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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덕과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습시키고자 하는 학습내용을 선정하고 조
직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과업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
용구성 원리로 새롭게 설정된 ‘가치관계 확장법’이 도덕과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보다 적합한
원리인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반성적으로 탐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덕과 교육 내용 구성의 이론적 기초와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가치관계 확장법이 갖는 특징
및 장점과 더불어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지적하면서 향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
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도덕과 내용구성원리, 가치관계 확장법, 생활영역 확대법, 범위, 계열성

Ⅰ. 서 론
우리가 하는 의식적․무의식적인 말과 행동, 그리고 매일매일 유지되는 일상적인 관
계 또는 새롭게 맺게 되는 관계의 중심에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은 가치를 추
구하는 존재이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구상된 삶의 큰 틀 안에서 인간관계를
조율하고 직업을 결정하며 사회생활을 하고 세계를 바라본다. 이러한 인간존재와 그 삶
을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물음은 ‘과연 우리가 살면서 맺게 되는 관계 속에서 어떠
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며, 이는 삶 속에서 내가 맺게 되는
관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추구될 수 있는 가치의 내용과 내면화 방법과 관련된다(윤수
영, 2009: 134). 도덕과는 바로 이러한 물음을 직접적으로 다루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
치관을 심어줌으로써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 인간으로의 성장을 그 목적으로 하
는 교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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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도덕과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
게 학습시키고자 하는 학습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과업에 해당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구성 원리로 새롭게 설정된 ‘가
치관계 확장법’이 도덕과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보다 적합한 원리인지를 비판적으로 분
석하고 반성적으로 탐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덕과 교육
내용 구성의 이론적 기초와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가치관계 확장법이 갖는 특징 및
장점과 더불어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지적하면서 향후 개선 방향을 구체
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도덕과 교육내용 구성의 일반론과 역사론
1. 도덕과 교육내용 구성의 네 가지 원리
교육과정은 각 교과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육내용을 규정해 주는 공식적인 지침
으로서 교사의 수업 계획 수립이나 교과서 개발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
게 되는 교육과정 문서가 교육활동을 이끄는 실질적인 지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교과 교육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육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
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인지가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
는다면 의도된 교육계획에 대한 기본 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내용요소나 학습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작업이 교육과정 편성의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용 구성 문제를 범위(scope)와 계열성(sequence)이라는 용어를
통해 생각한다.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에서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것인가(scope)와 선정
된 내용들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sequence)이 바로 범위와 계열
성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위와
계열성은 교육과정의 수평적 조직과 수직적 조직이라는 개념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평적 차원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에서 가르칠 것인가(scope) 이외
에도 선정된 내용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관련지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통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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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의 문제와, 수직적 차원에서 순서(sequence)의 문제 이외에도 선수학습내용
과 후수학습내용이 어떻게 누적적으로 잘 조화를 이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계속성
(continuity)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위, 통합성, 계열성, 계속성은 흔
히 타일러(Tyler)의 학습경험조직의 원리로 불려지며, 이러한 원리들이 도덕과의 내용
구성 원리로 적용된 실제적 사례를 제7차 교육과정안(案)과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안(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도덕과 내용 구성의 원리: 제7차 및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비교>

범위
(Scope)
수평적
조직의 원리

통합성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생활공간 확대법

가치관계 확장법

사회 확대에 따른 통합

덕목에 의한 통합(초등),

/

주제에 의한 통합(중등),

(Integration) 통합적 도덕성(인지·정의·행동),
가치 통합 및 학제적 통합

수직적

계열성

도덕성 발달 특성,

(Sequence)

나선형 교육과정

윤리학을 중심으로 한 학제적
통합
학교급별 차원, 교육과정
성격별(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차원

조직의 원리
계속성
(Continuity)

계속성 의도적 약화 시도: 학년 계속성 의도적 약화 시도: 학년
간 내용 중복 최소화

간 내용 중복 최소화

범위는 내용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활동이다. 즉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기준을 정하는 활동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도덕과 교육의 내용체계를 확
립하기 위해 범위의 경우에는 생활공간 확대(expanding community) 원칙에 따라 개인
생활, 가정·이웃·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생활의 4분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중학
교 1학년인 7학년부터는 초등학교까지 매 학년에 4개의 생활영역을 다루던 것을 축소
시켜 학년 당 2개의 생활영역을 다루게 하였고, 각 생활영역별로 5개씩의 주요 가치·덕
목을 분명하게 밝혔다.”(교육부, 1999: 177)고 서술한 부분이 바로 범위(scope)에 해당한
다. 하지만 생활 영역 확대법은 범위 설정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계열성 확보를 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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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도 일정 정도 활용되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과에서 생활공간 확대법이
학생들의 시간 의식, 공간 의식, 사회 의식 등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한 내용 조직 원
리로 강조되어 왔고(은지용·모경환, 2006: 113), 실제로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초
등학교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개인생활 및 가정·이웃·학교 생활영역이 보다 중시되었
고, 중학교 고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사회생활과 국가·민족 생활영역
이 보다 비중 있게 다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가치관계가 확장되는 방법인 ‘가치관계 확장법’이 새롭게 적용
되었다.
통합성은 선정된 모든 형태의 지식 혹은 학습경험을 서로 일정한 관련성을 갖도록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성은 학습 경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점차
로 통합된 견해를 갖도록 도와주고, 다루었던 요소들과 관련해서 학생의 행동을 통합시
키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덕과는 그 본질상 학제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통합(integration) 혹은 통합적 접근법(integrative approach)을 취하지 않
을 수 없었다. 인접학과인 사회과의 경우 ① 사회 확대에 따른 통합, ② 사회학 기본
아이디어에 따른 통합, ③ 주제에 따른 통합, ④ 전체적 상호 작용에 따른 통합 등의
기준이 소개된 바 있다. 제7차 교육과정 도덕과에서는 ‘사회 확대에 따른 통합’의 기준
이 사용되어 4개의 생활영역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교육부, 1999: 200)는 내용이 통
합성(integration)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와 같이 공식적인 문서상으로는 ‘사회 확대에
따른 통합’이 통합성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사회 확대법 혹은 생활공간 확대법은 범위 설정의 원리로 간주되는 것이 보다 적절
할 것이다. 비록 교육과정 문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는 도덕성의 통합적 성격(인지·정의·행동)과 가치 통합 및 학제적 통합의 성격을 동시
에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리코나의 통합적 인격교육을 이론적 토대로 설정
한 초등 도덕과의 경우 1차시는 인지 중심, 2차시는 정의 중심, 3차시는 행동 중심으로
내용을 서로 연관시켜 학습 경험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초·중등학교 모두 20개
의 주요 가치 덕목을 설정하여 가치통합을 시도하였으며, 규범과학과 사회과학적 관점
을 중심으로 인본교육, 윤리·도덕·예절교육, 시민·공동체교육, 통일교육 간의 하위 영역
별 통합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교육부, 1999: 186).1) 한편,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의 경우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덕목 중심’의 구성, 중등학교는 ‘주
제 중심’의 구성이라는 큰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급별/학년별 내용을 선정하였다.”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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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통해 덕목과 덕목의 연결(초등: 덕목 중심의 통합), 주제와 주제의 연결(중등: 주제
중심의 통합)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축으로 하되, 일
반 철학, 교육학, 사회과학의 학문적 성과 등 관련 학문의 다양한 접근을 활용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75)고 명시함으로써 학제적 연결성(connectedness)의
구심점을 규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계열성은 교육과정의 내용이 제시되는 시간적 순서이다. 계열성의 원칙이 의도하는
주된 문제는 첫째,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학습 다음에 어떠한 학습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인 것일까? 둘째,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교재 또는 학습
자료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주된 문제이다. “계열이 지닌 특성
을 지적하면, 도덕과 학년 간의 내용상의 계열적 특성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도덕성 발
달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2) 어떤 외국의 기준이나 학설에 의존한 것이 아니
라, 교육과정 연구팀의 집단 사고의 결과로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도덕성을 깊이 고려하
여 그 단계를 높여 나간다는 취지에서 내용을 선정한 것이다.”(교육부, 1999: 200) 부분
이 바로 계열성(sequence)에 관한 서술 내용에 해당한다. 또한 계열성은 학습의 요소가
반복될 때 후속 학습경험이 이전 단계의 학습경험보다 더 심도 있고 확장되도록 심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며,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나선형 교육과정이
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다. 즉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에 따라 학년별
심화의 계열성을 따르도록 하였다. 7-8학년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에서의 접근법을 심
화시켜 규범·예절 등의 습득에 역점을 두었고, 9-10학년에서는 5-6학년에서의 접근법을
이어받아 가치·규범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함께 가치 및 도덕적 판단력의 신장에 역점
을 두도록 함으로써 종전에는 거의 무시된 상태였던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중등학교 교
육과정 간의 연계성을 처음으로 수립하였다.”(교육부, 1999: 177)는 내용이 계열성에 관
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3) 한편,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3～10학년의
‘도덕’은 초등학교의 통합 교과인 1～2학년의 ‘바른 생활’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심화하
여 지도하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11～12학년의 ‘현대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전
통윤리’를 학습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2-3)는 식으로 도덕
과 교육내용의 계열성을 학교급별 차원, 교육과정 성격별(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차원에서 진술하고 있다.
계속성은 반복학습의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원리로서 주된 학습요소들이 수직적
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즉, 중요한 학습요소가 여러 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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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덕과의 경우, 학년 간 내용의 차별화를 통해
내용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계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
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7, 9학년에서 개인생활과 가정·이웃·학교생활을 다루고, 8,
10학년에서 사회생활과 국가·민족생활을 다루어 중·고등학교 도덕과에서 각 생활영역을
두 번씩만 다루게 함으로써 제6차 교육과정에서 문제점이 부각되었던 중복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교육부, 1999: 177)고 명시하였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정 도덕
과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에서는 학년 간의 위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학년별 내용 간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도록 하였다. 곧 각 학년별, 내용영역별로 다른 주제들을 설정함으로
써 학년 간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91)고 강조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수평적 원리인 ‘범위’(scope)에만 한정하여 논의
를 전개하고자 한다. 통합성, 계열성, 계속성의 원리 등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그 문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겠지만,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
점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던 ‘생활공간 확대법이냐, 가치관계 확장법이냐?’의 물음에 대
한 심층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2. ‘범위’(scope) 차원에서 도덕과 교육내용 구성 원리의 변천
도덕과 교육과정 논의에서 내용 영역의 설정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쟁점
중의 하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76).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은 도덕과가
정규 교과로 자리 잡은 제3차 교육과정 이래로 ‘생활 영역’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곧
개인 생활, 사회 생활, 국가·민족 생활 등 도덕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場)이 점차 공
간적으로 확대되는 틀을 중심으로 대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로 해당하는 가치와 규범
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생활영역 확대법은 학생들의 도덕학습 양상이 시·공간적으로 가깝고 구체적인 생활
장면으로부터 넓고 추상적인 생활세계로 확대되어 가는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물론,
도덕과 교육 내용을 조직함에 있어서 이러한 틀이 생겨나고 유지된 데에는 유교적인
관점이 부분적으로 작용해왔다고도 볼 수 있다. 곧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
天下)라는 한 구절에 압축적으로 표현된 도덕적 도야(陶冶)의 전개 방식이 일부분 반영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기 몸을 닦는다는 수신이 기본이 되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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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에까지 확대되어 가는 전개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덕과에서는 제3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생활영역 확
대법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생활영역 확대법에 대한 비판은 7차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부터 시작되어 꾸준하게 언급되어 왔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첫째, 이는 학생의 실제적인 성장과 발달에 기초한 것이기 보다는 성인의 가공
논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효과적인 도덕과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의 체계가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경험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데 생활
영역 확대법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다차원적인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다. 현
대 사회의 도덕적 문제들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이 동시에 관련된 경우
가 많다. 그러나 생활영역 확대법은 영역들을 나누어 가르치기에 학생들은 이런 쟁점들
에 대해 다차원적인 접근을 할 수 없게 된다. 셋째, 내용 중복 문제가 있는데 매 학년
생활영역별로 내용을 구성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
해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사회과와 가정과 등
타 교과와의 내용 중복 문제 등으로 인한 비판 등이 있다.

3. 생활영역 확대법의 보완적 원리4)로서 가치관계 확장법의 등장 배경
생활 영역에 의한 도덕과 교육 내용의 구성 체계는 지속적으로 도덕적 ‘주제’ 중심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도전을 받아왔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틀은 유지되
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76). 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도
덕과 교육과정 연구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생활 영역별 접근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완
적인 내용 구성 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생활공간 확대가 갖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가치관계가 확장되는 내용의 틀
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77)
가치관계 확장법은 어떤 특정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한국철학계
가 제기한 ‘가치공간 확대법’을 기초로 도덕과 교육과정 연구 공동체 내에서 수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기존의 생활영역 확대법의 보완 원리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가치관
계 확장법이 생활영역 확대법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또한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가치관계 확장법이 생활영역 확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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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얼마나 잘 살리고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
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Ⅲ. 도덕과 교육내용 구성 원리로서 가치관계 확장법의 구조와
장점 및 쟁점
여기서는 가치관계 확장법의 개념과 구조를 살펴본 후, 가치관계 확장법이 가진 장점
과 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과정 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교육과정 문
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짧고 빈약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2007 개정 도덕과 교
육과정이 고시되기 이전의 연구 개발 단계에서 발행된 중간보고서(조난심 외, 2005; 차
우규 외, 2005)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 둔다.

1. 가치관계 확장법의 개념 및 구조
가치관계 확장법은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가치관계가 확장되는 방법이다(교
육과학기술부, 2009: 177). 손동현은 가치공간 확대 개념을 제안하면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이를 ‘점차 확대되어 가는 생활 영역’을 토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삶에서 불가피하게 전개되어 나아가는 도덕적 가치공간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차우규 외, 2005: 29). 가치공간 확대법에 따르면 도덕적 관계가 가치공간을
규정한다. 도덕적 관계는 나의 자기관계에서 시작하여 나와 너의 타자관계로 나아가고
나와 우리의 사회적 관계로 나아가며, 내가 속한 공동체 밖에 존재하는 그들과의 외타
적 관계로 나아간다. 그리고 도덕적 관계는 마지막으로 인격적 타자가 아닌 자연으로서
의 그것과의 관계에서 끝이 난다. 이와 같이 가치관계 확장법은 가치공간 확대법에 기
초하고 있으며,5) 이는 기존의 생활영역 확대법과의 유의미한 통합에 의해 만들어진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가치관계 확장법의 토대가 된 가치공간 확대법에서는 도덕적 주체가 관계를 맺는 바
에 따라 가치공간이 규정되고, 도덕적 관계가 확장되면서 가치공간도 확대되는 것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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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하고 있다. 도덕적 주체가 행위의 객체를 점차 확대함에 따라 생겨나는 가치공
간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조난심 외, 2005: 105-109; 차우규 외, 2005:
29-32).

<가치공간의 전개>
(선의 이념/도덕성이 실현되는) 가치 공간
가치공간에 대한
객관적 규정

좋음

대응하는 주관적
도덕의식/심성적

욕망

태도(작용)

착함

올바름

사랑

의무감

(隣人愛)

도덕적 행위의

나

나와 너

우리(의

관계항

(의 자기관계)

(의 관계)

사회적 관계)

보살핌

사랑
(遠人愛)

책임

감사

(우리 밖의)

그것들(모든

그들(과의

존재와의

외타적 관계)

관계)

가치공간 확대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선의 이념이 본질적으로 하나라 하더라도, 이 선
의 실현은 도덕적 행위의 관계 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보
편적이라 할 수 있는 도덕적 선을 확장되어 가는 도덕적 관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이러한 근본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주관적 도덕의식을 그 가치에 맞게 설정하였다. 선
의 이념이 실현되는 가치공간에 대한 객관적 규정은 좋음에서 착함으로, 착함에서 올바
름으로, 올바름에서 보살핌으로, 보살핌에서 책임으로 나아간다. 반면에 선을 실현하고
자 하는 주관적인 도덕의식을 살펴보면, 좋음은 욕망을 통해 추구되고, 착함은 사랑을
통해 얻어지고, 올바름은 의무감을 통해 표현된다. 다음으로 보살핌은 우리 밖의 그들
에 대한 사랑과 연민에, 책임은 감사의 마음에 기인한다. 욕망을 통해 좋음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도덕성의 실현은 원칙적으로 나와 자기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가
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착함(마땅함)을 추구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선의 실
현은 나와 너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구현되고, 의무감을 통해 올바름을 향하는 단계
로 이행하게 되면 도덕적 선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보
살핌과 연민의 단계에서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들에 대한 인류애적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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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가 된다. 마지막으로 책임과 감사의 단계에서는 우리의 도덕의 영역이 인격적 존
재를 초월하여 모든 존재자의 지평으로 확대될 수 있다.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적 주체인 ‘나’
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치 관계를 포섭하는 4개의 내용 영역을 설정하였다. 도덕적 주체
인 ‘나’를 중심으로 점차 확장되고, 고양되는 가치 관계를 포섭하는 4개의 내용 영역의
명칭과 영역별 내용 구성의 방향은 다음 <표>와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77-178).

<도덕과 내용 영역의 명칭과 구성 방향>
영역의 명칭
Ⅰ.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Ⅱ.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영역별 내용 구성의 방향
도덕적 가치의 주체적 기반으로서 도덕적 자아가 확립되는
영역
도덕적 자아와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에서
간인격적(inter-personal) 가치가 추구되는 영역

Ⅲ. 국가·민족·지구

도덕적 자아와 국가·민족·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역사적,

공동체와의 관계

사회적 정의의 가치가 추구되는 영역

Ⅳ. 자연·초월적인 존재와의

도덕적 자아와 자연·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관계

가치의 고양이 추구되는 영역

우선 영역Ⅰ은 도덕과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율적 인격을 가진 도덕적
주체의 형성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영역을 설정하
였다. 곧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도덕의 개념, 삶의 목적, 도덕적 자율성 등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성장의 출발점이자 기반이 되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
하였다.
영역Ⅱ는 도덕적 주체와 가깝고 먼 타인, ‘우리’라는 가까운 공동체, 그리고 시민사회
의 제반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도덕적 문제들과 거기서 실현되는 도덕적 가치를 다루
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인간관계의 문제와 사회 전반의 보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를 연장선상에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는 현행 교
육과정에서의 ‘가정․이웃․학교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함으로써
두 영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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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Ⅲ은 나라·민족·지구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설
정된 것이다. 도덕적 가치로서 역사적,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맥락을 도덕적 주체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나라·민족·지구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내
용을 구성하였다. 이 영역은 도덕적 주체와의 ‘관계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영역
Ⅱ와 중첩될 수도 있으나 우리 사회의 독특한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
하였다. 남북분단과 통일의 문제, 세계화와 국가, 민족의 정체성 문제 등 현실적인 요구
와 도덕과 교육의 변천 및 역사적 편린을 고려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도록 한 것
이다. 그리고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국가·민족의 문제를 한반도라는 제한된 시공
간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된 사회의 지구공동체라는 좀 더 넓은 맥락
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다룰 수 있도록 도덕과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하였다.
영역Ⅳ는 도덕적 주체와 자연 및 초월적 존재와의 가치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설정
된 영역이다.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자연·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라는 영역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도덕과 교육에서 인간관계적 도덕의 한계를 넘어 자연, 종교 등과
같은 초월적 가치 차원의 주제들도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영역들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영역의 구분은 느슨하고, 중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역 간의
구분은 필요하면 넘나들 수 있으며 실제로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영역 간 내용의 비
중이나 분량을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 가치관계 확장법의 장점
1) 도덕과 교육 목적 및 목표와의 정합성 제고

교육내용이란 내용지식을 소재로 하여 학습자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서
일종의 목적 지향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목적 지향적 의미의 내용은
지식을 왜 배우는가, 지식을 가르쳐서 어떤 인간을 기르려고 하는가 라는 교육의 궁극
적 목적에 대한 질문과 다시 맞닿게 된다. 교육목표란 결국 교육목적 실현의 수단적 내
용이며, 따라서 목표도 내용이며 내용도 목표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생활영역 확대법은 제3차 교육과정부터 ‘이념적인 인간 형성’과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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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도덕성 습득’이라는 목적 및 목표를 위해서는 내용 구성의 방법적 원리로서 일면 유
용하게 활용되긴 했지만, ‘도덕적 인간 및 도덕적 시민 형성’이라는 교과의 궁극적 목
적 및 목표와는 긴밀성이 다소 부족했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즉 생활영역 확대법
이 도덕과의 정치적․사회적 목적(예컨대 정치사회화 및 관습적 도덕의 내면화)을 실현
하기 위해 용이하게 내용을 조직할 수 있었던 반면, 규범윤리학에 근거한 도덕적 차원
의 교육 목적 및 목표에 비추어 그 내용을 타당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적 원리로서
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치관계 확장법은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치 관계를 포섭하는 4개의 내용 영역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인간 및 도덕
적 시민 형성’이라는 도덕과의 목적 및 목표와 내용 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증가시키
는 데 유용한 틀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설정을 통한 내용 심화와 주제 확대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개인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빚어지는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서, 자연과 우
주, 초월자 혹은 신, 미적 가치, 학문적 진리 등을 지향하는 인간의 심성
과 활동을 도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본다.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과
인간을 구원하는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종교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
은 인간의 현실을 초극하려는 지향을 갖는다. 그리고 인간 삶의 터전이자
세계의 존재적 기반인 우주적 자연 또한 인간의 초월적 지향 작용에서 그
숭고한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초월적 세계, 초월적 지향 작
용은 얼핏 보아 도덕과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바로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지평이 도덕적인 문제에서 보편적 척도를 탐색
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
탐구의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94).

이와 같이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자연·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라는 영
역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도덕과 교육에서 인간관계적 도덕의 한계를 넘어 자연, 종교
등과 같은 초월적 가치 차원의 주제들도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78). 비록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자연·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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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존재와의 관계 영역이 설정된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7 개
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가치관계를 완
성하는 지평으로서 소크라테스6)와 칸트7)의 도덕신학에 의해 그 의의와 필요성을 정당
화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도덕신학은 신의 명령과 반성적 사유를 결합하고 있으며,
칸트의 도덕신학은 도덕의 완성을 위해 영혼불멸과 신의 현존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선(善)과 성(聖), 성(聖)과 속(俗)의 내
면적 상관성은 도덕신학에 의해 해명될 수 있다(윤영돈, 2007: 104).
또한,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설정은 콜버그의 관점에 의해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콜버그는 그의 저작에서 윤리적 인식에서의 7단계를 기술했다. 『도덕철학자
으로서의 성인(The Aging Person as a Moral Philosopher)』과 『신념, 도덕성 및 자아
발달』에서 밝혀진 7단계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은 생명에 대한 우주적 또는 종교적 관
점을 포함한 윤리적·종교적 사고에 근거한 지향점을 드러내 준다. 이러한 7단계는 존
재, 생명, 신과의 동일시 또는 일치감의 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세상은 불의, 고통, 죽음으로 가득한데, 왜 정의로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
답하려면, 정의(justice)의 영역을 넘어서서 메타윤리학적·형이상학적·종교적 인식론에서
발견된 의미로부터 답을 도출해야 한다(문용린, 2000: 75).
이렇게 볼 때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적 주체와 자연 및 초월적 존재
와의 가치문제를 다룰 수 있는 영역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도덕과 교육 내용의 심화
와 주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타 교과와의 차별화 및 내용 중복 축소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가치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내용 틀의 개발은 사회과
에서 사용해왔던 생활영역 확대법과의 차별성을 획득해 도덕과 교육의 성격을 보다 분
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
생활, 국가·민족·지구공동체 생활 영역 등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타 교과와의 내용 중
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생활영역 확대법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했
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도덕과의 내용은 사실과 지식보다는 규범과 가치 판단의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접 교과와 차별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과 배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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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기술․가정 과목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도덕과에서는 일과 배움이 우리의 도덕
적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교수․학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인권이나 국가․민족에 관해서는 사회과 과목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도덕과
에서는 인권이나 국가․민족과 관련된 사실적 지식보다는 그것들이 우리의 도덕적 삶
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도덕적 삶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지를 가
치 평가적 측면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환경에 관해
서는 사회과나 과학과 과목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환경과 관련된 과학적 혹은 사회 정
책적 지식보다는 환경이 인간의 도덕적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가치관계 확장법을 중심으
로 규범적 및 가치 평가적 측면에서 교육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타교과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내용 중복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85).

4) 능동적인 학습자관을 바탕으로 구성주의적 학습 촉진

가치관계 확장법은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덕목이나 가치를 순차적으로 배
열하여 이를 이해시키고 내면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도덕적 사고 및 행위의 주체인
자기 자신이 가치관계로 연결된 대상(나, 우리·타인·사회, 국가·민족·지구공동체)에 대해
윤리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함으로써 도덕적인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갈 것을 강
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치관계 확장법은 도덕적 주체를 내세우는 능동적인 학습자관
을 기반으로 하면서 학생 스스로가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가치관계 확장법에 대한 쟁점
1) 가치관계 확장법의 개념이 명료한가?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구성의 원리로 새롭게 제시된 가치관계 확장법
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성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가치관계 확장법의 토대가 된 가치공간 확대법에
따르면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가치관계가 확장되면서 이에 따라 도덕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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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변화한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좁은 범위의 가치관계에서 넓은 가치관계로 확대되
어 가는 것이 점차 높은 수준의 도덕적 선을 실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사유
해야할 대상이 바뀌면서 도덕적 선의 종류도 변할 뿐인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가치
공간 확대법(차우규 외, 2005: 29)에서 제시된 각 가치관계에서 성취해야할 도덕적 가치
인 ‘좋음’, ‘착함’, ‘올바름’, ‘보살핌’, ‘책임’ 사이에 위계가 존재하는가? 선의 이념이 본
질적으로 하나라 하더라도 그것의 구체적 실현은 각각의 도덕적 관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치공간 확대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좋음’, ‘착함’, ‘올바름’, ‘보살핌’, ‘책임’ 간에 서열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관계에 적
절한 도덕적 범주가 있을 뿐이라고 여겨진다.

2) 도덕적 주체의 자기 결정적 성격만 강조된 것이 아닌가?

가치관계 확장법은 도덕적 주체의 자기 결정적 성격만 강조되어 존재 구속성적 성격
이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정창우, 2006: 150-151). 즉 가치관계 확장
법은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에 두다 보니 가치 공간에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영
향을 받게 되는 측면이 간과될 수 있다. 가치관계 확장의 출발점 및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 사고 및 행위 주체인 ‘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정신의 자기 결정적 성격을 수용하더라도 또한 관점을 달리 해보면, 우리는 나
를 통해 세상을 보기도 하지만 간혹 주변 대상(객체)에 의해 나의 형성은 중요한 영향
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사회화 과정은 나의 인식 및 행위 양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
고, 타자의 나에 대한 인식 및 인정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찾아나가고 형성해 나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존재 구속성’적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면, 가치
관계 확장법은 정신의 자기 결정적 성격에 존재 구속성적 성격의 의미가 더해져야 한
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3) 가치관계 확장법의 이론적 구조가 체계적인가?

가치관계 확장법의 토대가 된 가치공간 확대법의 경우, 하나의 가치공간에 대한 객관
적 규정과 도덕적 행위의 관계항의 연결이 과연 적절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
현되어야할 도덕적 가치, 도덕적 주체에게 요구되는 도덕의식, 그리고 도덕적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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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항 설정이 다분히 자의적일 수 있다는 비판은 이미 다른 논문에서 지적된 바가 있
다(정창우, 2006: 151). 예를 들어, ‘책임’이라는 도덕적 가치는 모든 존재자와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 규정이지만, 도덕적 주체가 스스로를 바로 하기 위해서도 요구되며, 우리/
타인/사회/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다. 사회에 대한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올바름’이라는 근본가치도 우리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현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올바름, 타인을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는 올바름, 모든 존재자를 존중
해야 하는 올바름으로 추구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가치관계에서 이루어야할 도덕적
근본가치는 사실 그 가치관계 외의 다른 관계에서도 중시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
르면 하나의 도덕적 가치를 특정한 도덕적 행위의 관계항과 연결시키는 것은 임의적이
고 편협한 설정일 수 있다(이소영, 2009: 125).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가지로 제시된 가치공간이 4개의 내용 영역으로 줄
어들면서 영역 간 부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가치공간 간의 통합이 원칙
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가치공간의 도덕적 가치들을 묶어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의 정당한 논리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과연 4가지의 영
역 구분이 5가지 가치공간의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 가
치공간 확대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영역 분류 방식을 각각 제시하여
보도록 한다.

<내용 영역 분류 방식 비교>
‘가치공간 확대법’에서 가치 공간

2007 개정 교육과정 내용 영역 분류

나(의 자기 관계)

Ⅰ.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나와 너(의 관계)

Ⅱ.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우리(의 사회적 관계)

Ⅲ. 국가·민족·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우리 밖의) 그들(과의 외타적 관계)

Ⅳ. 자연·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

그것들(모든 존재와의 관계)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 영역인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와 네 번째 영역인 자
연·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가 각각 ‘나’와 ‘그것들’이라는 영역과 상호 연결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나와 너’, ‘우리’, ‘그들’과 Ⅱ.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Ⅲ. 국가·민족·지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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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와의 관계 영역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4) 생활 영역 확대법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했는가?

생활영역 확대법은 ① 실제 도덕 생활과의 연결 가능성 미약, ② 학생들의 학습 동기
저하, ③ 학습 내용의 중복 및 과다, ④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생활 영역 구분의 타
당성 문제, ⑤ 개인생활에서 국가 및 국제 생활로 지적·도덕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논
리의 이론적·경험적 근거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정세구,
1999: 1-16).
이미 가치관계 확장법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①, ②, ③ 항목에 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는 ④와 ⑤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자.
우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설정된 영역들이 서로 구분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영역의 구분은 느슨하고, 중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영역 간의 구분은 필요
하면 넘나들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체계를 분석해 보면 여전히
도덕적 주체가 관계를 맺는 바에 따라 분절적으로 가치공간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문제들 혹은 여러 영역 간의 중첩적인 도덕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발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 관련성이 적다는 생활영역 확대법의 문제
점은 가치관계 확장법에도 여전히 유효한 비판의 잣대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치관
계 확장법 역시 실제 아동의 도덕적 성장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기에 학습자와 유리된 가공의 논리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공간 확대법에서는 가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치공간별로 일정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였지만(조난심 외, 2005: 105-109),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도덕
적 가치들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4개로 설정된 내용 영역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8) 비록 “도덕적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가치관계를 포섭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
만, 가치관계에서 지향해야 할 도덕적 가치가 배제된 것은 생활영역 확대 원리와 차별
화 정도를 미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생활, 가정ㆍ이웃ㆍ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
족생활이라는 명칭과 나, 우리·타인·사회·사회, 국가·민족·지구공동체, 자연·초월적 존재
라는 영역 명칭을 외형상 비교해보면, 범위 면에서 넓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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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가치관계 확장법에 따른 4가지 영역의 명칭은 모두 도덕적
주체의 사고 대상(객체)으로만 설정되어 있고 그 관계에서 중요시되어야할 도덕적 가치
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7차 및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의 명칭 비교>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Ⅰ. 개인 생활

Ⅰ.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Ⅱ. 가정ㆍ이웃ㆍ학교 생활

Ⅱ.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Ⅲ. 사회 생활

Ⅲ.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Ⅳ. 국가ㆍ민족 생활

Ⅳ. 자연·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

Ⅳ. 내용 구성 원리로서 가치관계 확장법의 개념과 구조 재정립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구성의 원리로 새롭게 개발·적용된 ‘가치관계
확장법’의 문제점으로는 ① 이해하기 어려운 구성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체
계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② 도덕적 주체의 자기 결정적 성격만 강조되어 존재 구
속성적 성격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 ③ 특정한 도덕적 가치를 도덕적 주체와의 관계항
혹은 내용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임의적이고 편협한 설정일 수 있다는
점, ④ 개인에게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문제들 혹은 여러 영역 간의 중첩적인 도덕적 문
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 ⑤ 가치관계에서 지향해야 할
도덕적 가치가 배제된 것은 생활영역 확대 원리와의 차별화 정도를 미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치관계 확장범의 개
념적 명료화를 통해 개선책을 찾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문제점은 가치관계 확장법
의 재구조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가치관계 확장법’의 개념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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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계’란 도덕적 주체와 사고 대상(객체) 간 관계를 의미하며, 도덕적 주체와 사
고 대상 간의 관계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규정되고 이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또한 ‘가치관계 확장법’은 가치관계 속에서 도덕적 주체가 성찰하는 대상의 범
위가 점차 확장되어가는 방식(나 → 우리·타인·사회 → 국가·민족·지구공동체 → 자연·
초월적 존재)을 의미한다.

<가치관계 확장법의 성격>

(가) 화살표는 도덕적 주체가 가치관계로 연결된 대상(나, 우리·타인·사회, 국가·민족·
지구공동체, 자연·초월적인 존재)에 대해 윤리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함으로써 도덕적인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해 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다. 이는 보편적
사고의 지평에서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자율적 도덕인의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
다. 한편, (나) 화살표가 나타내는 의미는 우리는 ‘나’를 통해 세상을 주체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간혹 주변 대상(객체)에 의해 나의 형성은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
여주고자 한 것이다. 즉 정신의 자기 결정적 성격에 존재 구속성적 성격의 의미가 더해
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또한 도덕적 자율성을 지닌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는 도덕적 사회화도 일정 정도 필요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2. 가치관계 확장법의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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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 중 ③ 특정한 도덕적 가치를 도덕적 주체와의 관계항 혹
은 내용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임의적이고 편협한 설정일 수 있다는 점,
④ 개인에게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문제들 혹은 여러 영역 간의 중첩적인 도덕적 문제
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⑤ 교육과정 문서에서 도덕적 주체와의
관계항 혹은 내용 영역별로 도덕적 가치를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생활영역 확대 원
리와의 차별화 정도를 미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치관계 확장법을 재구조화해 보도록 하자.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구성 원리 개선안: 가치관계 확장법의 재구조화>
중점 가치
Primary
values
보조 가치
Secondary
values
도덕적 동기
도덕적
주체와의
관계항
내용 영역

자율

배려

정직, 자주,

효도, 예절,

용기, 절제

우정, 친절

자아감

사랑

(自我感)

(隣人愛)

‘나’의

‘나와 너’의

자기관계

관계

Ⅰ.

Ⅱ.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정의

존중

책임

평등, 관용,

생명존중, 경외,

반편견, 공감

자연애, 평화

의무감

사랑

감사

(義務感)

(遠人愛)

(感謝)

‘우리’의

우리 밖의

국가·사회적

‘그들’과의

관계

외타적 관계

민주적 대화,
준법,
애국심, 통일

Ⅲ.

가정·이웃·친구 사회·국가·민족
와의 관계

‘그것들’ - 모든
존재와의 관계
Ⅳ.

타문화·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과의 관계

관계

· 가정 생 활과 ·인간존엄성과
·인간과 도덕
내용 요소

·삶의 목적
·자유와 자율
·윤리적 탐구

도덕

인권

· 이 웃 관 계와 ·사회제도와 사
도덕

회윤리

·청소년과 도 ·국가와 윤리
덕문제
·사이버 윤리

·통일과 민족공
동체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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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③과 ⑤의 문제점은 시소와 같이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이 내려가는 형태
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도덕적 주체와의 관계항 별로 특정한 도덕적 가치
를 규정하게 되면 자의적인 설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반면 도덕적 가치를 전
혀 규정하지 않게 되면 생활영역 확대법과 차별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주체와 사고 대상(객체)과의 관계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연결되
어야 하며, 여기서 각각 중시되어야할 가치를 명시하지 못하면 도덕과 교육의 지향점이
모호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동시에 자의적인
가치 설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치공간 확대법’에서와 같이 ‘좋음’, ‘착함’, ‘올바
름’, ‘보살핌’, ‘책임’이라는 도덕적 범주만을 규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중점 가치
(primary values)와 보조 가치(secondary values)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점 가치
는 다른 가치의 토대 혹은 기초가 되는 가치이고, 일반화의 수준이 높은 가치이며, 도
덕교육이론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되어온 가치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서도 자율, 배려, 정
의, 존중, 책임 간에 질적 비약이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가치 설정을 단순히 도덕적 주체와의 관계항 혹은 내용 영역별로 어떤 특정
한 가치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가치의 종류는 무수
하게 많은 데 도덕적 주체와의 관계항 및 내용 영역이 갖는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른 가치보다 우선성을 갖는 가치 정도로 해석한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또한 보
조 가치의 설정은 자의적인 가치 설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 보조 가치는 내용 영역 및 중점 가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
고, 중점 가치의 범위를 보다 확대 및 심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도덕과의 특성을 분
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치들로 선정된 것이다. 이러한 중점 가치와 보조 가치의 관계
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중점 가치와 보조 가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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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덕적 동기는 도덕적 민감성을 자극하고, 도덕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
다. 자아감은 자기규정과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의지로서 도덕적 자율성 형성의 토대가
되는 심리적 요소이고, 친밀한 인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착심과 사
랑은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배려 실천의 심리적 요인이다. 또한
인간이 지닌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면서 도덕적 당위에 충실하려는 의무감은 정의의
실천을 위한 심리적 요인이고, 경계선 밖에 위치 지워진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인류
애는 다른 집단의 존재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심리적 요인이며, 자연·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감사는 자연 및 후세에 대한 책임과 초월적 존재가 부여한 인간 삶의 이
상에 대한 책임 있는 실천의 심리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적 주체와의 관계항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연구 개발단계에서
제시된 안(조난심, 2005)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 영역을 4개로 설정할 경
우, 5개로 유형화된 도덕적 관계항 간의 부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중점 가치, 보조가
치, 도덕적 동기, 도덕적 주체와의 관계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우선 ‘나와
너’의 관계와 우리 밖의 ‘그들’과의 외타적 관계를 통합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밖의 ‘그들’과의 외타적 관계와 ‘그것들’ 간의 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나와 너’의 관계와 우리 밖의 ‘그들’과의 외타적 관계는 ‘사랑’이라는 도덕적 동기에 의
해 표면적으로 유사성을 갖기는 하지만, 친밀한 인간관계 내에서의 사랑과 그러한 경계
선을 넘어서 보편적인 인류애라는 차원 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 반면
보편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밖의 ‘그들’과의 외타적 관계와 ‘그것들’ 간
의 관계는 질적인 측면에서 공통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두
영역을 통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필요성 및 중요성에 따라 다루어야 하는 내
용 영역의 비중은 달리 설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문화
교육·환경교육·종교교육이 하나의 범주로 묶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끝으로,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체계를 존중하면서 <가치관계
확장법의 재구조화>에서 규정한 틀을 바탕으로 네 개의 내용 영역별 핵심적인 내용 요
소를 선정해 본다면, 위 <표>의 가장 하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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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계 확장법의 개념적 명료화를 위해 그 의미를 “가치관계 속에
서 도덕적 주체가 성찰하는 대상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가는 방식(나 → 우리·타인·사
회 → 국가·민족·지구공동체 → 자연·초월적 존재)”으로 규정하면서 문제점 및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가치관계 확장법의 재구조화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에서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것인가(scope)와 선정된 내용들을 어떤 순서로 가
르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sequence)이 바로 범위와 계열성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위의 측면에 한정하여
도덕과 교육내용 영역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에 계열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계열성의 측면에서 볼 때,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3～10학년
의 ‘도덕’은 초등학교의 통합 교과인 1～2학년의 ‘바른 생활’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심
화하여 지도하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11～12학년의 ‘현대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를 학습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2-3)는 식으로
도덕과 교육내용의 계열성을 학교급별 차원, 교육과정 성격별(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차원에서만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성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과 내
용 요소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횡단적 연구방법뿐만 아니라 종단 연구와 계열 분석을 통하여 연대나 문화적 영
향을 제외한 순수한 학년 및 연령에 따른 발달 경향을 탐색한 후, 이러한 연구의 결과
를 토대로 도덕과 교육내용의 계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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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sue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n the Principle of Content Organization
in the Moral Education Curriculum

Jeong, Changwoo

Selecting and organizing curricular contents are critically important, in order to
achieve the main purpose of moral subject matter education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s. This article focuses on a critical analysis on "expanding value
relations" as

the newly developed principle of content organization for moral

education curriculum in 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e purpose, this
article examin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and historical changes of content
organization in the moral education curriculum, and then, discusse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new principle in organizing contents and investigates
strategies to overcome the weaknesses.

Key words: the principle of content organization for moral education curriculum,
expanding value relations, expanding communities, scop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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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학제적 통합은 매우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고 배경 학문간, 하위 영역 간 연결 및 소통
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와 근거가 매우 빈약하여 ‘학문 간 기계적 결합’, ‘백화점식 혹은 병렬
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다양한 배경 학문과 하위 영역들이 상호 접속되고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통합성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정창우
외, 2007: 27).
2)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1999: 191)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관
한 연구 결과(김안중 외, 1982)에 따라 중학교 1, 2학년은 인습 수준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인습이후 수준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3) 물론 7차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을 위해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가 실제로 적용되었는가에 대
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동일한 학습요소를 ‘반복심화’하는 것이 나선형 교육과정의 특징
이라고 할 때, 단순히 내용 중복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4) 가치관계 확장법이 생활영역 확대법의 대안적 내용 구성방식인지, 아니면 보완적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계 확장법이 ‘도덕적 주체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객체)의 범위가 확대(나→너→우리→그들→그것들)되는 원리로 규정될
경우, 기존 생활영역 확대법과 공통분모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적 원리이기
보다 보완적 성격을 갖는 원리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5) 중간 보고서에서는 ‘가치공간’이라는 의미의 모호성이 지적되어, ‘가치공간’이라는 용어보다는
‘가치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조난심 외, 2005: 134).
6) 도덕신학(moral theology)은 말 그대로 도덕(moral)의 맥락에서 신(theos)의 문제를 이성
(logos)의 한계 내에서 언어(logos)로 체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의 문제에 대해 반성적
사유를 도입한 소크라테스의 근본적인 물음은 도덕신학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화적 사유(인습적인 믿음)에서 신은 선악의 원인으로 간주되었으나 소크
라테스의 도덕신학에서 신은 모든 것의 원인인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의 원인으로 해명된다
(Republic, 379c). 이러한 관점은 소크라테스가 신적인 예언이나 신탁을 존중하지만 그 진위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비판적 이성(critical reason)의 사용을 요청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소크라테스는 신의 명령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비판적 이성의 검토를
통해 보편성을 지닌 도덕 명령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칸트는 기존의 그리스도교의 종교철학자들과는 달리 도덕성의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성경의
주장들을 소개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도덕 이론을 성경 독해의 렌즈로 사용함으로써 성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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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도덕성의 상징(a symbol of morality)’으로 이루어진 서사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칸트
는 도덕이 성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도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성과 성경은 일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도덕성의 렌즈로 종교문제를 해명
하는 칸트의 관점은 그야말로 종교철학 분야의 혁명적인 사고를 표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영돈, 2007: 94).

8) 가치공간별로 도덕적 가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가치공간별로 규정된 도덕적 가치들의 설
정이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 논문 접수 2009년 10월 13일 / 수정본 접수 12월 1일 / 게재 승인 12월 8일

- 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