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과교육 제36호 (2012.7)

독일의 윤리교육과 『윤리』교과서 분석

1)

An Analysis of Ethics Education and Ethik(Textbook) in Germany
김 남 준 (충북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독일의 윤리교육의 성격과 위상, 실시 상황, 목표, 유형(내용) 등을 분석하고, 독일
초등학교 『윤리』교과서와 중등I단계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독일의 윤리교육과 윤리교과서가 우리나라 도덕과교
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의 윤리교육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일의 윤리교과는 역사적으로 종교교과
의 대체과목으로 출발하여, 현재 몇몇 주에서 선택의무교과 또는 필수의무교과로서 종교교과와
동등한 위상을 얻고 있다. 2) 독일의 윤리교과의 명칭은 ‘윤리’, ‘철학’, ‘삶의 설계-윤리-종교’,
‘가치와 규범’ 등으로 상이하지만, 윤리교과는 독일의 모든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3) 독일 윤리
교과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책임 있고 윤리적 가치의식에 토대를 둔 도덕 판단 능력과 행위 실
천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4) 독일의 윤리교육은 실천철학으로서의 윤리교육, 삶의 지침으로서
의 윤리교육, 도덕적 교화 내지 가치교육으로서의 윤리교육, 윤리적 성찰로서의 윤리교육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독일의 윤리교육은 전체적으로 도덕적 판단, 도덕적 탐구, 도
덕적 성찰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의 윤리교과서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일의 윤리교과서는 가치 관계 확장
또는 생활 영역 확장에 따라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2) 독일의 윤리교과서는 도덕적 탐구, 도
덕적 성찰, 도덕적 추론 및 토론 등을 강조하는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 윤리교육의 현황, 한계, 변화에 대한 분석과 윤리교과서 분석은 우리나라
도덕과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1) 우리나라 도덕과교육은 현재와 같이 필수의무교과
로 설정, 유지될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 도덕과교육은 주요 가치와 덕목을 토대로 공동의 교
육과정을 수립하고, 각 교과서는 이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3) 향후 우
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각 교과서의 분량과 내용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4)
향후 우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가치중립성의 원칙을 준수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향후 우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도덕적 사유, 도덕적 탐구, 도
덕적 성찰, 도덕적 추론 등을 강조하는 내용 구성의 적절성과 교육적 효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주제어: 독일, 윤리교육, 윤리교과서, 도덕과교육, 도덕적 탐구, 도덕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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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도덕과가 (필수)교과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
는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도덕과의 주당 시수를 줄여도 무방하지 않는가?” 등의 질
문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공격적 질문들이 제기될 때마다 도덕과는 교과의 존
립을 걱정해야 했고 교과의 존속을 위해 “도덕과가 교과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증
명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과의 존재 이유’에 관한 질문
은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사회과, 과학과 등에는 제기되지 않고 유독 도덕과에 대해
서 제기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첫째, 도덕과에
대해 이러한 공격적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외국에 ‘도덕’, ‘윤리’라는 교과목이 없
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도덕’, ‘윤리’가 독립 교과로 존속할 근거
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2) 둘째, 이들은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도덕과를 통해 궁
극적으로 목적으로 삼는 바가 학생들의 도덕적 행위 실천이라고 한다면, 굳이 도덕과를
통한 도덕 판단, 도덕적 탐구, 도덕적 성찰 등 도덕·윤리에 관한 이론적 접근보다는 모
든 교과를 통한 실천 중심의 도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다. 그렇
다면 외국에는 정말로 ‘도덕’, ‘윤리’ 교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 ‘윤리’ 교과를 통
한 도덕 판단, 도덕적 탐구, 도덕적 성찰 등 도덕·윤리에 관한 이론적 접근보다는 모든
교과를 통한 실천 중심의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독일의 윤리교육과 『윤리』(Ethik)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그 실제를 논구하고, 우리나
라 윤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의 윤리교과(Ethik)는 독립 교과로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독일의 대부분의 주
들에 안착되었다고 평가된다. 독일은 1970년대 후반 기독교, 가톨릭 중심의 종교적 세
계관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세속화 과정’(Säkularisierungsprozess)이
진전되면서 종교교과(Religion)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로서 윤리교과에 대한 요
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독일 사회는 청소년들의 도덕적, 가치론적 차원에서의 ‘방
향성의 부재’(Orientierungsdefizite),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한 ‘사회화의 실패’ 등 ‘가
치상실’(Werteverlust) 개념으로 대변되는 도덕적,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여 종교의 자유
가 문제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에게 도덕적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덕규범을
가르치고 윤리적 가치를 전수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Raupach-Strey, 2003: 284).
즉, 독일 사회는 가치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여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과 가치-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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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도덕’, ‘윤리’ 교과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독일
의 윤리교과는 가치, 규범, 행위 모범, 도덕적 전통, 도덕 지식 등을 가르침으로써 학생
들로 하여금 인간과 세계의 도덕적 관계를 이해하고 참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지니게 된 것이다(Domsgen, 2003: 20). 또한, 독일의 윤리교과는 1989년
동서독의 통일, 다문화 현상의 진전 등 새로운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도덕적,
가치론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외국에 ‘도덕’, ‘윤리’ 교과가 독립 교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
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도덕’, ‘윤리’ 교과가 독립 교과로 존속할 근거가 미약하며, ‘도
덕’, ‘윤리’ 교과를 통한 도덕 판단, 도덕적 탐구, 도덕적 성찰 등 도덕·윤리에 대한 이
론적 접근보다 모든 교과에 걸친 실천 중심의 도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
어도 독일의 윤리교육 사례에서 그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본고는 우선 독일
의 윤리교육의 성격과 위상, 상황, 목표, 유형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 국가의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과정의 차원에
서 독일의 윤리교육의 목표, 내용 등을 분석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
다. 다음으로, 본고는 독일의 윤리교육의 실제를 논구하기 위해 독일의 『윤리』(Ethik)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독일은 각 주별로 서로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독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윤리』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가능하
지 않으며, 독일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윤리』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하나의 작
은 논문을 통해 가능한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주, 헤센(Hessen)주의 7∼12/13학년에서 사용되는 『윤리』교과서
를 분석한 선행연구(박찬구, 1998; 변순용, 2012)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지역(주)과 학년
을 달리하여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튀링엔(Thüringen), 메클렌부
룩-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주의 초등학
교(Grundschule, 1∼4학년) 『윤리』(Ethik) 교과서와 브란덴부룩(Brandenburg)주의 ‘삶
의 설계-윤리-종교’(Lenensgestaltung-Ethik-Reliogion) 교과와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의 ‘가치와 규범’(Werte und Normen) 교과를 위해 ― 중등I단계(Sekundarstufe I, 5∼6
학년)를 위해 ― 만들어진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Abenteuer Mensch sein)이
라는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는 이를 통해 독일의 윤리교육과 『윤리』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우리나라 도덕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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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독일의 윤리교육 분석
1. 독일 윤리교육의 성격과 위상
독일은 각 주마다 자율적인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
의 모든 주에 해당되는 윤리교육의 성격과 위상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독일의 윤리교육은 많은 주들에서 종교교과(Religion)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
한 대체과목(Ersatzfach)의 성격을 지닌다고 규정할 수 있다. 즉,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거나 종교수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많은 주들에서 종교교과를 대신
하여 윤리교과(Ethik)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KMK, 2008: 9). 독일에서
종교교과는 역사적으로 학교교육의 중심에 서있는 주요과목이었다. 독일의 기본법 제7
조 3항은 “종교수업은 무종교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에서 정규과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립학교는 필수교과로서 종교수업을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했다. 그
리고 독일에서 종교수업은 기본법 제7조 3항 2번에 의거하여 국가의 감독권과 상관없
이 종교공동체의 기본 원칙과 일치되게 운영된다. 이것은 종교수업의 내용과 교육방식
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종교공동체의 권한을 명시한 것이다. 즉, 독일에서 종교
수업은 특정 종교공동체의 신조 및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한국교육과
정평가원, 2010: 50-51; Domsgen, 2003: 16-17).
독일에서 종교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하나의 모순된 결과를 낳았다. 모든
학생은 정규과목으로서 종교수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각 개
인의 종교, 신앙, 신념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종교수업 참여를 의무로 부과할 수는 없
으며, 이에 따라 종교교과를 비정규과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종교수업
에 참여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Religion oder schulfrei)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거나 종교수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종교교과를 대체할 수 있는 교과의 마련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학교교육은 비종교적이고 중립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야 한다는 교육운동
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독일의 양대 교회공동체는 종교교과에 대한 ‘대체교과’의 필
요성을 인식하였고, 그 결과 1974/75년에 ‘종교교과’의 대체교과로서 ‘윤리교과’가 처음
으로 등장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제 ‘종교교과 또는 윤리교과’(Religion oder Ethik) 중
하나의 교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Treml, 1994). 요컨대, 학교교육에 있어서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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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Neutralität)과 ‘다원성’(Pluralität)에 대한 독일 사회의 요구가 종교교과를 대체할 수
있는 교과로서 윤리교과의 도입을 이끌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주요 원인 이외에도, 독일 사회는 사회 분화, 가치 상실, 공동체의 쇠퇴 등의
사회적 위기를 치유하기 위해 공동의 가치와 규범을 교육하는 ‘윤리교과’의 도입을 추
진하게 되었다. 즉, 다문화 현상의 심화, 다양한 세계관의 증가, 동서독의 통일 등은 독
일 사회에 보편적인 도덕규범과 가치를 교육하고 공동선을 지향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Domsgen, 2003: 25). 예를 들면, 독일의 새
로운 연방주들에서, 즉 구 동독지역의 주들에서 기독교, 가톨릭 등 종교를 가진 인구는
약 25%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필수교과로서 종교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독일 사회는 공동의 가치와 선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과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교과를 대체할 수 있는 윤리교과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요
컨대, 독일의 윤리교과는 종교적, 교육적 이유에서 종교교과를 대체하는 정규교과로 도
입되었으며, 동시에 보편적 도덕규범과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독일 사회의 통합에 기여
하는 교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독일의 윤리교과는 종교교과를 대체하는 교과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종교교
과와 경쟁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윤리교과를 종교교과의 ‘대체교과’(Ersatzfach)
로 규정하는 것은 “종교교과를 정규 필수교과로서 주요 교과로 인정하면서, 윤리교과를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거나 종교수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예
외적으로’ 허용된, 종교교과를 보완하는 교과”로 규정짓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예를 들면, 이것은 독일의 기본법 제4조 1항과 제7조 2항에서 “학생의 법적보호자 또는
14세 이상의 학생은 본인 스스로 양심적 이유로 종교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라는 조건을 윤리교과 수강을 위한 전제로 삼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한
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51). 그래서인지 독일 전체적으로 종교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윤리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 20여
년 사이에 윤리교과를 ‘선택의무교과’(Wahlpflichtfach)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 즉 윤
리교과를 종교교과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교과가 아니라 학생들
이 종교교과와 윤리교과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독일의 몇몇 주에서는 윤리교과를 선택의무교과로 지정하였고,
베를린(Berlin)시에서는 윤리교과를 7학년 이상에서 필수의무교과(Pflichtfach)로 지정하
기도 하였다.3) 요컨대, 독일에서 윤리교과는 최근 역사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주요교과로
- 37 -

도덕윤리과교육 제36호 (2012.7)

자리매김 되었던 종교교과와 동등한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4)

2. 독일 윤리교육의 실시 현황
독일의 윤리교육 관련 교과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교과 유
형은 윤리교육이 ‘윤리’(Ethik) 및 그 유사 명칭으로 개설된 경우로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바이에른(Bayern), 베를린(Berlin), 헤센(Hessen), 라인란트-팔츠
(Rheinland-Pfalz), 작센(Sachsen), 튜링엔(Thüringen) 등 7개 주에는 ‘윤리’(Ethik)교과로
개설되어 있으며, 잘란트(Saarland)주에는 ‘일반윤리’(Allgemeine Ethik)라는 명칭으로,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주에는 ‘윤리수업’(Ethikunterricht)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
어 있다. 즉, 독일에서 윤리교육으로서 ‘윤리’(Ethik)를 개설한 주들은 총 9개로서, 독일
의 16개 주들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교과 유형은 윤리교육이 ‘철
학’(Philosophie) 및 유사 명칭으로 개설된 경우로 브레멘(Bremen), 함부르크(Hamburg),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등 3개 주에는 ‘철학’(Philosophie)교과로 개설
되어 있으며, 메클렌부룩-포아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에는 ‘어린이와 함께
철학함’(Philosophieren mit Kindern)[김나지움 상급반은 ‘철학’(Philosophie)]이라는 명
칭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에는 ‘실천철학/철학’(Praktische
Philosophie/Philosophie)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과 유형
은 윤리교육이 ‘윤리’(Ethik), ‘철학’(Philosophie)과는 다른 형태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
는데,

브란덴부룩(Brandenburg)주에는 ‘삶의 설계-윤리-종교’(Lebensgestaltung-Ethik-

Religion; L-E-R)이라는 명칭으로,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에는 ‘가치와 규범’(Werte
und Normen)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었다.
독일의 윤리교육을 교과 성격의 차원에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윤리교과가
종교교과의 대체교과(Ersatzfach) 성격을 지니는 경우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를 비롯한 총 10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둘째, 윤리교과가 종교교과와
동일한 교과군에 묶여서 선택의무교과(Wahlpflichtfach)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로 함부르
크(Hamburg)를 비롯한 총 3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셋째, 윤리교과가 필수의무교과
(Pflichtfach)로 지정된 경우로서 베를린(Berlin)을 비롯한 총 3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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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독일의 각 주별 윤리교육 상황
주명

교과 유형(교과명)

교과 성격

개설 학년

Baden-Württemberg

윤리(Ethik)

대체교과

8-12/13학년

Bayern

윤리(Ethik)

대체교과

1-12/13학년

Berlin

윤리(Ethik)

필수의무교과

7-10학년

Brandenburg

삶의 설계-윤리-종교
(L-E-R)

필수의무교과

5-10학년

Bremen

철학(Philosophie)

대체교과

5-7학년 및 10학년

Hamburg

철학(Philosophie)

선택의무교과

9-12/13학년

Hessen

윤리(Ethik)

대체교과

5-12/13학년

MecklenburgVorpommern

어린이와 함께 철학함
(Philosophieren mit
Kindern)
철학(Philosophie)

대체교과

1-12/13학년

Niedersachsen

가치와 규범
(Werte und Normen)

필수의무교과**

5-12/13학년

Nordrhein-Westfalen

실천철학/철학
(Praktische Philosophie/
Philosophie)

대체교과

5-12/13학년

Rheinland-Pfalz

윤리(Ethik)

대체교과

1-12/13학년

Saarland

일반 윤리
(Allgemeine Ethik)

대체교과

5-12/13학년

Sachsen

윤리(Ethik)

선택의무교과

1-12/13학년

Sachsen-Anhalt

윤리수업
(Ethikunterricht)

선택의무교과

1-12/13학년

Schleswig-Holstein

철학(Philosophie)

대체교과

5-12/13학년

Thüringen

윤리(Ethik)

대체교과

1-12/13학년

* 출저: KMK(2008)
**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의 경우, ‘가치와 규범’(Werte und Normen) 교과를 필수
의무교과로 지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 5-12/13학년 학생들 중 종교수업에 참여하기
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가치와 규범’ 교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과는
종교교과에 대한 대체교과(Ersatzfach)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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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윤리교육의 목표
독일의 여러 주들에서 윤리교육의 공통적인 목표는 학생들에게 책임 있고 윤리적 가
치의식에 토대를 둔 도덕적 판단 능력과 행위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독일 윤리교육
의 목표와 내용은 독일의 기본법, 각 주의 법, 학교법 등에 내포된 가치관을 지향한다.
윤리교과는 현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관과 규범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그와 관련된
철학적, 세계관적, 종교적 질문들의 제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독일의 몇몇 주들에서 윤리교과의 목표와 내용에는 종교적 지식의 전달이 포함되기도
한다. 윤리교과는 동시에 인식 관점, 세계관 등의 다원성을 고려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
에서 인정된 다양한 신념들과 전통들과의 대화와 논쟁을 가능케 한다. 이로부터 윤리적
근거지우기와 심사숙고의 도정(道程)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이를 통해 각자의 사유, 판
단, 행위 등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맥락
에서, 단일한 삶의 의미, 가치관 등을 전제로 하는 특정 내용과 사유방식의 전수는 윤
리교과의 목표가 아니다(KMK, 2008: 8).
이와 같은 독일 윤리교육의 목표와 브레멘(Bremen)시의 초등학교 교육목표, 바이에
른(Bayern)주의 김나지움(Gymnasium)의 교육목표와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브레멘시의 초등교육은 교과전문 능력, 방법적 능력, 사회적 능력, 개인적 능력을 기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네 가지 능력 중 윤리교과의 목표와 가장 관련 깊은 것
은 사회적 능력과 개인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능력은 사회에 자발적으로 참
여하고 협동하는 것,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에 관심을 갖는 것, 다른 견해와 가치관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갖고 비판적으로 근거를 묻는 것,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책임을 스스로 수용하는 것 등을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팀 과제의 수행을 통해 서로 존중하기, 다양한 사람들과 협동하기, 해결책을 공동으로
토론하기, 공동의 규칙을 협의하고 준수하기, 공동의 일을 위해서 책임을 나누어갖기,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충고하기, 다른 사람의 비판과 제안을 수용
하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과 감정을 헤아리기 등을 통해 사회적 능력을 기른다.
개인적 능력은 심사숙고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다양한 역할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원만하게 적응하는 것, 독립적인 도덕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 등
을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근거를 토대로 결
정하기,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 개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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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함을 인정하기 등을 통해 개인적 능력을 기른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에서의 기본적
인 사회적 능력, 역량 및 지식의 습득은 민주적인 사회에서 학교와 학교 외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기초가 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81-86).
바이에른주 김나지움은 대학입학 자격 획득, 학생의 잠재력 개발, 기초지식 심화, 가
치관 확립, 책임감 기르기, 인성 계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 목적들 중 윤리
교과의 목표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은 가치관 확립, 책임감 기르기, 인성 계발이다. 김나
지움의 수업은 지식과 능력을 전수하는 것 이외에 학생들이 의미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로마와 유대-기독교적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다
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을 세우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김나지움 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관심사는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게 하는 데 있다. 학생들은 더불어 사는 사
람들에 대한 적절한 행동 방식의 의미를 체험하고, 동시에 공동체 생활에서 요구되는
존중, 존경, 배려 등의 덕목과 가치를 배워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의 책임 있
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게 된다. 또한, 김나지움은 학생에게 폭넓은 문화적, 윤
리-종교적, 그리고 생태학적 지식 및 가치를 전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김나지움은 학
생들이 자신의 생을 긍정하고 세계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인성을 계발하여 장차
국가와 사회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2008: 269-271).

4. 독일 윤리교육의 내용에 따른 유형
독일의 윤리교육은 그 지향점, 주제, 내용 구성 방식 등에 따라 ‘실천철학’(Praktische
Philosophie)으로서의 윤리교육, ‘삶의 지침’(Lebenshilfe)으로서의 윤리교육, ‘도덕적 교
화’(Moralerziehung) 내지 ‘가치교육’(Werteerziehung)으로서의 윤리교육, ‘윤리적 성
찰’(Ethische Reflexion)로서의 윤리교육 등 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Treml, 1994;
Wandt, 2003; 126-132).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따른 윤리교육의 네 가지 유형을 논의함
으로써 각각의 윤리교육 유형의 특징과 장·단점, 더 나아가 우리나라 윤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천철학으로서의 윤리교육은 실천이성을 통해 보편화 가능한 도덕규범을 정초하고
도덕적 행위 실천을 이끄는 철학적 윤리학(Philosophische Ethik)에 토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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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의 윤리수업은 대개 학생들이 철학고전을 통해 다양한 철학적 입장들을 배
우고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Treml, 1994). 그리고 윤리수업의 목표는 철학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함을 배우는 것’(Philosophieren lernen)이다. 그래서
윤리수업은 학생들이 ‘철학함’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철학적 입장, 개념, 판단 원리
등을 그들의 인지 발달 수준에 알맞은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철학적 윤리학에
토대를 둔 윤리교육은 철학적 개념 분석, 논증, 사고실험 등 인지 중심의 접근법을 선
호하며, 교육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참여와 사유·판단 능력의
향상을 위해 소크라테스적 대화법에 토대를 둔 토론법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윤리수업
유형은 메클렌부룩-포아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의 ‘어린이와 함께 철학
함’(Philosophieren mit Kindern) 교과와 브레멘(Bremen), 함부르크(Hamburg), 슐레스비
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등의 ‘철학’(Philosophie) 교과 및 노르트라인-베스트팔
렌(Nordrhein-Westfalen)주의 ‘실천철학/철학’(Praktische Philosophie/Philosophie) 교과
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교과에서는 ‘철학함’을 통해 성찰하기, 근거 묻기, 논증하기,
질문과 문제 분석하기, 비판하기, 판단하기, 해결책 찾기, 결과 비교하기, 결정하기, 책
임지기 등을 통해 철학적, 윤리적 기본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한다(Wandt, 2003: 131;
Raupach-Strey, 2003: 288-290). 이러한 철학적, 윤리적 기본 역량은 인간다운 삶을 설계
하고 형성하는 문화 기술(Kulturtechnik)로 명명되며, 이에 따라 ‘철학함’을 가르치는 윤
리수업은 인간다운 삶을 설계하고 형성하는 촉매제로 평가된다(Martens, 1995). 이러한
윤리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이 철학고전에 등장하는 주요한 철학적 입장들을 접함으로써
스스로 보편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윤리수업의 단점
은 어떤 철학 분과, 어떤 윤리 이론을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철학고전을 선별하
여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교육학적 기준과 교과지식의 수
준에서 알맞은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철학적, 윤리학적
관점에서 선별된 교과 내용들과 고전들이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맞지 않거나 학생들에
게 충분한 학습동기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Treml, 1994).
철학적 윤리학에 토대를 둔 윤리수업은 실천철학의 본질적 질문들을 기준으로 교과
영역과 교수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위에 지적된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래서 실천철
학으로서의 윤리교육은 칸트(I. Kant)의 네 가지 물음에 주목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칸트의 네 가지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궁극적 질문을 중심으로 인식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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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 존재론(형이상학), 종교철학, 철학적 인간학 등의 철학의 분과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칸트의 네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중등I 단계와 김나지움에서의 실천철학으로서
윤리교과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칸트의 네 가지 질문에 의거한 중등I단계와 김나지움의 윤리교과 구성
연번

1

2

3

칸트의 질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해당 철학 분과

주요 내용
인식가능성/공간과 시간/

인식론

현상과 실재/세계상과 그
변화 등

윤리학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존재론(형이상학),

좋은가?

미학, 종교철학

도덕 판단/규칙, 규범,
가치의 정초/좋음과 옳음 등
신/인간과 세계의 기원과
끝/자유의지, 악, 죄, 고통의
의미/삶의 목적/유토피아 등
인간의 자기이해/다양한
존재 영역에서의 인간의

4

인간이란 무엇인가?

철학적 인간학

가능성과 한계/몸, 영혼,
정신/개인과 사회의
관계/인간의 권리 등

* 출처: Wandt(2003: 130), Raupach-Strey(2003:286-287)의 내용을 재구성함.

삶의 지침으로서의 윤리교육은 철학적 주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삶 속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윤리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올바로 설계하고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천적인 삶의
지침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삶의 지침으로서의 윤리수업의 내용은 실천
철학으로서의 윤리수업과는 다르게 특정 도덕철학적 문제에 관한 철학고전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실존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윤리수업은 순수 철학이 아니라 교육학, 심리학, (학문적 성격보다 치료적 성격을 갖는)
철학 등에 토대를 둔다. 즉, 이러한 윤리수업은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바람직한
삶의 설계를 교육목표로서 지향하며, 각자의 자기 발견과 사회적 태도 형성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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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이런 맥락에서, 삶의 지침으로서의 윤리교육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생활세계 지향적’(lebensweltorientiert)이라
고 규정될 수 있으며, 철학적 전통이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학
생 지향적’(schülerorientiert)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윤리수업은
학생들의 삶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순수 윤리
학이 아닌 ‘응용윤리학’(Angewandte Ethik)을 가르친다. 즉, 이때 윤리수업은 어떤 특정
의 윤리 이론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삶의 문제의 해결을 위
해 윤리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성격의 윤리수업을 지도하는 윤리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천적 삶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동
반자이며 대화상대자이어야 한다. 삶의 지침으로서의 윤리교육은 대표적으로 브란덴부
룩(Brandenburg)주의 ‘삶의 설계-윤리-종교’(Lebensgestaltung-Ethik-Religion) 교과를 통
해 시행되고 있다. 이 교과에서는 주로 의사소통, 갈등해결과 같은 실천적 삶의 능력을
강조하고, 비판적 자기반성과 도덕적 성찰을 통한 자아정체성 형성과 바람직한 삶의 설
계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윤리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관심과 만
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윤리수업의 단점은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
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동일한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실
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윤리수업이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
이야기들을 ‘재잘거리는’ 수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Treml,
1994; Wandt, 2003: 128/131; Raupach-Strey, 2003: 280).
도덕적 교화로서의 윤리교육은 도덕적 훈육과 도덕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교
육의 가장 전통적 입장을 대변한다. 이와 같은 윤리수업은 도덕규범, 가치, 덕 등을 전
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치 지향적 수업 모델 또는 가치교육 모델을 지향한다. 이때
윤리수업의 중점은 학생들의 질문이 아니라 규범적 답변이며, 무엇보다도 전통적 윤리
의 실천적 도야에 두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윤리수업은 근본적 가치들을 토대로 ‘규
범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교수방법은 최상의 규범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수
업을 통해 연역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즉,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리(Axiom)로
서 선험적으로 이미 주어진 근본적 가치들을 전제하고 그로부터 하위의 도덕규범, 규칙
등을 연역하여 가르친다. 이런 맥락에서, 이러한 윤리수업은 신학 또는 보다 구체적으
로 가톨릭 윤리 신학과 학문적 맥락을 함께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윤리수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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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윤리교사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윤리교육
은 가톨릭 전통이 뚜렷한 바이에른(Bayern)주에서 출발하여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의 ‘가치와 규범’(Werte und Normen) 교과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덕적 교화
로서의 윤리교육의 장점은 분명한 학문적 전제와 목적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윤리교육은 선험적 전제와 연역적 관계망을 통해 윤리학적 정당화의 문제를 해소시킨
다. 그런데 이는 동시에 현재까지 당연한 전제로 수용되었던 근본적 가치들과 규범들이
의문시될 경우, 윤리수업에서의 그 실천적 수용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
에게 큰 도덕적 혼란을 줄 수 있다(Treml, 1994). 그래서 도덕적 교화로서의 윤리교육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가치교육’(Kritische Werteerziehung)으로서의
윤리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비판적 가치교육으로서의 윤리교육은 인권, 자유, 정의,
기본법 등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와 규범을 가르치고자 노력한다. 도덕적 교화로서의
윤리교육과는 다르게 비판적 가치교육으로서의 윤리교육은 선험적으로 이미 주어진 특
정 가치들을 훈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비판적 가치교육으로서의 윤리교육
은 발달심리학과 교육학을 학문적 토대로 자기반성, 자아성찰, 비판적 가치탐구 등을
지향한다(Wandt, 2003: 132).
윤리적 성찰로서의 윤리교육은 위의 도덕적 교화로서의 윤리교육의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자명하다고 여겨지던 동질적 도덕규범이 상실된 시대에 윤리수업은 논쟁
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가치와 규범에 토대를 둘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수업은
기존의 가치와 규범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 가치와 규범 사이에서 올바른 도
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윤리수
업은 윤리학에 관한 수업,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한 윤리적 원리들을 숙고하는 수업을 지향한다. 이때 윤리수업의 목표는 도덕
성 그 자체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 능력, 책임 있는 행위 능력, 윤리적
역량(ethische Kompetenz)을 기르는 것에 두어진다. 즉, 이와 같은 윤리수업은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 행위의 전제, 조건, 결과 등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도덕적 숙고와 반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규범적 답변이 아니라 ‘도덕적 질문’ 그 자체가 이
러한 윤리수업의 중점을 이룬다. 즉, 이와 같은 윤리수업은 학생들에게 실제적 삶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범적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실제
적 삶의 문제를 윤리 이론, 도덕규범과 가치 등을 기준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성찰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답을 찾는 것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윤리수업은 실제
- 45 -

도덕윤리과교육 제36호 (2012.7)

적 삶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일 학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도덕적 질문’의 종류에 따라 인문학,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 지식까지
폭넓게 활용한다. 교사와 학생들은 윤리수업 장면에서 실제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서로 조언을 줄 수 있는 동등한 토론자가 되어야 한다. 즉, 이와 같은 윤리수업은
학생들의 흥미와 문제에 중점을 두는 학생 지향적 수업이 아니라, 전문적 교사에 의해
선정된 윤리적 논쟁점들을 풍부한 윤리학적 전통의 지평에서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하
는 수업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윤리수업의 장점은 다원화된 사회 현실에서 모든 상황
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규범적 답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성찰을
통해 각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규범적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윤리적 성찰로서의 윤리수업을 통해 자신의 삶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
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덕 판단 능력과 윤리적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와 같은 윤리수업의 단점은 이와 같이 학생들의 ‘윤리적 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고
도의 교수역량을 지닌 교사 인력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며, 학생들이 자칫 “윤
리적 문제와 토론에는 답이 없다.”라는 식의 사유 또는 상대주의적 사유에 빠질 수 있
다는 것이다(Treml, 1994; Wandt, 2003: 127).

Ⅲ. 독일 『윤리』교과서 분석
본고의 Ⅱ단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윤리교육은 ‘윤리’(Ethik) 또는 그 유사
명칭, ‘철학’(Philosophie) 또는 그 유사 명칭, 윤리 또는 철학과는 다르게 복합적인 성
격을 지닌 ‘삶의 설계-윤리-종교’(L-E-R), ‘가치와 규범’(Werte und Normen)이라는 명칭
으로 개설된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은 교육에 있어서도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유로 독일 전체에서 사용되는 단일의 『윤리』교
과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튜링엔(Thüringen), 메클렌부룩-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라인란트-팔츠
(Rheinland-Pfalz)주의 초등학교(Grundschule, 1∼4학년)에서 사용되는 『윤리』(Ethik)
교과서와 브란덴부룩(Brandenburg)주의 ‘삶의 설계-윤리-종교’(L-E-R) 교과와 니더작센
(Niedersachsen)주의 ‘가치와 규범’(Werte und Normen) 교과를 위해 ― 특히, 중등I단
계(Sekundarstufe I, 5∼6학년)를 위해 ― 만들어진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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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nteuer Mensch sein)이라는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교과서 내용 구성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독일의 『윤리』교과서는 가치 관계 확장 또는 생활 영
역 확장을 고려하여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나는 나야”(Ich bin ich) 단원은 자기
이해, 자아정체성 형성 등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함께 살아가기”(Miteinander Leben) 단
원은 가정, 학교 등 가까운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
으며, “우리 곁에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Bei uns und anderswo) 단원은 종교, 문화
등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계 속의 우리”(Wir in der Welt)
단원은 세계와 자연에 대한 이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세계화 시대의 인권, 정의, 국제
원조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윤리』교과서의 이와 같은 단원 구성은 우리나
라 『도덕』교과서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우리·타인과의 관계”,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라는 단원 구성과 ― 각각 3번째 단원
과 4번째 단원의 순서와 내용이 조금씩 바뀐 것으로 보이지만 ― 비교적 유사한 성격
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독일은 종교적(기독교, 가톨릭) 전통이 강하고, 윤리교과
가 종교교과를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인지, 『윤리』교과서의 3단원에서 종교
적 전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 우리나라의 『도덕』교과서와 다른 ― 특징이다.
독일의 『윤리』교과서의 단원 설정 취지와 학년별 내용 구성을 정리하면 각각 <표3>
과 <표4>와 같다.

<표3> 독일 『윤리』교과서의 단원 설정 취지
단원명

나는 나야

단원 설정 취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며, 자신이 도덕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신념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가정, 학교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규칙을 준수하는 것,

함께 살아가기

친구의 중요성 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해결하고 화
해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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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에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

세계 속의 우리

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종교의 기능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른 종
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른 것, 낯선 것에 대한 관용
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와 자연에 대한 이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이해, 자
연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지 함양, 세계화 시대의
인권, 정의, 제3세계 문제(국제원조) 등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4> 독일 『윤리』교과서의 학년별 내용 구성

단원명

교과서명

윤리1/2

단원 목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자신의 소망을 설계하고,
시간의 중요성과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하
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자아정체성의 근거를 이해하고, 진정한 용기에 대해

나는 나야

윤리3

논의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자
신의 삶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생각해본다.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랑, 소망 등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왜 소중한지를 이해한

윤리4

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가장
바람직한 도덕 판단에 이를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가족 구성원과 학교 구성원들에 대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숙고하며, 공동체 내의

윤리1/2

규칙의 필요성과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친
구와 잘 지내는 방법과 친구와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함께 살아가기

해결하는 방법을 익힌다.
친구의 의미와 소중함, 친구로서의 책임, 친구와 사
윤리3

이좋게 지내는 방법, 친구와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

윤리4

하는 방법 등을 익힌다.
친구 및 다른 사람과의 바람직한 교제방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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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 가족과 같은 작은 공동체의 전통과 규칙,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할 규칙과 상호존
중에 대해 논의한다.
각종 종교 기념일의 시기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다
윤리1/2

우리 곁에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

른 나라의 같은 또래 아이들의 삶을 조사하며, 어린
이의 권리에 대해 이해한다.
그리스도교(기독교 및 가톨릭)가 우리 생활 속에 새

윤리3

겨진 흔적, 성경, 기념일, 종교개혁, 크리스마스의 역
사, 그리스도교의 의식과 행사 등을 이해한다.
종교와 종교적 질문의 의미를 생각하고, 유대교, 그

윤리4

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의식을 이해하며, 이웃사랑과
낯선 것에 대한 배타심을 버리는 자세를 갖춘다.
세계와 자연의 신비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인간과 자

윤리1/2

세계 속의 우리

연의 바람직한 관계와 생명 존중의 의미를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태도를 기
른다.
시간과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

윤리3

라는 사유를 토대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을 갖는다.
공정성과 불공정성, 어린이의 권리, 시간의 의미와

윤리4

그 소중함,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에 대해 이해하고,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독일 중등I단계(Sekundarstufe I)의 5∼6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사는 과
정의 모험』(Abenteuer Mensch sein) 교과서는 브란덴부룩(Brandenburg)주의 ‘삶의 설
계-윤리-종교’(L-E-R) 교과와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의 ‘가치와 규범’(Werte und
Normen) 교과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 단원들이 윤리적 주제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단원별로 각각 철학적 주제, 윤리적 주제, 종교적 주제 등에
중점을 두거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주제가 혼합된 경우도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교과서는 도덕적 삶을 위한 실천적 지침을 주고, 실제 삶 속에 경험하는 구체적 문
제들을 해결하며, 도덕적 성찰과 탐구의 방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철학, 윤리학 이외에
도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된 구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사람으로 사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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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모험』교과서의 단원 설정 취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독일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교과서의 단원 설정 취지
단원명

단원 설정 취지
이 단원은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주요한 철학적 질문
들에 대해 숙고하고, 세계의 탄생과 출발점 등 세계와 관련된 여

세계에 대한 물음

러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원
은 전반적으로 철학의 기초적 질문들에 대해 숙고하고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이 단원은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공동체 속의 인간

깨닫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자신을

공동체 속의 개인으로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화, 인간에 관 이 단원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간의 삶과 도덕적 과제에 대해
한 신비로운 역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이 걷는 길로 이 단원은 유대교, 그리스도교(기독교, 가톨릭), 이슬람교의 역사,
서의 종교들
주요 교리 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에서 살아가 이 단원은 자연의 의미,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보호의 중요성
기, 그리고 자연 등에 대해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이 단원에
과 함께 살아가기

서는 ‘물’을 주제로 논의한다.
이 단원은 인간의 삶 속에 등장하는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 논

삶의 수수께끼

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이 단원에서는 ‘시간’

낯선 사람과 신뢰
할 수 있는 사람

행복과 고통

을 주제로 논의한다.
이 단원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낯선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들과 어떻게 바람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
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원은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의 다양한 종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롭고 비폭력 이 단원은 정의, 공정한 분배, 공정한 결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적 행위 - 더 이 폭력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정의롭고 비폭력적으로 살아가
상 꿈이 아니다!

는 방법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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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 구성 방식과 특징
독일의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을 위한 『윤리』교과서의 하나의 대단원은 그 주
제와 내용을 소개하는 도입 부분과 10여개 내외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
후반부에 대단원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없다. 대단원의 도입 부분은 두
쪽에 걸친 큰 사진 또는 삽화를 배경으로 4∼5개 정도의 짧은 질문 또는 짧은 글을 통
해 해당 대단원의 주제와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독일의 5∼6학년 학생들을 위한 『사
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교과서의 하나의 대단원은 그 주제와 내용을 소개하는 도입
부분, 대단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6∼8개의 소단원,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활동으
로 구성된다. 대단원의 도입 부분은 두 쪽에 걸쳐 대단원 주제와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
여줄 수 있는 짧은 글과 주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단원 도입 부분의
구성은 대단원 학습목표를 개조식이 아니라 질문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자체로 탐
구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관심과 학습의욕을 이끌어낸다고 판단된다.

<그림1> 『윤리1/2』 2대단원 도입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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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2대단원 도입부 예시

독일의 『윤리1/2』교과서의 각 소단원은 본문에 긴 읽기자료를 주지 않고, 사진이
나 삽화와 함께 짧은 글이나 단어를 주거나, 4∼6컷 정도의 만화로 내용을 구성하거나,
두 명의 대화를 통해 생각할 문제를 주거나, 주제와 관련된 동요를 제시하는 등의 방식
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3』, 『윤리4』교과서의 소단원 구성 방식은 『윤리
1/2』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3, 4학년용 교과서는 1/2학년용 교과서에 비해 본
문 내용이 길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과 학습 분량을 고려
하고,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구성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각
소단원은 일반적으로 1쪽으로 구성되며, 각 소단원의 말미인 각 쪽의 하단은 본문 내용
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활동하기 과제’(Aufgaben zum Nachdenken und Bearbeiten)와
‘어린이 철학자를 위한 과제’(Für kleine Philosophen)로 구성된다. 이 중 ‘생각하고 활
동하기 과제’가 본문 내용과 직접 연관된 질문들로 구성된다면, ‘어린이 철학자를 위한
과제’는 해당 소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심화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소단원 구
성 방식은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토론하는 교육”, 즉 도덕적 탐구, 도덕적 성찰,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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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추론과 토론 등을 강조하는 독일 윤리교육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림3> 『윤리1/2』교과서 소단원 예시

독일의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교과서의 각 소단원은 일반적으로 2쪽으로 구
성되며, 1∼1.5쪽 정도 분량의 읽기 자료, 그 자료와 관련된 ‘생각할 문제’ 3∼4개와 ‘철
학적 사유 문제’로 구성된다. ‘생각할 문제’가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
된다면, ‘철학적 사유 문제’는 본문의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사유하거나 심화하는 질문
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생각할 문제’와 ‘철학적 사유 문제’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하는 협동학습보다는 각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성찰하는 문제들로 구성된
다. 그리고 각 소단원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습활동(예를 들어, 마인드맵, 역할놀
이 등)은 ‘방법’(Methode)이라는 코너로 제시되며, 삶 속의 구체적인 문제를 숙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 윤리학과 독일어, 역사학, 지리학, 생물학, 체육학, 음악 등 다양
한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 ‘학문 연계’(Fachübergreifend)라는 코
너가 마련되어 있다. 각 대단원 마무리 부분은 ‘생각할 문제’, ‘철학적 사유 문제’ 및 학
생활동 중심의 ‘프로젝트’(Projekt)라는 코너로 구성된다. 이 ‘프로젝트’라는 코너는 우리
나라 도덕과의 수행평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코너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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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대개 10여줄 내외의 글과 함께 3∼4개 정도의 ‘생각할 문제’가 주어진다. 그리고
이 코너들 역시 많은 경우 다른 학생들과의 협동학습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성찰하는 문제로 구성된다.

<그림4>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소단원 예시

Ⅳ. 결론: 우리나라 도덕과교육에 주는 시사점
본고는 독일의 윤리교육의 성격과 위상, 각 주별 실시 상황, 목표, 내용 유형 등을 분
석하였고, 독일의 초등학교 과정 『윤리』(Ethik) 교과서와 중등I단계 과정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Abenteuer Mensch sein)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무엇보다도 “외국에 ‘도덕’, ‘윤리’ 교과가 독립 교과로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도덕’, ‘윤리’ 교과가 독립 교과로 존속할 근거가 미약하
며, ‘도덕’, ‘윤리’ 교과를 통한 도덕 판단, 도덕적 탐구, 도덕적 성찰 등 도덕·윤리에 대
한 이론적 접근보다 모든 교과에 걸친 실천 중심의 도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주
장은 적어도 독일의 윤리교육과 『윤리』교과서 사례에서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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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독일의 윤리교육과 『윤리』교과서 분석이 우리나라
도덕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독일의 윤리교육이 우리나라 도덕과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윤리교육의 상황, 한계, 변화 사례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도덕과교육은 현재와 같이
필수(의무)교과로 설정·유지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윤리교육은 역사적으로 정규 필수교
과인 종교교과의 대체교과로 도입되었다. 즉, 독일 사회는 학생들을 윤리적 기본 소양
과 도덕 판단 능력 및 책임의식을 지닌 바람직한 시민으로 기르는 데 있어서 윤리교육
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몇몇 주에서는 현재 윤리교과를 종교
교과의 대체교과가 아니라 선택의무교과(Wahlpflichtfach)로 규정함으로써 윤리교과에
종교교과와 동등한 위상을 부여하고 있으며, 베를린(Berlin)시는 2007/08학년도부터 7학
년 이상에서 윤리교과를 필수의무교과(Pflichtfach)로 지정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원
화되고 민주화된 자유주의 사회에서 비종교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윤리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
결하고, 올바른 도덕 판단 능력과 행위 실천 능력을 갖춘 도덕적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
는 독립된 정규 필수교과로서 윤리교육이 더욱 요청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독일의 윤리교육의 유형과 내용 분석을 통해 윤리교육의 다양화 및 통
합화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독일은 교육자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혹은
심지어 학교별로 서로 다른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의 윤리교
육은 윤리(Ethik), 철학(Philosophie), 삶의 설계-윤리-종교(L-E-R)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윤리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의 윤리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동의 가치와 덕목을 토대로 도덕규범을 가르침으로써 도덕적 인간의
육성과 공동선의 실현이라는 윤리교육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
다는 문제를 지닌다. 따라서 윤리학의 역사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긴요하게 요청하고 있는 공동의 가치와 덕목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
동의 도덕과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요청된다.5)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윤리 교과서
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꾀함으로써 공동체의 요구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
시킬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일의 초등학교 과정 『윤리』(Ethik) 교과서와 중등I단계 과정 『사람으로 사는 과
정의 모험』(Abenteuer Mensch sein) 교과서 분석이 우리나라 도덕과 교과서 개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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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양적 적절성과 도덕적 탐구와 토론
중심의 내용 구성에 관한 문제이다. 독일의 초등학교 과정 『윤리1/2』, 『윤리3』,
『윤리4』 등은 각각 96쪽, 64쪽, 64쪽 등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1∼2년 동안 교과과정
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사와 학생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의 윤리교
과서는 학년별로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특정 문제 상황을 주고 적절한 도덕
적 해결 방안을 스스로 탐구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그 특정 상
황을 묘사하는 삽화와 사진들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즉, 이
는 어떤 특정 가치와 덕목을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다
른 학생들과 토론하여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요컨대, 향후 우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적 분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 스스로의 도덕적 탐구와 성찰,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덕 교과서
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독일의 『윤리』교과서 3단원(우리 곁에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 Bei uns
und anderswo)의 내용 구성은 역으로 도덕과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가치중립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독일 『윤리』교과서
의 3단원은 다문화 시대의 도덕에 대해 일부 강조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독일 사회의
주요한 종교인 가톨릭과 기독교를 주제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원의 성격과 내용 구
성은 실상 종교교과를 대체하는 윤리교과의 성격, 즉 비종교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윤리
교과로서의 성격을 구현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물론 독일의 전반적인 사회와
문화가 종교적으로 채색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원의 내용 구성이 용인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독일의 윤리교과는 본래 정규 필수과목인 종교교과
를 대체하는 교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가치의 다원성을 토대로 가치중립적인 세계관
에 입각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일반적 특징이 된 다
문화, 다종교 등의 특성을 지니는 다원화된 사회에 어떤 특정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이
여과 없이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이러한 시대적 조건에
서 도덕교과서는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가치중립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도덕적 사유, 도덕 판단, 도덕
적 탐구, 도덕적 성찰 등을 강조하는 내용 구성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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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스스로 사유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그래서 독일의 『윤리』교과서와 『사람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교과
서는 공히 도덕적 사유, 탐구, 성찰 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독일의 초등학교 『윤리』
교과서는 ‘생각하고 활동하기 과제’(Aufgaben zum Nachdenken und Bearbeiten), ‘어린
이 철학자를 위한 과제’(Für kleine Philosophen)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 판단 능력을
높이는 인지 중심의 내용 구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중등I단계 과정 『사람
으로 사는 과정의 모험』교과서는 ‘생각할 문제’, ‘철학적 사유 문제’와 함께 특별한 교
수방법이 활용된 경우 ‘방법’(Methode)이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양한 학문적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때는 철학, 윤리학과 다양한 학문들
이 연결된 ‘학문 연계’(Fachübergreifend)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각 대단원의
후반부에는 우리나라 수행평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학생활동 중심의 ‘프로젝
트’(Projekt)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올바른 도덕적 사유, 도덕적 탐구, 도덕적 성찰
등이 도덕적 행위 실천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학생들의 도덕 판단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도덕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도덕적 사유, 탐구, 성찰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
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와 동시에 학년별 인지 발달 수준, 도
덕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덕교육의 방법과 중점을 달리하는 것의 필요성도 인정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 도덕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
덕적 사유, 탐구, 성찰만을 유일한 도덕교육의 방법과 중점으로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도덕과교육은 독일의 윤리교과서의 예에서와 같이 학생들의
도덕 판단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꼭 배우고 실천해야 할 가치와 덕목을 가르칠 수 있는 유효한 방법들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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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Ethics Education and Ethik(Textbook) in Germany

Kim, Nam-J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 status, situation, goal, contents
of ethics education in Germany and the textbooks for ethics education in Germany,
namely Ethik in elementary school(Grundschule) and Abenteuer Mensch sein in middle
school(Sekundarstufe I).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aims to find the
suggestions of ethics education and the textbooks for ethics education in Germany
to our ethics subject education.
The analysis of ethics eduction in Germany is as follows. 1) Ethics education in
Germany can be characterized as alternative subject of religion subject education,
quasi-compulsory subject or compulsory subject. Today, ethics education in Germany
become a equal status of religion subject education. 2) Although ethics education in
Germany is called differently(e.g. Ethik, Philosophie, Lebensgestaltung-Ethik-Religion
etc), ethics education is taught in all states of Germany. 3) The goal of ethics
education is to foster moral competence(e.g. moral judgment, moral practice etc). 4)
Ethics education in Germany can be classified as practical philosophy(Praktische
Philosophie), guidelines of life(Lebenshilfe), moral education(Moralerziehung) and
moral reflection(Moralische Reflexion). In short, moral judgment, moral investigation,
moral reflection etc are emphasized in ethics education in Germany.
The analysis of the textbooks for ethics education in Germany is as follows. 1)
Textbooks are written based on the principle of value relationship. 2) Moral
judgment, moral investigation, moral reasoning, discussion etc are emphasized in the
textbooks for ethics education in Germany.
The suggestions of ethics education and textbooks for ethics education in Germany
to our ethics subject education are as follows. 1) Ethics subject education should be
a compulsory subject. 2) A common curriculum for ethics subject education should
be formed based on core values and virtues. Based on this common curriculum, we
can pursue autonomy and diversity of textbooks. 3) We should review the prop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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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mount and contents of textbooks. 4) We should recognize a diversity of values
and observe the principle of neutrality when we write textbooks. 5) We should
review the propriety of emphasis on moral thinking, moral investigation, moral
reflection, moral reasoning in relation to textbook for ethics subject education.
Key Words: Germany, ethics education, Ethik(textbook), ethics subject education,
moral investigation, moral reflection
1) 본 논문은 『도덕 교과서 선진화 방안 연구: 통일 및 외국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한국교
과서연구재단, 2011. 12)의 “독일” 영역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2) 서강식(1998: 255)은 “어떤 학자들은 외국에는 ‘도덕’이라는 교과목이 없으므로 현행 교육과정
에서 도덕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학문의 사대주의적 발
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외국에 교과목이 있는 교과는 교과로서 존재해도 괜찮으나, 외국에 교
과목이 없으면 교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은연중에 외국의 교육과정을 우리나라 교
육과정 상의 교과목 존폐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성이 미약할
뿐 아니라 설득력이 없다. 교과목 설정은 학문의 분화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많은 교과가 그
와는 상관없이 그 사회의 현실적 요청에서 설정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3) 베를린(Berlin) 의회는 2007/8학년도 새로운 학기부터 7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윤리’(Ethik)를
필수의무교과(Pflichtfach)로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종교’(Religion)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는 보충교과(Zusatzfach)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종
교교과’에 찬성하는 측(Pro Reli e.V.)과 ‘윤리교과’에 찬성하는 측(Pro Ethik)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종교교과’에 찬성하는 측은 종교교과를 윤리교과와 함께 선택의무교과
(Wahlpflichtfach)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들은 종교교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윤리교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교적 세계관과 전통을 경험함으로써 관용의 가치, 삶의 의미 등을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윤리교과’에 찬성하는 측은 “존중, 관용, 헌법의 기본 가치, 갈등의 평
화로운 해결 등은 베를린시에 속한 학교에서 실시되는 윤리수업의 학습목표이다.”라고 선언하
면서, (종교적) 근본주의, 폭력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자유, 평등, 정의 등과 같은 독
일 사회의 기본 가치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다원화, 세
속화 등이 진전된 사회 환경에서 종교교과가 아닌 윤리교과를 필수의무교과로 지정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베를린시의 종교교과와 윤리교과 사이의 논쟁, 즉 윤리교과를 필수의무교과로
지정하는 논쟁에 대해서는 Gräb(2011) 참조 요망.
4) 독일에서 윤리교과는 종교교과에 대한 대체교과(Ersatzfach), 종교교과와 동등한 위상을 지니
는 선택의무교과(Wahlpflichtfach) 또는 필수의무교과(Pflichtfach)의 위상을 지니기 때문에, 지
역 또는 학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주당 2시간 수업이 실시된다. 그리고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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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는 중등학교졸업시험(Sekundarschulabschlussprüfung), 아비투어(Abiturprüfung, 독일대학
입학시험) 등 주요시험의 교과로 지정되었다(Domsgen, 200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2010; 교육인적자원부, 2008).
5) 독일의 도덕과 교육과정과 윤리교과서는 윤리학의 역사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공동
체 구성원들이 긴요하게 요청하는 공동의 가치․덕목을 분명한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상황은 역으로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과정과 도덕교과
서의 토대에 공동의 가치․덕목 설정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도덕과에 주요 가치․덕목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러한 주요 가치․덕목이 어떤 학문적, 경험적 근거에 의해 설정된 것인지, ‘애국심’, ‘통일의
지’ 개념이 다른 주요 가치․덕목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도덕적 가치․덕목인지에 대해서 명
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설정된 주요
가치․덕목들의 학문적, 경험적 근거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공동의 가
치․덕목에 토대를 둔 도덕교과서가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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