으므로, 철학을 생활의 방편으로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지원체제 및 환경 면
1) 교과서 개발 시 참여 인사의 확대 및 산발적인 관련 자료의 효과적 활용

교과서 개발 시 사진이나 삽화 자료의 수집은 학교 현장에 공모하여 현장감 있는 자
료를 대폭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사용지도서에는 기존에 개발된 ICT 자료와의 관
련성을 표시해 산발적으로 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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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새 교과서에의 적응 능력 제고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적
응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교과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교사가 이러한
새로운 변화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면,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에 대한 새 교과서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가 미리 체계적으
로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새 교과서에 따른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
다. 즉, 충분한 공간의 확보, 교육기자재의 구비, 수업 시간의 유연한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3) 현행 대수능 시험 체제의 개선 노력

2005학년도 대입수능 시험에서는 심화선택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됨에 따라 『윤리
와 사상』과 『전통윤리』의 내용 중복 문제가 전면에 부각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교
육과정평가원(2004)에서 최근에 실시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조
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과목 교사들은 『윤리와 사상』과 『전통윤
리』 간에, 그리고 『시민윤리』와 『윤리와 사상』 간에 내용 중복이 많은 것으로 지
적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5학년 이후 대수능 시험에서는 8단위이어야 1개 과목으로 취
급되기 때문에 『윤리와 사상』과 『전통윤리』 중 어느 1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실
제 나머지 다른 한 과목도 함께 공부해야만 ‘윤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덕과가 타 교과에 비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입장을 무시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실제로 도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이 기형적으로 ‘윤리(8)’(『윤리와 사상』4+
『전통윤리』4)로 편성․운영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불만이 매우 크다. 한 학기 이수 교
과의 수를 10개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덕 교과만이 2개 과목(『윤리와 사상』+
『전통윤리』)으로 다른 교과의 하나의 과목과 동일하게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하는
4)

자체가 구조적으로 교과 선택의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도덕·윤리과 교육 관련 학계에서는 2005학년도부터 ‘윤리’(『윤리와 사상』
+『전통윤리』)라는 과목으로 대수능을 치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두 개 과목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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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둘 것인가의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반선택과목
과 심화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면서 『윤리와 사상』+『전통윤리』 2개 과목을 설정하
거나, 『윤리와 사상』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설정하고 『시민윤리』 및 『전통윤리』를
심화선택과목으로 설정하는 방법(차우규, 2004)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
한 의견조사’ 과정에서 고등학교 도덕과 교사들은 선택과목들의 이수단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면 적정 단위 수가 얼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모두 6단위가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차기 교육과정 연구에서는 제7차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선택과목 『시
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간의 내용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전통윤리』를 『윤리와 사상』에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04). 둘째, 『윤리와 사상』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설정하여 포괄적인 차원에서 윤
리사상 및 사회사상을 다루는 한편, 『전통윤리』는 심화선택과목으로 설정하여 심층
탐구적인 차원에서 한국 윤리 사상을 다룸으로써 계열성을 달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Ⅴ. 글을 맺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은 어려
운 여건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는 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윤
리와 사상』 교과서는 타 교과의 선택과목보다 우수한 부분이 많지만, 이 논문에서는
차기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새 교과서 개발 시 구체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교과서의
좋은 측면을 지적하는 것은 생략하고 향후 개선될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과목의 하나인
『윤리와 사상』의 현행 교과서를 분석해 보고,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연구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첫째, 『윤리와 사상』 과목에 대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성격 규명과 내용체계의 특징
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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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적인 도덕과 교과서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내
용과 외형체제 중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 기준(틀)을 만
든다.
셋째, 이러한 분석 기준에 따라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내용과 외형 체제 면에서
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고자 하였다.
넷째, 2005학년도 대수능 시험 체제의 변화에 따른 『윤리와 사상』과목의 파행적 운
영 문제를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한적이나마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교사의 전문성 및 적응 능력, 교육 여건 개선, 그리
고 대수능 시험을 비롯한 대학입학시험 체제의 변화 등과 맞물려 큰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개선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덕과에 대한 교사와 학생, 그
리고 학부모의 반응도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우리 학생들의 도덕성 제고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추후 제8차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도덕과 선택과목, 특히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개발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서는 도덕 교과서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성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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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Ethics and Thought』
Textbook and its Improvement Plans
Cha, Woo-Kyu

The 『Ethics and Thought』 subject was adopted initially as an high school
elective subject matter in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Reform. Despite of
difficult educational realities, this subject has been in comparative advantage.
Although, compared to other elective subject matters, the 『Ethics and Thought』
subject has many excellent parts, this study does not explore the excellent parts of
this subject but focuses on parts that need to be improved. The information on such
improvement will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xtbook in the following
curriculum reform.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Ethics and Thought』 textbook
for high school second and third grades, to explore problems in implementing this
subject in the educational field, and to suggest specificly diverse solutions for the
problems. Based on these purposes, this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tasks. First,
this study explores identification of moral education curriculum in the 『Ethics and
Thought』 subject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ontents. Second, this study
examines concepts of desirable moral education textbooks, and then, establishes a
framework to analyze the content and structure system of the 『Ethics and Though
t』 textbook for its modification and supplement. Third, based on the framework,
this study investigates problem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system of the 『Ethics
and Thought』 textbook, and suggests directions to solve the problems. Fourth,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in the crippled implementation of the 『Ethics and
Thought』 subject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the national college entrance test
system in 2005, and suggests restricted solutions to overcome such problems.
Howev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affected by teachers' adjust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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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hanges of the college entrance
test system. Considered these kinds of conditions, if the 『Ethics and Thought』
textbook is improved in continuous and systematic ways, it would provide positive
responses of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to the moral education subject matter
and further, contribute practically to moral development of students. Additionally,
this study will be a reference to development of a new 『Ethics and Thought』
textbook as a high school elective subject in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Reform,
and will help teachers and students to improve their reliability in the moral
education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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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윤리와 사상』교과서는,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국정도서편찬위원회
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과서 판형을 국판에서 4×6배판으로 확대하고, 색도는 종래의 1도에서 4도
로 바꾸어 컬러화하였다. 또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전체의 2/3으로 축소하며, 신문 또는 그 밖의
자료에서 발췌한 토론 자료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눈을 끌 수 있는 참신한 시
각자료를 많이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 있다고 보여진다.
2) 단, 여기서의 분석 내용은 교과서 개선을 위한 문제점 발견 및 개선 방안 탐색에 있으므로, 현행
교과서가 지닌 장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3) 이 논문에서 제시된 ‘윤리와 사상’ 교과서 분석 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학생들의
도움이 컸음을 밝히며, 그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4)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2005학년도 대입 전국수능모의고사(2004. 9.
16일 실시)에서 11개 교과 중 사회탐구영역의 선택빈도는 한국지리(18.44%), 사회·문화(17.42%), 한
국 근·현대사(13.82%), 윤리(13.32%) 순으로 나타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소위 빅4에 윤리가 진입
하게 되었다(권순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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