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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윤리와 사상』에 제시된 동양 윤리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
그리고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이 단원이 학생들의 윤리적 시각을 정립하고 도덕적 의지를 확충하
는데 있어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양 윤리 단원의 교과 내용은 주로 각 학파를 대
표하는 사상가의 주장을 지나치게 축약시켜 산만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이며, 또 내용
상 오류가 많아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
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덕목과 도덕적 판단이 상호 의존하는 방식을 고
려하고, 전통적으로 수양에 있어 활용되어 온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는 것[自近至遠]’에 입
각하여 교과의 내용을 주제에 의해 다시 분류되고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 글은 동양
윤리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파가 그들의 학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활용해
온 명상법을 재조명할 것을 주문하고, 또 이를 교과의 정식 내용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
각하게 하는 방법을 일깨워 줄 것을 주장한다.
주제어: 윤리와 사상, 동양 윤리, 도덕적 의지, 대학수학능력시험, 도덕적 덕목, 주제, 명상

Ⅰ. 들어가는 말
『윤리와 사상』은 다른 도구 교과와는 달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체계
적으로 밝히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 교과
이다. 그것 가운데 동양 윤리는 핵심 위상을 지닌 부분이면서도 가르치기 힘들고 배우
기도 난해한 단원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동양 윤리는 단순히 옛것을 되짚어 보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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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의를 찾는 단원이 아니라 윤리적 사고의 기반을 형성하며, 오늘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율적인 도덕 판단 능력과 실천 의지를 함양하도록 하는 분야이다(도덕과
교육과정, 2007: 44). 이것을 전제로 볼 때, 현행『윤리와 사상』교과서에 수록된 동양
윤리는 다른 단원에 비해 애착과 관심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홀대를 받
아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교과 내용은 물론이고 그러한 교과 내용을 형성하게 한 교육 목표에 이르기까
지 주밀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 같다. 즉『윤리와 사상』에 수록된 동양 윤
리는 과연 학습자 중심으로 그들의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또 그
들의 삶의 목표와 이상을 실현케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요구되
는지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동양 윤리를 왜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양 윤리가 우리 청소년과 이 사회에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고 다음으로 2007
년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개정 고시된 동양 윤리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교과 내용은 어
떻게 어떤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
을 통해 동양 윤리 학습의 의의와 목표가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여기서 진일
보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의 문제, 즉 2011년부터 새로운 교과서로 학습하게
될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이 글은 현행 교과서가 과연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인 한국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제대로 구성하
고 있는지, 또한 내용 진술에 있어서의 오류를 바탕으로 한 수업 결과가 실제 학생들에
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행 교과
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적 연구와 제언이 있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앞선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학생들의 관점, 그리고 현장 교사로서의 입장에
서서『윤리와 사상』속의 동양 윤리 단원이 학생들의 윤리학적 시각을 정립하고 도덕
적 의지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언급하고 싶은 점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현행『윤리와 사상』의 Ⅱ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인 동양 윤리
부분이 학습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불만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사실이다.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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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동양 윤리 단원이 원래 추구했던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교과 내
용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학생 스스로도 동양 윤리는 바람직한 삶
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의미 있고 필요한 단원이라는 확신을 지니게 하
기 위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 방법의 한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Ⅱ. 동양 윤리의 의의와 교육 목표
1. 동양 윤리의 의의

현행『윤리와 사상』교과서가 말하는 동양 윤리란 ‘우리 민족과 오랜 교섭을 통하여
정신과 문화에 있어 깊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윤리’로 그 범위를 줄인 것이다. 우리 민
족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 윤리로는 유․불․도의 삼가(三家)이다. 우리는 이러한 동
양 윤리가 지닌 의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동양 윤리는 중
요하다고 말해 왔고, 또 현대 사회가 지닌 병리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동양 윤
리가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고 설득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양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문명에 한계를 느끼고 동양 윤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상 우리가 우리의 것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도 말해 왔다.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동양 사상학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치면서 동양 윤리 이론에
있어서도 괄목의 진전을 이루어 왔다. 다만 이러한 성과가 동양 윤리가 지닌 본래적 가
치에 대해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지, 또 그것들이 오늘날 학생들의 윤리 지침
서인『윤리와 사상』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삼 생각
해 볼 문제라고 여겨진다.
동양 윤리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파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절대 가치는 인간
이 인갑답게 처세하는 방법, 즉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나’에서 시작되는 동양 윤리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와 그(것)들’이 상호 갈등과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의적이며 호혜적인 관계에 있음을 웅변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
해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유․불․도의 핵심 화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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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사랑’이다. 이 두 화두를 떠나서는 유․불․도를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다. 인간
은 왜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점들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논리가 만들어 지고 논쟁이 발생했으며 이론
이 성립되어 왔다. 특히 유교 윤리의 경우 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연령별,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즉 대상과 장소에
따라 사랑을 달리 표현하고 그 실천하는 방법도 달리하면서 이론적 설명을 하고 있다.
실제 한국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가치의 이론과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 또 그것
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박찬구, 2006: 303)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양 윤리는 인간과 사랑이라는 일관성을 바탕으로 엄밀하면서도 간결한 체계를 지
녔다. 그러므로 동양 윤리는 사랑을 확충하기 위한 학문체계이며, 인간으로서 바람직하
게 사랑하게 하는 품성을 길러 주는 교육체계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실천체계이다. 따라서 동양 윤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학파는 잡
다한 많은 지식보다 하나를 제대로 알아 습관화하고 궁극적으로 실천하는 인간을 이상
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동양 윤리의 이 같은 사랑에 대한 애착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를 초월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동양 윤리가 세계의 윤리를 계도해야 할 충분한 자격을 지닌 윤리라
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민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전통’이어서 의미를 지니는 것
이 아니라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세계성을 지닌 윤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의의를 지
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 가치가 ‘오늘날 우리
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의 관점(박찬구, 2006: 307)에서 전통적 가치를 새롭
게 해석하는 기본자세라고 본다.

2. 동양 윤리 교육의 목표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시된 교육의 방향은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이행을 요구하며, 획일적이고 서열화 된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의 개혁
을 요구하였다. 이에 준하여 윤리 교과는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
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규범을 익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족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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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르고자 하였다.
따라서 1997년에 고시된『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윤리와 사상』의 일반 목표로
‘윤리 및 사상의 중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인으로서 올바
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체적이고 종합적인 윤리관과 사회 사상적 틀을 확립한
다.’를 설정하였고, 다시 4개의 영역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중 동양 윤리와 관련된 목
표를 보면, ‘동․서양 및 한국 윤리의 흐름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인으로
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인식 체계를 확립한다.‘이다.
그런데 2007년에 개정 고시된『도덕과 교육과정』에서『윤리와 사상』의 일반 목표
는 ‘한국과 동․서양의 주요 윤리 사상 및 사회 사상의 특징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바탕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윤리관과 자율적 도덕 판단
및 실천 능력을 지닌다’로 다소 개정되었고, 동양 윤리와 관련된 영역 목표로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윤리 사상을 성찰하고 재음미하여 한국 전통 윤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윤리적 사유의 틀을 형성한다(도덕과 교육과정, 2007: 45).‘를 제시하였다.
1997년 목표와 2007년의 목표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영역 목표에서 1997년
경우 동․서양 윤리를 병칭하여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2007년의 경우 동양과 서양을 각
각 분리하여 하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근본 의미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를 보
이는 것 같지 않다. 동양 윤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든 ‘성찰하고 재음미’하든 올바르
게 이해하여 ‘윤리적 인식 체계를 확립’하는 것에서 ‘윤리적 사유의 틀을 형성’하는 것
으로 ‘확립’과 ‘형성’사이의 미묘한 어감 차이만 날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2007년 영역 목표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재음미’라는 용어의 선택이다.
‘음미’라는 용어의 본래 뜻도 목표 설정에 있어 적합한 용어인지 다시 생각해 볼 문제
이거니와 도덕과 10학년 과정의 ‘(4) 이상적인 삶’에서 동양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단편
적으로 학습할 뿐인 학생들, 즉 아직 ‘음미’조차 해 본적이 없는 학생들이 ‘재음미’한다
는 것은 목표에 수록될 용어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도덕과 교육과정의 일반 목표에서 1997년과 2007년의 차이점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
다. 즉 1997년의 ‘주체적이고 종합적인 윤리관과 사회 사상적 틀을 확립’하는 것에서 2007
년의 경우 ‘자율적 도덕 판단 및 실천 능력’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다. 동양 윤리의 입장에서 볼 때, 2007년의 일반 목표가 동양 윤리의 필요성과 지향점이
보다 구체적이고 도덕이론에 부합되면서 간명하게 설정되었다고 본다.
먼저, 2007년 교육과정의 일반목표는 동양 윤리를 단순한 전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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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반드시 체득해야 할 당위성을 지닌 윤리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청소년들
의 인간관이나 세계관이 물질주의, 출세주의로 흐르고 있고, 특히 서구의 가치관과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동양 윤리가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동양 윤리 그 자체가 지닌 사상적 정수를 올바르게 성찰하고 이해하게 된다
면 오늘을 살아가는데 바람직한 윤리관의 한 형태로 삼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자율적 도덕 판단이나 실천 능력을 중시한다는 점은 도덕적 지식이 풍부한 사
람이 아닌 도덕적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한다. 동양 윤리는 전
통적으로 지(知)와 행(行)의 문제를 매우 중시해 왔다. 일부의 학파에서는 그것은 일치
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 다른 학파에서는 그것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목표 수립 과정에서 숙고되고 반영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이 과연 현장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할 점은 무엇인가? 즉 이상에서 고찰된 동양 교육의 의의와 목표를 전수하기 위해
가장 숙고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목표를 여실히 반영해야 할 교과 내용일 것이다. 교과
내용은 교과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학습되어야 할 내용이다.
2007년에 고시된 동양 윤리 사상의 목표를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1997년 도덕과
교육과정이 추구한 목표에 입각하여 편성 운영되고 있는 현행『윤리와 사상』교과서
중 동양 윤리 단원에 대한 피이드백이 요청된다.

Ⅲ.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동양 윤리 단원 내용의 문제점
1. 현행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

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학습할 것인가의 문제에 귀결된다. ‘무엇을 어떻게’는 동양 윤리가 어
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교육적 방법에 의해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교과서는 말 그
대로 ‘교과의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또 교과서는 교육 과정에서 제시
된 교과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선정된 내용들을 조직의 원리에 따라 담아 놓은 책
으로 학생들을 독자로 삼는 것이기도 하다는 정의이고, 우리 현실 속의 교과서관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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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것이다(박병기, 2006: 136).
현행 교과서는 이전의 6차 교육과정에 의거한『윤리』국정교과서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접근, 즉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의해 처음 개설되었다.『윤리와 사상』교과서의Ⅰ
단원에서는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Ⅱ단원에서는 그러한 인간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
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 왔는지, Ⅲ단원에서는 오늘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회 사
상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Ⅳ단원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기술되어져 있어,『윤리와 사상』교과서가 어떤 방향을 지
니고 기술되어져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과 구성 방식에 있어서는
대부분 옛『윤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교과서 판형이나 색도의 차이와 같은 작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설정하고 추구해야 할 도덕 교육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옷만 갈아입었을 뿐 몸체는 기존 형
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세기를 열어 갈 새로운 학생들을 염
두에 두지 않은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윤리 교육에 있어서의 그것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역할과 작용은 매우 중요
하다. 교과서는 교수 학습과정에서 단순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설정한 하나의
‘나침반’이며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배워 왜 실천해야 하는지를 일러 주는 ‘말없
는 교사’이다. 시대가 바뀌고 교육과정도 변해 왔지만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교과서가
지닌 중요성과 그것에 준하는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구나 윤리를 학습하는 교과일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또한 윤리 교과서는 ‘의미들의 보석상자’로서의
책이라기보다 제대로 된 ‘텍스트(text)'여야 한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이론만을 고집하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통합하는 입장에서 편성되어야 하며(박재주,
2004:1-2), 이와 같은 입장을 지닌 동양의 선현 중에는 그것을 엮기 위해 평생을 쏟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교범은 동서양을 통섭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아직도
그 영향력을 발휘해 오고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동양 윤리 단원은 현행『윤리와 사상』 교과서가 지니고 있는 문제
점을 고스란히 축약하여 지니고 있다. 현행『윤리와 사상』교과서의 동양 윤리 부분은
74쪽에서 88쪽에 걸쳐 대략 12명의 사상가와 8개의 학파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우
리의 전통 사회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쳤던 유․불․도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
과의 내용은 주로 각 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의 주장을 지나치게 축약시켜 산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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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적지 않은 곤란을 겪어야
했다. 또한 50분 동안 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수 방법은 개념에 대한 해설과 학생
들로 하여금 그것을 외게 하고 제대로 암기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
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도덕적 인식체계와 사상적 틀을 정립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요원해 보이며,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이와 같
은 우려가 반영되어 나타났다. 학생들 역시 동양 윤리를 학습하기가 매우 난해하다고
한다. 원래 동양 윤리가 지닌 개념과 내용의 생소함, 그리고 심오함으로 인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라고는 보기
어렵다. 외야 하고 이해해야 할 개념들이 너무 많아 그것을 제대로 소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왜 배우는지와 무엇을 배우는지 모두를 불투명하게 하여 도덕 교
과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된다.

위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양 윤리 단원이 너무나 많은 사
람과 개념을 다루고 있어서 학습활동에 곤란을 주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교과서의 내
용은 단편적이며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는 학생들의 견해도 주의할 가치가 있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의 불만은 이미 윤리 교과서 전반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지나
치게 단편적 지식을 다룬다는 비판과 학습량이 너무 많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다.2)
책을 읽고 도덕감을 확충하며 일상에서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하는 이는 다름 아닌 학
생이다. 학생들이 배워도 모르고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교과서는 도대체 왜 있는 것
인가? 만약, 교과 내용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면 이것은 윤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또 수요
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왜 배우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
으며, 교과서 내용 자체의 오류나 논리적 비약은 교과서 자체에 대한 매우 큰 불신을 가
져올 뿐 아니라, 국민들의 사고 방향을 그릇되게 유도할 수도 있다(차우규, 2005: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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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교과는 여타의 다른 도구적 교과와는 다른 분야이다. 윤리 교과는 그것을 배우
는 사람의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행동의 변화까지를 요구하는 과목이다. 학생들이 한국
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생의 지침과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수면
자 효과’를 기대한다면 그것에 준하는 최상의 교범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행 교과서가 지닌 문제점

현행 교과서는 앞서 언급된 동양 윤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여실히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로는 학생들을 바람직한 가치관과 삶의 원리를 학습하게
하는 것은 어렵고 단지 기존의 윤리적 가치를 전수하거나 주입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어 ‘도덕 교육무용론자’의 입지를 강화시켜 왔다.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본문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외적
측면과 관련해서 교과서는 학파별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본문 내용과 관련하
여 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의 격언을 두 부분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격언
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먼저 공자와 관련된 74쪽의 격언을 살펴보자.

참된 앎은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고, 독실하
게 실행하는 것이다.

이 진술은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것은『중용』에서 제기된
내용이며 공자의 진술이 아니다. 둘째, 여기서 말하는 ‘참된 앎’과 83쪽 왕수인의 사상
을 설명하면서 언급된 ‘참된 앎[良知]’이 서로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 차라리 번지가 공자에게 인(仁)을 묻는 논어의 내용을 소개 하는 것 등이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도 훨씬 바람직했을 것이다. 교과서 82쪽 ‘(2)동양 윤리의 전개’서
두에 소개된 석가모니의 격언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동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너무나 보편타당한 위의 진술은 석가모니만의 것도 아니며, 석가모니의 중심 사상이
라고도 보기 어렵다. 그리고 ‘(2)동양 윤리의 전개’부분에서는 석가모니의 윤리 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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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교과서 내용 외적인 문제점들은 이미 지적
되어 상당 부분 수정이 되어 왔으나, 여전히 미흡하여 교과서 내용 자체에 대한 신뢰마
저도 저하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교과서의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한 15개의 주(註)는 더 말할 나위 없다. 문제가 되었
던 주를 살펴보면 77쪽에 불교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석존․부처․붓다․여래․세존’이라고 부른다.

위의 주 내용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지발달 정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단순히 공백
만을 메우기 위한 주이다. 만약 석가모니가 여러 이름으로 불리어 진다는 사실을 일러주
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학파별 주의 분량을 맞추기 위함이었다면 교과서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브리만
(Brahman)' 이란 무엇이며 불교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
했을 것이다. 다음의 77쪽의 주는 삭제되어도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경외심(敬畏心)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본문 내용 중의 ‘……이 세상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북돋워 주었으며,
나 자신이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자비를 일으키게 하였다.’는 내용을 보충 설명
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경외심’이라는 용어는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지나치게 친절한 부연 설명이었다고 보여 진다. 생
명이 지니는 내재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경외하기 위해 불교는 어떤 교리를
내세우고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이러한 불교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판단된다. 어떤
주의 경우는 본문에서 이미 기술된 내용을 중언부언 하고 있다. 교과서 81쪽에서는 묵가
의 ‘겸애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를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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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고, 자기 집․자기 나라를 사랑하듯이 다른 나라
를 사랑하면, 천하가 태평하고 백성이 번영한다.

그런데 위의 내용은 본문에서 이미 진술된 내용들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태평하고 번영한다는 내용은 묵가 사상만이 지니는 특색이라고 보기 어렵다. 묵가 사상의 정
수를 간명하게 표출하고, 또 학생들의 도덕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
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묵자 윤리학의 근간이 되는 학설이다. 묵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로움만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학생들은 이러한 주를 통해 천하 혼란의 원인을 유가나 도가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 사상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아울러 묵가의 사랑과 이로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
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형식이나 구성과도 관련된 교과서 본문을 외적 측면에서 보면 현
행『윤리와 사상』은 제대로 구색을 갖추지 못한 구멍가게라는 인상을 버릴 수 없다. 도
가 사상에만 편중된 두 편의 탐구 자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불가의 생로병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아래 왼쪽), 노자의 상석약수를 위해 제시된 사진 자료(아래 오른쪽)
는 아무런 학습적 동기유발이나 이해를 돕지 못한 채 교과서 반쪽 분량을 낭비하고 있다.

아래의 사진 역시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아래 왼쪽 사진은 대성전에서 공자에게 올리는 제례의 한
모습을, 오른쪽은 그 종류를 분간하기 힘든 한 그루의 나무이다. 사진에 대한 설명은 각
각 “공자는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할 것을 강조하였다.”,

“석가모니는 보리

수 아래에서 득도하였다.”고 되어 있다. 제시된 사진 자료가 부실하며, 자료에 대한 설명
- 187 -

도덕윤리과교육 제28호 (2009. 7)

이 자료와 잘 부합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교과서의 내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으로 개정될 교과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중요한 몇 가지 측면만을 살펴보겠다. 먼저
유교 윤리 부분의 공자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공자의 인(仁)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면서도 정작 인을 가장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극기복례와의 상
관관계를 설명해 내지 못한 한계를 보이면서 이 양자는 각기 다른 이론처럼 제시되어 있
다. 또 공자의 수기안인이 마치 통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75쪽의 다음 내용이다.

……통치자는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가 균등하지 못한 점을 걱정해야 한다는 경
제적 분배의 형평성도 강조하며……

교과서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공자가 사회적 재화에 대해 ‘분배의 균등’, ‘경제적 분
배의 형평성’을 추구한 것처럼 기술되어져 있다. 이는 공자의 원의가 다소 왜곡된 것으
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공자가 마치 사회주의식 발상을 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
아마 이러한 문제는 교과서의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의 하나라고 보여
진다. 그런데 이 진술은『윤리와 사상』Ⅰ단원 68쪽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다.

나라나 가정을 다스리는 자는 부족함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위의 두 문장은『논어(論語)』「계씨(季氏)」를 바탕으로 소개된 내용이다.3) 그런데 교
과서는 본래의 공자의 의도를 제대로 담아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원문 속에 백성이 적음
을 의미하는 ‘과(寡)’자와 재물의 궁핍함을 이르는‘빈(貧)’자를 혼용하여 잘못 적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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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그 분수를 얻음을 이른다[謂各得其分]는 의미를 지닌 ‘균(均)’자의 본의가 제대로 전
달되지 못함으로써 일선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공자 사상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만약 공자의 이 진술이 교과서에 인용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이었다면, 그리하여 공자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염원과 이상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면 주자의『논어집주』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되어야 했다.

나라[國]나 집[家]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이) 적음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고르지 못함
을 걱정하며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음을 걱정한다(이문주, 2005: 438).

학생들은 백성의 수(數)가 왜 다스리는 자들의 걱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
하게 될 것이고, ‘적음’과 ‘고름’, ‘가난함‘과 ’편안함’이 어떤 논리적 연결고리를 갖는지
를 고민하면서 공자에게 다가 설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학계의 일반적 견해와 상이
한 혹은 명확한 검증을 요하는 교과서의 한 줄의 내용은『윤리와 사상』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 밖에도『윤리와 사상』교과서 동양 윤리의
유가 윤리에 대한 부분에서 맹자의 사단과 왕도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였고, 순자의
예(禮) 사상과 관련된 기술도 순자의 예에 대한 정확한 의미 규정과 그것이 순자 사상
에서 지니는 의의 등을 완벽하게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교 윤리를 설명
하는 78쪽의 첫째 부분이다.

도가 사상은 당시 사회의 혼란상을 유학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았다. 도가는
노자(老子, 기원전 579?~기원전 499?)에게서 비롯되어…….

여기서는 두 가지를 숙고해야 할 점이 보인다. 먼저, 소제목을 ‘도교 윤리’라고 소개
하고 돌연 ‘도가 사상’이라고 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도교와 도가의 구분을 애매하게
한 점과 “도가 사상은 당시 사회의 혼란상을 유학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았다.”는 진
술과 곧 이어 제시된 노자와 장자에 대한 소개 내용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다
는 점이다. “도가 사상은 당시 사회의 혼란상을 유학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았다.”는
진술은 교과서 기술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이 축약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
어지는 79쪽에서 노자가 제기한 당시 사회가 혼란에 빠진 이유를 비교적 소상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은 불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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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도덕경』제18장4)을 인용한 교과서 본문 내용이다. 이 내용은 노자 본래 뜻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충분하게 기술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심각한 혼란만 가중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도(大道)가 없어지면 인의(仁義)가 강조되고, 지혜가 발달하면 크나큰 거짓이 판
을 치며,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면 효도와 사랑이 생겨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충신이 나오게 된다.

노자는 위의 글을 통해 우리가 보통 귀하게 여기는 윤리적 가치가 강조된다는 사실은 결
국 그런 윤리적 이상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또 인(仁)
이나 의(義)와 같은 유교식의 최고 덕목이 완전히 실천되는 사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덕목의 실천만으로는 완전한 사회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덕목이
더 이상 문제되거나 필요하지 않은 사회, 윤리적 제약이나 규범에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니
라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완전한 자유의 경지를 구가하는 사회(오강남, 2004: 89)를 노자는
지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해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18장 내용에 대한 위의
번역 역시 정확하지 못하였다.5) 이 밖에도 무위자연의 도와 겸허와 부쟁을 말하고 있으면
서도 상선 약수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소국 과민을 노자의 정치 제도로 소개하는 것 역시 학생들에게 혼선만 부채질하였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긁어 부스럼, 혹은 털어서 나는 먼지로만 치부할 수 없다. 이
런 교과서를 바탕으로 동양 윤리의 특징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매우 난해하며, 오늘
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관과 도덕 판단 및 실천 능력을 함양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
이다. 이러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동양 윤리를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
이 될 것을 요구했던 우리 모두는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가해자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3. 교과서 내용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지금까지 우리는 현행『윤리와 사상』교과서가 학생들의 동양 윤리 사상에 대한 깊
은 이해와 사유의 틀을 형성하여 도덕심을 제고한다는 요지의 목표 아래 저술되었으나,
교과서의 내용이 단편적이며 눈에 띄는 오류가 적지 않아 이러한 목표를 수행해 나가
는데 있어 다소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점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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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명하게 저술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며, 향후 새로운 교과서를 저술하는 과
정에서 이러한 점들은 반드시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 새롭게 편찬
된 교과서 형식이나 내용상의 문제가 지적되면 신속하고 신중한 재검토를 통해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에도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서가 지닌 문제점이 어떤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든 현행 교과서에서 주어진 내용
만으로는 학생들이 도덕적 사고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실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수학능력시
험은 대학에서 인문, 사회계열의 학문을 수학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탐구능력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윤리 교과를 통해 함양되어야 할 도덕적 자질을 측정함으로써 고등학
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고 있다.6) 그리고 그런 취지에 입각
하여 출제된 실제 문항을 보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교과서 내용은 탐구형
문항으로 출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4. 다음 두 인간관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 사단(四端)은 마치 사람이 사지(四肢)를 타고 나는 것처럼 누구나 타고 나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것은 각자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나) 인간의 성품은 본래 악하며, 그 선한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인간은 나면서
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며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
로 따르면 사회적 악에 이르게 된다.

<보

-

기>

ㄱ. 내면적 도덕성을 확충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ㄴ. 인간의 선천적인 성품을 선이나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ㄷ. 인륜이 구현되고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는 도덕적인 사회를 추구한다.
ㄹ.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위 문항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5번 문항이다. 맹자와 순자의
인성론과 관련하여 언제나 상반되는 입장이라는 관점 아래 평면적으로 학습해 온 학생
들에게 수험생들을 상당히 당혹하게 만든 문항이었다. 이 문항과 관련된『윤리와 사
상』에서 주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Ⅰ단원 15쪽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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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설은 사람이 생득적으로 순선(純善)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육체를 지
닌 존재이기에 정욕(情慾)이나 환경에 의하여 악행을 자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성악설에 의하면, 인간은 그 본성이나 감성적 욕구가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충동이나 공격성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는 성선설과 성악설의 특징을 간명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어지는 교과서의 내용
은 맹자와 고자의 인성에 관한 학설을 병렬하여 기술하고 있다. 맹자와 순자의 인성론과
관련해서는 다시 Ⅱ단원의 동양 윤리 부분 75쪽과 76쪽에 걸쳐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맹자는……사단(四端)을 근거로 하여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76쪽의 순자
는 성악설을 주장하면서 옛성현들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행실을 갈고 닦아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化性起僞].”라고 하였다.

위의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위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어
디에도 학생들에게 깊은 사고를 유도하는 내용, 즉 양자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맹자와 순자가 인간 본성을 규명하고자 한 궁극적인 의
도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만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더라도 전혀 생소할 수
없는 문항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점은 이 문항은 정답이 없는 문항 오류라는 사실이다. 즉
교과서의 내용에 충실할 경우 답은 ⑤번일 수 있겠지만, 유가의 입장에 근거할 때 <보
기>에서 제시된 ㄷ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이미 이 글의 10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
회적 재화의 고른 분배를 주장했다는 점은 맹자와 순자의 공통된 주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 혹자는 유가가 이상사회를 삼았던『예기』「예운」편의 ‘대동 사회’가 재화의 고
른 분배를 주장한 사회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대동 사회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사리진 사회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사회적 재화가 고
르게 분배된 사회라고 볼 수 없다. 교과서 오류가 곧 사실의 왜곡을 낳은 셈이다. 학생들
로 하여금 동양 윤리를 제대로 성찰하고 올바르게 음미하도록 하는 데 있어 교과서가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사례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9번 문항이다. 묵자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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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이 문항은 학생들로
하여금 동양 윤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도덕적 실천을 생각하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문항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시험 결과 학생들의 실제 정답률은
16.54%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19. (가)의 관점을 지닌 사상가가 (나)의 사례에 대해 제시한 문제점의 원인과 그
해결책으로 바르게 짝지어 진 것은? [3점]
(가) 천하의 혼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것은 자신과 자가와 자국의 이
익만 강조하고 타인과 타가와 타국은 홀대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남을
자신의 몸처럼 아낀다면 남도 나를 자신의 몸처럼 존중할 것이다. 이렇듯
서로 사랑하고 이로움을 나눈다면 천하가 태평하고 백성이 번성할 것이다.
(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냉대를 은근하게 고발한
TV 코미디가 있었다. 이 코미디에서 묘사된 주인공은 누구나 범할 수 있
는 실수에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갖은 수모를 당하였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였다. 그 역시 한 국가
와 집안의 소중한 아들임에 틀림없을 텐데……. 그가 당한 고초가 혹 부메
랑이 되어 우리 사회에 되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제점의 원인

해결책

①

조화정신의 부족

서(恕)의 윤리

②

사회 제도의 미비

겸상애(兼相愛)

③

인간의 선천적인 이기심

화성기위(化性起僞)

④

진정한 이로움에 대한 몰이해

겸상애(兼相愛)

⑤

상대에 대한 배려 정신의 결여

서(恕)의 윤리

정답율이 20%미만이라면 변별력을 상실한 문항이라는 의미이다. 제시문만 제대
로 읽어도 쉽게 답이 추론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아 보이는 문제임에도 이처럼 변별
력을 상실했다는 말은 학생들이 묵자를 배우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
하는 것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묵자는 81쪽에서,

묵자를 계승하는 학파인 묵가는 겸애설(兼愛說)을 통하여 ‘자신(自身)’, 자가(自
家), 자국(自國)을 사랑하듯이 타인(他人), 타가(他家), 타국(他國)도 사랑하라고 주
장하였다. 유가의 인은 사랑을 주요 내용으로 삼으면서도 존비친소(尊卑親疎)의 구
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반하여, 겸애는 무차별의 사랑인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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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교과서의 주(註)에서는 묵자의 겸애설에 대하여 중언부언하고 있다. 묵자의
겸애를 말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交利)’를 말하지 않
은 것이다. 다시 말해 묵자 사상의 정수를 심도 있게 축약해 내지 못한 것이다. 이상의
두 문항을 통하여 우리는 교과서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도덕적 지식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가
태생적으로 지니는 분량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반드시 학습
하고 알아야 하는 관련 지식에 대해서는 제시되어야 할 내용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학
습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덕적 지식을 실제 생활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노력과 자세를 유도하지 못하
고 있다. 이점은 동양 윤리 교육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윤리 교과에 대해 염증만 유발시키고
윤리는 난해하다는 인식만 심어 주면서 일종의 기피현상을 낳게 한 것이다.

Ⅳ. 동양 윤리 교육 방법의 새로운 모색

1. 교과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우리가 동양 윤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도덕적 지식을 많이 지닌 학
생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지닌 학생을 배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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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러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차우규, 2005: 216).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양 윤리를 학습한 이후 자신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지를 설문해 보았다. 오늘날 윤리 교육 현장의 모습
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실제 학생들 스스로가 체득한 행동의 변화라기보다는『윤리와
사상』의 교과를 통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변화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적 지식을 기반으로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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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실에 실천하고자 하는 일이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와 사상』속의 동양 윤리 단원에서는 효(孝)에 대한 내용이 극히 빈약한데도
학생들은 자신들의 장래나 국가관보다는 ‘부모에 대한 사랑’ 등과 같은 대인 관계를 동
양 윤리 학습 이후 자신에게 나타난 행위 변화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만약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도덕성 제고와 정립에 기대 이상의 효과가 예상될 것이라고 본다. 이와 연계
하여 앞으로 교과서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를 설문해 보았다.

설문에 의하면 학생들은 현행 교과서 내용 구성의 획기적인 전향보다는 교과서의 내
용을 수정하거나, 좀 더 심화 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전체 응답의 69%를 차지하고 있
다. 이는 현행 교과서의 수준이 자신들의 인지적 수준에서 크게 미흡하다는 뜻이다. 또
한 앞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들이 진정 배우고 싶은 점에 대해 교과서가 다
소 충분하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흔히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윤리와 사
상』의 교육의 본래 방향이 실종되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위의 학생들의 견해를 들
여다보면『윤리와 사상』, 특히 동양 윤리가 기피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입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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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에도 도움이 안 되는 교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알고 싶은 점, 즉 도
덕적 지식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새로운 내용 구성 방향에 관한 제언

2007년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등학교 도덕과에서는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올
바른 가치판단 능력을 함양하여 자율적인 도덕인을 길러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도덕과 교육 방법도 덕목 중심의 교육 방법과 판단력 중심의 교육 방
법으로 체계화가 요청되며(정탁준, 2006: 233), 이러한 방법을 뒷받침할 교과 내용 역시
학생들의 인지 발달 정도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입체적 사고를 가능하
게 해야 할 것이다.
박병기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서 본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
본적 틀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동서양의 윤리 사상을 주체적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하
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는 실천적 주제를 중심으
로 사상사적 관점에서의 의미 있는 내용들을 직접 그 원전 속에서 찾아 제시하는 방법,
둘째로 윤리학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재구성하여 설명
하는 방법, 셋째는 고등학생들의 수준에서 직면할 수 있고 또 직면해야 하는 윤리적 질
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는 화두적 접근법(박병기, 2006: 148)이 그것이다. 이것은
윤리 교육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이론이라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학생
들에게 폭넓은 윤리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함양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박병기의 관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원칙을 모두 통합하여 도덕적 덕목과 도덕적 판단
이 상호 의존하는 방식(정탁준, 2006: 252)을 고려하고, 전통적으로 수양에 있어 활용되
어 온 자근지원(自近至遠)에 입각하여 교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구성하는
하는 것이 교육 방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먼저, 분류에 있어서 학파별 시대순에 의거하는 것보다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
는 전통적 수양 절차에 따라 구분하되, 학생들의 접근과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체
성의 확립, 바람직한 가정, 존경받는 사회생활, 나와 세계 등의 소단원으로 제시한다. 하지
만 어떠한 철학 사상도 그 시대와 분리되어 고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 자료를
통해 윤리 사상가들의 계보나 연보 등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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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각 소단원에서는 반드시 체득되어야 할 핵심 덕목들을 설정하고, 이에 주안점을 두
고 교과의 내용을 학습하게 한다. 또한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제시된 덕목을 중시해 왔던
학파의 주장이나 입장을 학습하고, 그것들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다.
셋째, 탐구 자료를 보다 구체화하고 심도를 갖추어 구성함으로써 학파별 특성을 이해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도덕적 견해를 함양하고 종국에는 도덕
적 판단과 의지를 지니게 할 수 있게 유도한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간
명하게 정리해 본 것이다.
분류

정체성
의 확립
(수신)

바람직
한 가정
(제가)

존경받
는 사회
생활
(치국)

나와 세
계
( 평 천
하)

덕목

핵심개념

내용 요소

탐구자료(윤리적 사고)

신념
극기

사단
화성기위
무위
연기
좌망

• 유가와 도가의 인간관의 차이점
- 인간관의 차이와 사회관의 차
이의 상관성
• 맹자, 고자, 순자 인간관의 공통점
• 수기, 양생, 수행의 궁극성
- 각 학파의 수양관이 상이한 이유
- 각 학파의 수양 이론 중 유사한 점

‣ 유 ․ 불 ․ 도가 제시한 인간
생성의 근원에 관한 이론 중
어떤 학파의 견해가 가장 합
리성을 지닌다고 보는가?
‣ 교육 유익(有益)과 무익
(無益)이 지닌 의의는 무엇
인가?
‣ 오늘날 가장 요구되는 수
양관은 무엇이며 왜 그런가?

사랑
화목

인(仁)
음양
자비
도(道)
공(空)

•
•
•
•
•

인의 함의와 극기복례
부부관계
자녀를 키우는 방법
효와 우애
내리사랑

‣ 인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요
구되는 자세는 무엇인가?
‣ 유교와 불교는 바람직한 부
부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왕도
겸애
이상국가

•
•
•
•
•

공 ․ 묵 ․ 맹의 주유천하
왕도와 정명
실천하는 겸애[止楚攻宋]
법치의 후세 영향
각 학파의 이상사회

‣ 인위와 무위 중 어떤 것
이 더 바람직한가?
‣ 겸애와 별애는 어떤 장점
을 지니는가?
‣ 오늘날의 사회는 어느 학
파가 제시한 이상사회에 더
근접해 있다고 보는가?

우정
정직
배려
책임

경외
정의

천(天)
우주론
이기론

• 자연을 바라보는 각 학파의 관점
• 우주의 본원 이와 기와 세계
• 실천에 대한 주자와 양명의 관점

‣ 각 학파의 자연관과 자연과
학 사상의 발전과는 어떤 관계
를 지니는가?
‣ 양지는 왜 실천되어야 한
다고 보는가?
‣ 이론과 실천은 어떤 관
계에 있는가?

물론 위의 표는 보다 더 보완되고 구체화되어야 하겠지만 이제껏 우리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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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설정하고 분류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분류에 의한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첫째, 학파간의 관계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학자들을 전반적인 맥락에서 분류
하고 분석하기 어렵다. 셋째, 자칫 다소 산만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닐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몇 가지의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며 제기된
문제점에 상응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은 주제별로 다양한 이론을 접할 수 있다.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동양 윤리가 지닌 특색과 그것이 지니는 현대적 의의를 학생 스스로 자
각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학파와 종파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오히려 명확
하게 분별해 낼 수 있어 학생들의 윤리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각 주제별로 학자들의 사상을 고루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윤리와 사상』에
비해 보다 심층적인 단계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생들은 보다 심도 있게 도덕적
지식을 확충하여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할 경우 보다 높은 자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셋째, 주제에 대한 학파간 비교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시각을 길러 주고
자신에게 적합한 모델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신장시켜 줄 것이다. 동시에 주제와 관련된 도덕성의 진정한 함양은 고립된 개
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보다는 도덕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참여(정창우, 2006: 218)
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자각하게 하여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서 비롯하여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세계로 구분하여 반드시
생각하고 익혀야 할 화두를 정하고 그것에 적합하게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때 비로소 앞서 언급된 교육 목표,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에도 부합될 것이다.

3. 새로운 교수 방법의 개발

통상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서로 마주보는 수업을 진행하다가 장학사가 온다든지 연
구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 6명 정도가 짝을 지워 서로 마주보게 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전시적 태도에 대해 10학년 정도의 학생들은 전혀 낯설어 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도덕 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동양 윤리가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하고, 또 교과 내용과도 충돌없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교
수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본 연구자는 자성명상을 최소한 동양 윤리 단원을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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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이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자성명상이란 스스로 성찰한다[自省]는 의미와 기존의 명상(冥想)을 합성시킨 용어로
서 학생 스스로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통찰하여,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학생 자
신의 주의 주목을 넓히기(정창우, 2006: 356) 위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자성명상
의 시간은 1회 3분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2개 문항 해결에 주어지는 시간이다.7) 이 시간동안 학생들은 유, 불, 도의 주요 삼가에
서 적극 활용하였던 전통적 수양법인 명상을 활용하여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력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먼저 동
양 윤리를 통해 올바른 명상법을 학습하게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수업 방법은 이미 많이 제기 되었고 또 실제 적용된 적도 있으며 장학사
를 불러 시범을 보인적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정착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명상과 관련된 호흡과 집중력 등의 전통적이면서 효율적 기법이 제대로 정립되
어 학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명상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지속성이 경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35명의 학생 중 절반은 졸고, 다시 그 절반은 잡념으로 시간을 보낼지
라도 윤리 수업시간의 명상은 버릇처럼 이어져야 한다. 명상은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실천하게 하고 그것이 습관화만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학생들의 자율 의지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둘째, 명상 효과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실시한 명상의 효과,
즉 과연 자성명상이 학생들에게 반성적 사고와 더불어 도덕적 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가에 대해 불신해 왔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 학생은 도덕적인 학생이 될 수 없다. 또
한 생각하는 시간 3분은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다. 비록 제도에 의해 수동적이긴 하지
만 명상을 통해 학생들은 무언가를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 우리가 목
표로 하는 자율적 도덕 판단 능력이 학생들에게 내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성명상법이 표류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윤리와 사상』을 담당한 대다수
교사들의 게으름 때문이다. 교사들이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지속하였다면 얼마든지 좋
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성명상은 지금과 같이 답보 상태가 아닌
보다 더 발전적인 형태로 변모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의심했고 게을렀다. 교사들
이 열정과 상상력을 지니지 않는 한 아무리 탁월한 교육 목표가 정립되고 교과서가 개
편되어도 동양 윤리를 통해 학생들의 사유의 틀을 형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학교 교실 수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사고하는 습관 형성을 목표로 삼아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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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는 행동의 변화를 지향하는 이 같은 방법이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
러나 학생들의 윤리적 틀을 형성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는 계속하여 새로운 방
법을 찾아 적용,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에 제시된 명상이 적용된 수업 모형의 예를 다
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다.8)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사의 주관으로 학생들은 자성명상을 실시한다. 이때 전통 음
악과 함께 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교사에 의해 공자
의 인과 관련된 지식과 원리 그리고 학설 등의 지적인 측면이 소개되고 학습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이 학습을 주도해 나간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민감성을 일깨워내야 한다. 가령, 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
로 실천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들을 자극하
고 유도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학습한 인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열망과 의지, 도덕
적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진작시켜야 한다. 교사는 공자가 인을 일상에서
실천한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자성명상으로 수업을 종료한다. 학
생들이 마지막 단계의 자성명상에서 무엇을 생각할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학생들은
무슨 생각이든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도덕적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숙고를 거쳐야 한다는 것만을 인식해도 자성명상은 그 교육적 효과를 거둔 것이다.
위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실제 수업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단계
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축약될 수 있겠지만 결코 생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과서 역시 이러한 수업이 실제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업 방식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는 전달식 수업 방법이 갖는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숙고와 도덕적 의사결정의 기회를 갖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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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교실(thoughtful classroom)’ 분위기 조성함으로써 소통식 수업(정창우, 2008:
15)의 가능성을 얻게 될 것이다.
동양 윤리의 최고의 교육 방법은 스스로 깨쳐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
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승의 언행에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운다. 인을 깨치면 부모
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연기를 자각하면 자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동
양 윤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적
으로 더욱 만족스러운 삶, 즉 의미와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이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보다 건설적인 삶, 즉 공동선에 기여하는 삶, 동료 인
간 및 다른 생명체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에 근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될 것이다(정창우, 2006: 348). 그리고 한국 윤리와 관련하여 퇴계의 활인심방과 같이
조선조 선비들이 실내에서 실시했던 체조와 연계된다면 아마 ‘마음’과 ‘몸’을 스스로 수
양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Ⅴ. 맺는 말
동양 윤리는 우리 민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 온 ‘전통’이어서만 의의를 지니는 것
이 아니라 도덕 이론과 실천에 완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이
러한 동양 윤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윤리관을 형성하는데 도
움이 되고, 또 그들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2007년에 개정 고시된『윤리와 사상』의 일반 목표와 영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과서가 구성되어야 바람직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현
행『윤리와 사상』이 지닌 문제점들을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외적인 측면에서 현행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에
부족하였다. 교과서의 외적인 측면은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야 하며 또 교과 내용과 별도로 제시된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도덕적 의지를 확충하
는 계기가 되기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의 외적인 여러 요소는 오히려 그
- 201 -

도덕윤리과교육 제28호 (2009. 7)

것을 방해 하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둘째, 내적인 요소를 분석해 보아도 내용의 오류가 심각하여 학생들에게 오늘을 살
아가는 데 필요한 바람직한 윤리관을 형성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러한 현상은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드러났다. 학생들은 조금만 깊이 있는 사고
를 요하는 시험에도 매우 곤란을 느꼈고 이는『윤리와 사상』에 대해 불만을 유발하는
작용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의 교과 내용과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교과서는 학
생들의 자율적 도덕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실천 능력을 길러 줄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 현행 교과서 동양 윤리의 내용으로는 동양 윤리의 정수를 알기에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학생들이 윤리적 사유의 틀을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 제시
방법을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제기 되었으며 본 연구자는 자근지원의 방법을 통해
교과 내용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것을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글은 동양 윤리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파가 그들의 학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활용해 온 명상법을 자성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재조명할 것
을 주문하였으며, 또 이를 교과의 정식 내용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
는 방법을 일깨워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물론 이 방법은 기존에 있어 왔던 방
법을 이름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지속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윤리와 사상』을 학생들에게 학습한 보람과 또한 학생들 역시『윤리와 사상』
을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도덕과의『윤리와 사상』이 추구
하는 교과 목표의 달성은 물론이고 도덕과의 『윤리와 사상』의 존립과 위상이 더욱
공공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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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iderations of Eastern Ethics in <Ethics and Thoughts> and
Further Research for the New Ways towards them
Hwang, Seong Kyu

This article has the following purposes: allowing students to establish their own
moral perspectives based on the past researches, identifying how successfully the
chapter, Eastern Ethics, plays influential roles in reinforcing their moral will, and
inquiring the sources which the problems originate from, if necessary. The unit
<Eastern Ethics> abridges the problems of the present text, <Ethics and Thoughts>.
First of all, too shortened contents to depict a variety of thoughts and less
organized order make students hard to understand. The contextual errors also make
the unit less helpful in the college entrance exam which is considered important to
high school students. To solve these problems, we should revise the system which
moral factors and moral judgments correspond each other and then present the
content in the order from the nearest to the farthest, which is used as a traditional
way in study. This article also put emphasis on considering meditation, commonly
used in achieving academical goals by most scholars in the past, added into the text
and force students to realize the way of studying for themselves.

Key Words: ethics and thoughts, eastern ethics, moral will, college entrance exam,
moral factors, subject,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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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그림은 수원시 및 대전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교과서에 대해 학생들의
64%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과
서에 대해 만족한다는 학생 3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
치이며 교과서가 학생들의 눈높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 글에서 소개될
학생들의 견해는 모두 동일한 조사에 의한 결과이다.
2) 도덕과『윤리와 사상』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 되어 왔
다. 홍석영(2004)은『윤리와 사상』의 전반을 분석하여 내용의 중복의 문제점, 사진 삽화의 적
절성의 문제, 단원별 서술 분량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고, 박재주(2004)는 교과서에 나타난 전
통 윤리 교육내용은 ‘한국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아, 전통 예교
의 원리를 반영하여 ‘몸 수양’과 ‘마음 수양’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
였으며, 차우규(2005)는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상적인 교과서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 박병기
(2006)는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도덕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실적인 힘을 지닌 것이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예증하고, 새로운『윤리와 사상』교과서 구성 방안,
즉 내용 구성의 기본 원칙, 고전을 활용한 핵심 개념 중심의 교과서 구성 방안, 윤리적 화두 중
심의 구성 방안 등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이영경은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 윤
리’는 가치의 실천적 측면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이론 중심의 진술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지적
한 뒤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2005), 이영경의 ‘한국 윤리’ 내용에 관한 언급은 동양 윤리 단원
역시 동일하게 지닌 문제점이기도 하다.
3) 『論語』,「季氏」:“丘也聞,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和無寡, 安
無傾.”
4) 『道德經』:“大道廢, 有仁義. 慧智出, 有大僞. 六親不和, 有孝慈. 國家昏亂, 有忠臣.”
5) 오강남의『도덕경』에 입각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된다. “대도(大道)가 폐하면 인(仁)이
니 의(義)니 하는 것이 나서고, 지략이니 지모니 하는 것이 설치면 엄청난 위선이 만연하게 됩
니다. 가족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효(孝)니 자(慈)니 하는 것이 나서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충신이 생겨납니다.”(2004, :.87)
6) 황인표에 의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의해『전통윤리』
와『윤리와 사상』이 이수 단위가 적다는 이유로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되었는데, 이는 학생들
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도덕․윤리과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과목인『시민윤
리』와 심화 선택과목인『윤리와 사상』,『전통윤리』라는 영역별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음에도
유독 심화 선택과목만을 시험 대상으로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윤리적 시각을
갖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2002: 10). 황인표의 지적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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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가 다른 과목과는 달리 시험 범위가 두 개 과목이라는 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윤리’라는
과목에 대한 기피를 정당화 하는 변명이나 구실이 되었고, 결국 도덕적 가치에 대해 외면하거
나 무관심하게 만들 수도 있었던 괴현상이었다.
7) 자성명상은 유가 및 불가 등의 명상법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하기로 한다.
8) <자성명상을 활용한 수업 모형>은 장승희의 “사회적 가치탐구 모형”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
였다(2006: 163)

* 논문 접수 2009년 4월 17일 / 수정본 접수 6월 24일 / 게재 승인 6월 30일

- 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