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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사회과 의사결정 학습 연구의 변천과
의결정모형의 비교

배 진 숙(청주진흥초등학교)
≪내용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결정의 의미와 초등 사회과 의사결정 연구의 변천 및 사회과 의사결정
모형의 유형별 비교를 통하여 사회과 의사결정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다.
사회과교육의 목적을 시민성 함양이라고 볼 때 시민성의 자질로서 의사결정능력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해 오고 있다. 의사결정이란 다양한 속성을 지닌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을 의미하며 사
회과의 목표로서 의사결정능력 육성의 중시는 사회인식과 시민적 자질을 가장 유효하게 연결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초등 사회과에서 의사결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연구의 초점도 약간씩 변하여 왔다. 1970년
대에 초등 사회과에서 의사결정은 사회과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과의 목표에서 의사결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의사결정은 문제해결이나 사고의 일부분
으로 의사결정의 세부적인 과정, 기능, 모형에 관한 연구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르러 의사결정은 시민성 교육의 일환으로 의사결정을 강조하게 되었고 2000년대에는 의사결정
에서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거친 숙고의 과정과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과 의사결정모형을 연구자는 문제 중심적 의사결정모형, 균형적 의사결정모형,
반성적 의사결정모형으로 유형화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문제 중심적 의사결정모형을 대표
하는 Oliver & Shaver(1966)의 하버드 모형, 균형적 의사결정모형을 대표하는 Banks(1973)의 의
사결정 모형, 반성적 의사결정모형을 대표하는 Engle & Ochoa(1988)의 의사결정 모형을 검토하
여 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밑바탕으로 하여 사회과 의사결정과정,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사회과 의사결정의 본질과 의사결정학습의 현장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사회과교육, 의사결정, 의사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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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과의 성격과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회과를 규정하는 관점은 학자마다 다
양하게 나타나지만 사회과의 목적을 시민성의 함양에 두고 시민성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의
사결정능력을 기르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Barr, Barth, Schermis(1977)는 시민성전수로서의 사회과,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반성적
탐구로서의 사회과로 구분하면서 반성적 탐구에서 지식은 탐구의 과정을 통하여 시민이 문제
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Woolever & Scott(1988)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를 역사적으로 발달되어 온 순서대로
범주화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시민성 전달 교육, 개인발달교육, 반성적
탐구 교육, 사회과학교육, 합리적 의사결정 및 사회적 행동 교육의 다섯 가지 범주로 진행되
어 왔다는 것이다. 이들 범주는 훌륭한 시민(good citizen)의 양성에는 동의하면서 시대적 요
청에 의하여 그 훌륭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이냐(what) 하는 점과 그 방법(how)
은 무엇이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그렇게 전개되어 왔다는 것이다(정문성, 1996:95). 특히
다섯 개의 모형을 중요도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사회과, 시민성 전
달로서의 사회과, 반성적 탐구로서의 사회과, 개인발달로서의 사회과, 시민성 전달로서의 사회
과의 순으로 열거하였다.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행동으로서 사회과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성취하고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능과 태도이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즉, 시민성 교육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을 제고하고 책임있는 시민적 행동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사회과는 개인과 집단의 의사
결정 능력을 키우고 그러한 결정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주성
욱, 2007:374-375). 여기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행동의 관점은 학생이 개인적, 사회적 문
제에 직면하였을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길러 주고 실천 경험을 제공해
주자는 것으로 이전의 네 가지 관점을 가장 넓게 포괄한 사회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의 삶은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여 의사결정하는 과정의 연속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민주시민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합리적으로 의
사결정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민이다. 이 때 합리적 의사결정은 앞의 네
가지 관점이 모두 종합된 개념이다(정문성, 2005:35).
이렇듯 미국의 사회과에서는 1960년대부터 사회과의 목표로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이 주목을
받아왔고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의사결정의 본질이
나 초등학교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가르쳐야하는지, 어디에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지, 어떤
의사결정과정이 적합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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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Ⅱ장에서는 의사결정의 의미와 민
주시민성과 의사결정능력, 의사결정학습의 교수론적 특징을 알아보고 Ⅲ장에서는 초등 사회과
의사결정에서 어떤 점들을 강조해왔는지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미국의
Elementary Social Studies와 관련된 책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과에서 의사결정모형을 제안한 학자들의 특성도 파악하여 반영하였다.
의사결정능력은 Engle이 1960년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사회과 수업의 중심에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사회과의 목표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나, 시민적 자질로서 본격
적인 논의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시기별
나누어 초등 사회과 의사결정 학습 연구에서 각 시기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Ⅳ장에서는 사회과에서 다루는 있는 의사결정모형들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의사결정모형1)을 살펴보았다.

Ⅱ. 사회과와 의사결정
1. 의사결정의 의미
사회과의 목표로서 강조되는 의사결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사결정의 본질은 의사결정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밝힘으로써 명백하게 이해된다. 의사결정
은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경영학 등에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의사결정의 분석을
위한 모형, 이론, 접근방법, 개념 및 도식을 개발했다. 최근에는 교육 행정학 분야에서도 기존
학문의 제 원리를 차용․도입하여 교육행정 관계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엄익명, 1992:366).
1945년 Simon이 행정행위론에서 행정의 중핵으로서 의사결정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
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폭넓게 개발되었다. 그는 의사결정을 관리하기와 동의어로 생각
하였으며, 가치판단과 관련하여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본질
(임석재, 1991:53)이라고 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의사결정을 조직의 심장, 행정의 핵심, 행정의
중추과정 또는 행정의 본질이라고 보아왔으며, 모든 행정의 기능을 의사결정과 관련지어 생각
하여 왔다.
다음으로 여러 학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Amitai Etzion(1968:251)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1) 이들 모형들 중에는 중등 사회과를 주대상으로 삼은 것도 있지만 초등 사회과 의사결정과정, 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기 위해 같이 검토하였다.

28

사회과교육연구(15권 1호)

서 결정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개
인이나 집단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여러 가지 행동
방안을 모색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일련의 행위 과정인 것이다. 특히 사회
과 교육에서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란, 사회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비판적 사고력과 풍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가치
판단력,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능력 등을 종합한 포
괄적인 능력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박형준․고은희, 2002:125-126에서 재인용).
Bank(1973)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지식과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가치와 그 결과를 정확히 인지하고 결과를 기꺼이 수용
하는 가치적 측면이 상호작용하여야 한다고 한다(강용옥, 1988:109).
Koltsounis(1974:180-181)는 의사결정은 지식, 가치, 행동의 3가지 기본 요소를 포함한다고
한다. 지식은 의사결정의 촉진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고 학생의 가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과교육에서 더 중요하게 평가되며 의사결정은 사회적 행동을 통해 발전되고
나타난다고 한다.
Cassidy & Kurfman(1977)은 의사결정을 몇 개의 대체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이
라고 정의하면서, 사회과 수업을 위한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ngle & Ochoa(1988)는 의사결정은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고, 가치 가정과 다양한 시각에
대해 숙고하여 문제에 대해 가능한 보다 광범위한 전후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한다고 한다.
차경수(1998:215)는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목표
에 적합하도록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의사 결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민주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과에서는 일찍이 의사 결정 능력을 고급 사고력의 하나로 중요
하게 다루어져 왔다고 한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의사결정(decision making)2)이란 결정자가 마음을 분명히 하고 판
단을 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행위나 과정, 혹은 실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의 과정이 형성되
기 전에 상황이 탐구․평가되고, 문제가 확인되고,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이 고려되는 방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그 결정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
당한 것이어야 한다.
결국 의사결정이란 다양한 속성을 지닌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문제로 귀착되며 사
회과에서는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합리적’이란 의미는 어떤
개념적인 속성이 있는가? 경제적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하는 절약의
2)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 탐구(inquiry)와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탐구란 지식의 획득을 목표로
하며, 문제해결이란 사물 사이의 관련성을 추출하는 과정으로서, 모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단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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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의미하고, 사회적으로는 형평성과 통합성에 초점을 두고 배분의 공평성과 복지의 증진
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전체의 가치를 수렴하여 다양한 이익 내지 목
표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다(박연호․이상국 공저, 1992:48-49).
‘합리적’이라는 용어는 철학이나 사회과학의 제 분야에서 주로 등장하는데 학술적인 관점에
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학자는 Max Weber이다. 우리의 합리성 개념은 서양의 ‘rationality’와
‘reason’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이성에 부합한다’는 뜻으로 합리성은 ‘이치 또는 도리
에 맞다’는 의미로서 이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서양의 합리성개념을 좁게 해석하면 목적합
리성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합리성인 도구적 이성을 의미
하는데 이것은 합리성의 전부라고 할 수 없다.
사회과에서 목표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은 합리적이라는 의미를 이성적이라는 의미를 포
함하는 넓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사회과에서 지향하는 의사결정은 이
성적 가치판단에 의한 합리적 문제해결과정이며 이를 위해 이성에 바탕하여 반성적으로 사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때 합리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내포되어야 한다(이
태근, 1988:115). 첫째, 합목적성이다. 목적의 합리성으로 목표와 수단이 밀착되고 가치와 효과
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가치 합리성이다. 가치의 본질과 신념에 비추어서 목적과 수단
이 보편타당해야 함을 뜻한다. 셋째, 의사소통적 합리성3)이다. 지식과 지성에 국한되지 않고
타인과의 정당한 교제, 관용, 그리고 상대방이나 적수의 말을 경청하고 오해를 하지 않으며
반대 논증을 받아들여도 하자가 없는 것을 말한다. 즉 합리성은 감정, 지성, 이성 등 정의적
가치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개념의 전제로 볼 때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은 인지적인 영역과 정의적인 영역의
종합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학습주체간의 활발한 토론과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하면서 어떤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가치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선택된 결정에 의거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의사결정이 주술적 방법, 즉 점을 쳐
서 신의 뜻을 따르거나 추첨과 같은 방법에 의존하기도 하고, 권위에 호소하거나 전통이나 관
습, 관례 또는 우연에 따르기도 하며, 감정(emotion)에 치우친 충동적(impulsive)인 결정일 수
도 있다(윤세철, 1993:83). 그러나 사회과에서 의도하는 의사결정은 무엇보다도 문제를 합리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reason)을 바탕을 둔 반성적 사고 과정이어야 한다(손병노 외,

3) 차조일(2003)은 의사결정모형은 도구적 합리성에 바탕한 대표적인 사회과 이론이지만 도구적 합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
면서 대안적 합리성으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초한 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차조일(2003), 사회문제 중심 사회
과의 합리성에 대한 연구: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 의사소통 합리성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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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477). 의사결정학습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문제해결학습, 탐구수업과 마찬가지로 Dewey의
반성적 사고에 기초한 사고과정(thinking process)이며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문제해결로 끝나
는 일련의 주체적 사고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방법이다(최용규, 1995:168).
둘째, 합리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상황(decision-making situation)과 관련된 정확하고 광범
위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문제 상황과 관련된 지식은 타당하다고 입증된 사
실이어야 하며, 한 영역으로부터의 지식이 아닌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지식, 즉 다학문적, 간
학문적 지식이 필요하다(Banks, 최병모 외 공역, 1987:29). 이를 위해서는 자료 수집, 분석, 종
합, 평가를 포함하는 정보처리기능(information processing skill)이 요구된다.4)
셋째, 어떠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발생가능성과 의사결정자에
의 유용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Hammond, et al., 강용옥, 1988:108에서 재
인용).

2. 민주시민성과 의사결정능력

사회과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
의 학자들이 민주시민교육, 혹은 시민성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견
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이때 시민의 자질 혹은 시민성이란 사회적 관심문제에
대한 개인적․공공적 결정의 능력, 즉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사회과교육은 학습자들이 지적 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정
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학교교육의 교과목 중에
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홍우 역, 1996). 이것은 인간은 항상 개인
적․사회적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공공정책의 형성에
참여해야 하고,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가
르칠 수 있는 일련의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과교육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의사결정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환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강
용옥, 1988:107-108).
사회과의 목표로서 의사결정능력 육성의 중시는 사회인식과 시민적 자질을 가장 유효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Banks(1976)는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의 계발을 통한 지적인 사회 행위자의 육성을, Woolever & Scott(1988:16)는 ‘사회과교육
4) Welton(1992:354), Byrnes & Torney-Purta(1995;261)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 분석, 종합의 과정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정보처리 기능의 활용’으로 보고 있다.
5) 이러한 견해는 H. W. Hertzberg(1981), Social Reform 1880-1980, Boulder, Colo: Social Science Education Consortium, W.
S. Longstreet(1985), "Citizenship: the Phantom Core of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13(2) 등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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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동으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명료화된 개인적 가치와 사회 과학적 방법에서 도
출된 지식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경험
의 총체이다’라고 정의하여 시민이 민주적 이상을 성취․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과
태도로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행위자의 육성을 사회과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Kaltsounis(1979:23) 역시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을 단순한 사회의 적응이 아니라, 사회적 사상
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으로서 규정하고, 이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육성을 제시하고 있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습의 과정은 다르지만, 사회과의
목표로서 시민적 자질의 육성을, 시민적 자질의 중핵으로서 의사결정 능력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사회과를 현대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시민을 육성하려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때, 사회과의 궁극적인 목적은 객관적 사회인식 능력 또는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이고6), 이를 위한 실천적 차원에서의 일차적인 목표는 객관적 사회 인
식체계 또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준거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다.

3. 의사결정학습의 교수론적 특징

의사결정학습은 사회과의 다른 학습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의사
결정학습은 의사결정과정(decision making process)이 수업상황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학습과
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학습의 교수론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수방법(teaching
method)으로서의 구성 요건을 중심으로 한 성격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최용규, 1995:167).
이는 교수방법으로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수방법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 Barth 등은 철학적 입장에서 의사결정능력의 학습의 교수론적 특성을 지식
관, 인간관, 방법관으로 나누어 설명(Kaltsounis, 1987)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관에서 볼 때 의사결정학습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은 목적 가치 즉, 지식 그 자체
로서의 목적가치보다는 수단적인 가치를 강조한다는 것이다(Kaltsounis, 1974:180-181). 문제
해결 학습, 탐구학습이 학습자 스스로의 반성적 사고과정에서 지식의 생성이나 발견 및 획득
이 목적이라면, 의사결정학습은 ‘지식의 생성’이나 ‘지식의 구조’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6) 민주시민은 주권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그들은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사회 제반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판
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권오정 외(1987), 「민주시민교육론」, p.25). 또 민주주의란 자기통
제, 자기결정, 자기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은 민주적인 합리성에 떠한 의사결
정 능력이다. 그리고 민주적 합리성에 터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 상황을 반성적으로 음미하고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권오정, 「민주주의의 교육방법에 대한 기초적 고찰」, 한국교육개발원(1990),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교
육」,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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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경험하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의사결정학습은 지식의 선택, 종합, 적용을 통한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인간 사회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목적이 아닌 수단적 가치를 강조한다. 즉, 문제해결학습․
탐구수업이 학습자 스스로의 반성적 사고과정에 의해서 지식의 생산이나 발견 및 획득이 목
적이라면, 의사결정학습은 ‘지식이 생성’이나 ‘지식의 구조’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경험하는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까지 나아갈 것을 요구
하고 있으며, 지식 활용능력을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 보고 있다.
둘째, 인간관에서 본 의사결정 학습의 특성은 의사결정학습이 추구하는 인간이 사회 현상에
대한 수동적인 관찰자(passive observer)보다는 공공 문제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
감 있는 사회 참여자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민
주주의 사회는 모든 시민들이 공공정책의 형성에 대한 최대한의 참여를 통해 계속적으로 유
지되고 발전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Banks, 최병모 외 공역, 1987:460) 민주주의는 자
기통제․자기결정․자기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민
주적 합리성에 터한 의시결정능력이다.(손병노 외, 1996:477)
셋째, 방법관 측면에서 본 특성은 의사결정학습이 결정적인 가치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치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의 학습이라는 ‘방법’ 중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해결 탐구와 의사결정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다루어지는 문제가 가치 판단을 요구
하느냐, 행위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문제 해결은 관찰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추구
하거나 증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의사결정은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
판단을 요구하며 결정에 따른 행위를 수반하는 뚜렷한 사고 과정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학습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초점을 두기 보
다는 학생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의사결정과정을 연습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더 큰 의의와 강조점을 둔다(Woolever & Scott, 1988:76). 의사결정 과
정을 ‘아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을 위
해서는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실제로 행동하는 경험이 요구된다. 지식이 곧 행동과 실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실
습할 수 있는 ‘과정’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경험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기회를
통해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참여적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다(박형준․고은희, 2002:126).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자발적 의사결정능력은 어릴 때부터
키워지는 것이며, 만약 이 시기에 이러한 능력이 배양되도록 기회가 주어지고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청소년기, 성인기 등 일생을 살면서 개개인이 직면하는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는 데 있
어서 문제점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최혜로, 1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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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과 의사결정 학습 연구의 변화
1. 1970년대: 사회과 역할 변화와 의사결정으로 전환
1960년대 이후 사회과가 큰 변화를 겪고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개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
치게 되자, 학교 교육에서 아동들에게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당면한 문
제들에 대해 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정문성, 1998:1), 1970년대 들어서면서 학생들에게 훌륭한 결정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시되었고 이것이 사회과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었다(Kaltsounis, 1974:178). 사회
과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이해하고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며 사회 상황이 현재처럼
불확실하다면 의사결정에 대한 강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Banks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사회과의 주된 목적으로 인식하고, 사회과학지식과 가치명료화
의 결합과정을 명료히 서술하였고 중심적 목적으로서, 지적인 사회 행동을 통한 의사결정의
수행을 제시하였다(강대현, 1995:2).
오랫동안, 사회과는 분석적이기보다는 기술적이어서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규정된 대로 비판
적 질문없이 받아들이게 하였다. 사회가 가난하고 불행할지라도 교과서에는 모든 사람은 부유
하고 행복하게 표현하고 소수 문화가 존재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쓰여진 교과서는 거기에 관
심을 두지 않았다. 게다가, 사회과는 과거를 가르침으로써 사회의 역동적 특징을 예측하는데
실패했다. 사회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변화는 계속되어 왔지만 오랫동안 사회과는 변함이 없었
다.
학생들 또한 변했다. 교통과 mass media의 발달과 함께 학생들의 경험적 배경은 확장되었
고 그들의 정보적 지식은 증가했다.
또한 Sputnik으로 러시아가 과학적 발전에서 미국을 앞섰다고 생각했고 그 비난의 중심에
학교가 있었다. 그 결과 학교들은 과학과 과학적 방법에 관심을 돌리도록 강요받았다. 사회과
학은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들어왔고 사회과학은 사회과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지리, 역사,
사회학, 인류학, 정치 과학, 경제의 학과의 구조와 기본적인 개념과 일반화는 학과의 각 분야
에서 끌어오고 이전에 사회과라 불리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다. 탐구와 사회 과학하기
가 그들의 목표로서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교과서에 “사회과학” 항목이 현
저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신사회과’가 1960년대 미국의 사회적 격변, 즉 인권운동, 반전운동, 도시의 위기, 빈
곤과 흑인 및 소수 민족 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사회과 교육의 사회적 효용성
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사회과 교육이 그 때까지 훌륭한 시민의 표상으로 강조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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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Citizen”의 개념은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회과학적 지식이 곧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이다.

그리하여

“Reflective Citizen Actor”의 새로운 개념이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문제를 해결
함에 있어 반성적이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Engle & Ochoa, 1988:67)이 시민적 자질
로서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다(최용규, 1997:32-33). 학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딜레마와 직면
할 필요가 증대되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 결정하도록 하는 격려할 필요가 생겼다. 사회
과는 개념과 일반화를 넘어 학생들은 적절한 사회적 행위에 개입과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에
서 실제적인 연습을 하도록 해야 했다.
의사결정은 개념, 일반화, 탐구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그들의 위치가 목적에
서 방법으로 단순히 이동한 것이다. 학생들은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고 설명하기를 계속하면서
그들간의 관계성을 발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
고 합리적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도록 한다.
Kaltsounis(1974:180-181)는 의사결정의 3가지 요소로 지식, 가치, 행위를 강조한다. 의사결정
에서 의사결정자의 감정, 성향, 태도, 신념을 포함하는 가치는 지식만큼 중요하다. 때때로 가
치요소는 지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은 행위를 요구한다. 이것은 사회에게는 물론 개인에게도 사회과를 흥
미있게 유용하게 만드는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행위에서 학생들은 그가 알고 배운 것을 관련
짓는다. 행동을 취함은 학생들에게 그들 안의 감정과 가치를 내보일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만들어 준다. 즉, 동료와 다른 사람들의 관련된 정보, 감정, 가치의 정당성을 시험할 수 있게
해 준다.
의사결정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은 인간의 상호작용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이런 문제의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 1980년대: 의사결정 기능과 절차

1980년대에는 의사결정을 문제해결이나 사고 기능의 일부로 보고 의사결정과정, 의사결정
기능, 의사결정모형 등의 절차를 정교히 만들었다.
Schug & Beery(1987:104-105)는 의사결정자로서의 교사를 강조하면서 학급에 의사결정은 다
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① 결정이 요구하는 목표, 쟁점, 문제를 명백히 하기,
② 대안 명백히 하기, ③ 각 항목의 대안 탐구하기(목적․가치․기대, 가능한 자원, 가능한/기
대되는 결과), ④ 의사결정하기, ⑤ 결정에 따라 행동하기, ⑥ 결과와 실제적 결론 숙고하고
미래의 행동 결정하기
그들은 의사결정 기능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Cassidy & Kurfman, 1977)7). ① 정보수집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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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A. 질문하기, B. 조사하기, C. 듣기 기능을 포함하고 ② 준비된 자료로부터 정보 수집하기
위한 기능에 A. 읽기, B. 지도 이용하기, C. 그래프와 표 사용하기 기능이 포함되며 ③ 사고
기능에 A. 분석-종합, B. 적용-예측, C. 평가-판단의 하위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치 분석에서 Decision-Tree 전략은 개인의 의사결정과 특정한 쟁점을 다룰 때 다양
한 대안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가치
결과
+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

대안

+
-

결정할 상황

<그림 1> Decision-Tree

Schuncke(1988:86-87)은 문제해결 접근에서 문제해결의 세 가지 모델을 조사, 탐구, 의사결
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사는 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되고 지식을 산출하는 탐구는 문제 해결
자에게 새로우며 의사결정은 행위의 대안적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을 돕는다고 한다.

<표 1> 문제해결의 세 모델
조사(Exploration)
문제 결정하기

탐구(Inquiry)

의사결정(Decision Making)

문제 결정하기

결정해야 할 것 정하기

자료 수집 계획하기

자료 수집 계획하기

일어날 대안과 결과 계획하기

자료 수집하기

자료 수집하기

대안과 결과 수집하기

자료 시험, 분석, 평가하기

자료 시험, 분석, 평가하기

결과 시험, 분석, 평가하기

종합

가설 수용이나 거부하기

가치 구조에 따라 선택하기

일반화하기

행동하기

Schuncke(1988:99-103)는 의사결정과정은 하나 이상의 해결을 원하는 딜레마 유형과 관계가
있으며 가능한 문제 해결의 일반화,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것의 선택, 이 선택의 행위를 수반

7) Mark. C. Schug, and R. Beery(1987), Teaching Social Studies in the Elementary School: Issues and Practices, Scott,
Foreman and Company. pp. 163-164에 자세히 나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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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다. 그는 의사결정에서 일어나는 선택은 모든 가능한 행위의 절차, 이런 행위의 결
과, 개인의 신념과 가치와 함께 주어진 행위 과정의 일치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사결정 모형의 6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단계는 ①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결정하기, ② 대안과 그 결과에 관한 자료 수집 계획하기, ③ 대안과 그 결과 생성
하기, ④ 대안과 결과 시험하기, ⑤ 개인의 가치 구조에 따라 선택하기, ⑥ 선택에 따라 행위
하기이다.
이 중에서 개인의 가치 구조에 따라 선택하기와 행위가 다른 사고 과정과 의사결정을 구별
짓는 특징이라고 보고 있다.
Hurst, Kinney 및

Weiss(1983)가 여러 학자들의 의사 결정 모형을 종합하여 개인적 의사

결정과정을 정리하였다. 1단계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한다. 2단계는 그 문제
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다시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문제의 진술로서 문제를 분명하
게 부각시키고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정보
를 수집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 문제가 안고 있는 가치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3단계는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고, 4단계는 그 대안들을 평가하며, 5단계는 대안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6단계는 그 결과를 평가한다(정문성, 1998:4-5).
Engle & Ochoa(1988:67-76)는 의사결정을 진리 주장에 관한 의사결정과 공공정책문제에 관
한 의사결정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진리에 관한 의사결정은 ① 호기심 유발, ② 진리라는 주
장과 근거의 제시, ③ 자료 수집, ④ 자료 평가, ⑤ 결론의 5단계를 주장하였다. 이른 일반적
인 사회 탐구 과정과 같은 것이다. 사회적인 공공문제에 대해서는 ① 문제의 확인과 정의, ②
가치에 관한 가정 확인, ③ 대안의 확인, ④ 결과의 예측, ⑤ 의사결정, ⑥ 결정의 정당화, ⑦
의사결정 변경 가능성 인정 등 7단계를 제시했다. 이는 가치분석 과정과 흡사하다.

3. 1990년대: 시민성 교육으로 의사결정

1990년대는 의사결정을 시민성 교육의 일환으로 강조하고 있다.
NCSS는 사회과의 목적을 지식과 정보 목적, 태도와 가치 목적, 기능 목적으로 구분하면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목적은 태도와 가치 목적 중에서 “모순되는 가치 사이에서 선택을 포함하
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Jarolimek, 1990:7).
Park & Jarolimek(1997:63)은 시민성 교육을 6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다. 시민이라면 과반수
원칙을 이해하고 참여해야 하며, 소수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
를 보호하고, 정부의 범위와 범주를 한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공 정책 대해 숙고하는 방법,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방법, 공적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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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민주 시민성 교육은 세 개의 더 주요한 지식(Knowledge), 민주적 가치(Values), 덕이나 성
향(Dispositions)으로 잘 알려진 성격 특성을 구성요소로 본다.

토론

지식

의사 결정

가치

공동체

성향

봉사/행동

<그림 2> 민주 시민성 교육의 요소(1997)

Stahl(1994)은 에피소우드를 이용한 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하면서 이 모형은 협동 학습 구조에
서 만들어진 수업 모형이고 개인적 의사결정과 집단적 의사 결정이 통합된 가장 현실적인 모
형이라고 하였다. 서열화 전략, 강제 선택 전략, 협상 전략, 창안 전략이라는 네 가지 구체적
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정문성, 1998:202). 우리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 상
황은 사회 문제이며 이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발전된 민주 사회는 단순한 다
수결의 원리가 아니고 가능한 모든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사회이다. 그리고
사회과는 아동이 이러한 집단 의사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동시에 다
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집단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람직
한 의사 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중요한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4. 2000년대: 숙고(Deliberation)와 참여의 의사결정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의사결정에서 토의와 숙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
생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Ross(1977)는 사회과 교육을 목적에 따라 시민성 교육, 역사와 사회과학 교육, 반성적 사고
와 문제 해결 교육으로 나누고 반성적 사고와 문제 해결 교육에서 강조되는 지식, 기능, 가치
에서 일련의 반성과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학생의 능력은 실제 쟁점에 관해 의사결정하고 이
런 결정의 결과를 경험할 기회가 주어질 때 향상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저학년에서 문제해
결력은 개인과 가족에게 중요한 쟁점에 관해 학습할 때 향상되고 고학년은 공동체, 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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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의 더 넓은 범위에서 학습할 때 사용된다고 한다
(Savage & Armstrong, 2000:7,11).
민주 사회에서 많은 문제는 집단적인 의사 결정이 요구된다. 이것은 학습자들에게 어른들의
집단 의사결정의 특징인 토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Savage & Armstrong(2000:236,250-253)은 사고의 종류를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문제 해
결, 의사결정으로 구분하고 의사결정은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질문은 옳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며 이런 종류의 쟁점은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우리에게 강요한
다고 한다. 즉, 가능한 의견을 생각하고 증거를 들고 개인의 가치를 고려하는 종류의 사고가
의사결정으로 알려져 있다. 의사결정 순서는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대안 해결을 통해 생각하
도록 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관련된 증거나 가치뿐 아니라 이런 대안에 관해서도 생각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어른이 직면하는 문제에 학생을 포함하도록 한다. 어른의 세계와 연결함으로써
의사결정 수업은 초등학교 사회과 프로그램에서 명확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Park(2001:61-62)에서 민주 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기본이 되는 여섯 개의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숙고(Deliberation-discussion and decision making), 투표(Voting), 공공 봉사와
활동(Community

Service

and

Action),

지식(Knowledge),

민주

가치(Values),

성향

(Dispositions) 등이다. 첫 번째인 숙고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며 저학년에서 뿐만 아니라 고
학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숙고

투표

공동체
봉사/행동

성향

가치

지식

<그림 3> 민주 시민성 교육의 범주(2001)

Duplss(2004:294-297)는 의사결정은 일련의 가능한 대답으로부터 신념에 기반을 둔 대안적
해결 사이의 선택을 포함한다고 한다. 그는 의사결정의 8단계를 제시했다. 2단계는 문제 해결
의 5단계를 포함한다. ① 결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 인지하라, ② 문제를 분명히 하라, ③ 관련
된 가치를 확인하라, ④ 원하는 목적을 나타내라, ⑤ 목적과 잠재적인 대안의 범위를 고려하
라,

⑥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각 대안의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라, ⑦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예측된 결과와 진술된 목적과 자신의 가치에 정당함의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의 순위를 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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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⑧ 결론을 적용하고 결과를 평가하라. 이 단계들에서 교사는 절차적 지식으로부터 결정적
인 형태로서 숙고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그는 아동 문학을 활용한 의사결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교사가 의사결정 기능을 활
용할 수 있는 상황이나 대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아동들의 문학은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의사결정 교수에 적절한 학생의 책을 위한 주요 질문을 제공한다.8)
교사는 이야기 자체의 중요성과 함께 반성, 사고, 의사결정을 강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
다. 예를 들어, 잭과 콩나무, 노숙자의 신문기사 이야기와 같은 아동의 이야기뿐 아니라 고학
년 학생들에게 히로시마 폭탄투하는 의사결정 모형의 8단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의사결정
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Ellis(2007:86,361-362)는 의사결정자로서 교사는 교수자로서 몇 가지 기본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결정에는 내용, 교사의 활동, 학습자의 활동이 포함된다고 한다. 민주사회에서 시
민은 의사결정과정에 가능한 한 충분히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의사결정은 개인에게 가능한 대
안의 기능으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의사 결정할 수많은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런 결정은
실제적이야 한다.

Ⅳ. 사회과 의사결정모형의 비교
1. 의사결정모형 유형별 비교
의사결정 문제를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학습하는 절차로 모형화한 것을 의사결정모형이라
한다. 의사결정모형을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석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에 의사결정모형을 분류
한 학자들의 연구를 검토하여 사회과 의사결정모형을 유형화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박상흠(1998:15-42)은 모형의 성격과 의사결정의 주체에 따라 분류하였다. 첫째, 모형의 성격
에 따른 분류는 의사결정 하는 과정을 가치탐구와 지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탐구결과를 토
대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제시한 가치, 지식 탐구모형과 반성적 탐구의 논리를 수용하여
가치탐구라는 테두리 속에 지식 탐구를 포함시키는 반성적 탐구모형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가치, 지식탐구 모형으로 대표적인 모형은 Banks의 의사결정모형을 든다. Banks의 모형은 사
회탐구(지식탐구)를 통해 획득한 사회적 지식과 가치탐구를 통해 명료화된 가치를 관련시켜
8) James A. Duplass(2004), Teaching Elementary Social Stud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Y.: Houghton Mifflin
Company. pp. 295-296. 1. 무엇이 문제인가? 2. 왜 문제인가? 3.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4.
주어진 상황에서 주인공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다른 일은 무엇인가? 5.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와 같
은 19개의 주요 질문과 의사결정을 가르치는데 적절한 25가지의 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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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을 한 후 결정에 따른 사회적 행동을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한 지적인 사회적 행위자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의사결정의 주체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가
개인인가, 집단인가에 따른 구분이다. 즉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집단적인 문제는 집단이 각
각 문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김신희(1998:12)는 의사결정모형을 의사결정 해야 할 문제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다. 의사
결정모형은 개인모형과 집단모형으로 구분된다. 의사를 결정해야 할 문제 상황이 개인적인 문
제일 때는 의사결정과정은 오로지 한 개인 안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제의 성
격과 관련 범위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때에는 사회구성원과 관련 당사
자 모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위의 의사결정모형을 분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의사결정모형의 분류
구분
성격에 따른 분류

모형분류(대표적 모형)
․가치, 지식탐구모형

내용

(Banks의 모형)

합리적 의사결정행위자 양성

․반성적 탐구모형
․개인모형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가 개인인가,

결정해야 할 문제의 성격에

․집단모형
․개인모형

집단인가에 따라 달라짐
결정해야 할 문제 상황이 개인적인

따른 분류

․집단모형

가, 집단적인가에 따른 분류

의사결정 주체에 따른 분류

유명철(2002:77-79)은 지식과 가치의 균형된 입장, 지식 중심이면서 가치와 균형을 취하는
형태인 대안중심 사고에 입각한 의사결정, 가치 중심이면서 지식과 균형을 취하는 형태인 가
치 중심 사고에 입각한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 모형을 분류하고 있다.
Kaltsounis(1987)는 Banks와 같은 입장에서 의사결정의 과정을 ‘1) 의사결정의 논쟁적인 문
제제기 2) 지식 3) 가치 4) 대안으로부터의 선택 5) 선택의 정당화 6) 행동 7) 결과의 평가’의
7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Cassidy & Kurfman(1977)은 의사결정의 요소를 ‘사실과 일반화’와 ‘가치와 느낌’으로 제시
하면서, 의사결정의 과정을 ‘1) 결정된 실례와 대안을 확인 : ① 내려야할 결정을 정의 ② 의
사결정자의 목적을 확인 ③ 실행할 대안 확인 2) 선택된 결정을 검토하고 평가 :

① 각 대안

의 가능한 결과 검토 ② 각 대안의 평가 및 우선 순위화 3) 내려진 결정에 대해 확정하고 반
영 :

① 가장 좋은 대안의 선택 ② 행동의 계획 이행 ③ 행동의 결과’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이 모형도 Banks 및 Kaltsounis와 동일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Kaltsounis와 Cassi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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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fman의 모형은 Banks 모형의 자기식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지식 중심이면서 가치와 균형을 취하는 입장에서의 의사결정 모형이 있다. Schuncke는 의
사결정의 과정을‘ 1) 의사결정 문제의 결정 2) 대안과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수집 계획 3) 대안
과 그 결과 도출 4) 대안과 그 결과 검토 5) 가치 구조와 일치되는 대안 선택 6) 선택에 따른
행동’ 등으로 제시하면서 1)에서 4)단계까지는 지식 중심을, 5)과정에서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
다(Schuncke, 1988)
가치 중심이면서 지식과 균형을 취하는 입장에서의 의사결정 모형으로는 Remy와 Engle &
Ochoa(1988)의 모형이 있다. Remy는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1) 의사결정의 문제와 선택의 필
요성 이해 2) 목표 또는 가치의 확인 3) 대안의 확인 4) 대안의 긍정적 결과 또는 부정적 결
과 예측 5) 대안 선택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Engle & Ochoa(1988)는 의사 결정 과정을
‘(1) 문제인식과 정의 (2) 가치의 가정에 대한 인식 (3) 대안들의 인식 (4) 결과 예측 (5) 결정
의 도출 (6) 결정의 정당화 (7) 결정의 임시성 인식’ 으로 제시하고 있다. Remy와 Engle &
Ochoa는 일치되는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의사결정의 과정을 ‘1) 의
사결정의 문제 인식 2) 목표 또는 가치의 확인 3) 대안의 확인과 결과 예측 4) 대안의 선택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박남수(1999:217)는 두 가지 기준으로 의사결정모형을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의사결정 학습
과정에 있어 “개념탐구”와 “가치탐구”의 관련성의 문제이다. 개념탐구와 가치탐구의 접합관계
에 따라 개념탐구와 가치탐구의 분리, 개념탐구→가치탐구의 연속(사회적 논쟁문제를 대상으
로 학습해가는 과정), 개념탐구와 가치탐구의 통합과정과 같은 세 가지의 접합 관계가 상정되
어진다.
둘째는 의사결정관련요소이다. 교재로서의 문제의 특성, 지식과 가치를 분석의 시점으로 한
다. 문제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사회과제형”과 “논쟁문제형”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 과제형은
현대사회에 있어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해결이 요청되는 문제 장면으로 반드시 대립적인
가치를 내재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논쟁문제형은 가치와 가치의 대립에 의해 사회적으로 의
견이 양분된 문제 상황으로 규정한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모형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식탐구와 가치탐구의 관계에 따라 분류하고 둘째, 의사결정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인모형과 집단모형으로 분류하며 셋째, 결정해야할 문제의 특성과 관련해서 대립적인 가치
가 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위의 관련연구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서 의사결정모형을 3가지로 유형화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유형화는 먼저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식탐구과 가치탐구의 관계 혹은 지식,
가치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결정해야할 문제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결과 의사결정모형을 문제 중심적 의사결정 모형, 균형적 의사결정 모형, 반성적 의사결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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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유형화하고 그들의 특징을 <표 3>과 같이 비교 정리하였다.

<표 3> 의사결정모형 유형별 비교
구분

모형의 예

문제 중심적 의사결정모형

Cassidy & Kurfman(1977)

Hurst, et al.(1983)

Oliver & Shaver(1966)

Kaltsounis(1987)

Naylor & Diem(1987)

Banks(1990)

Engle & Ochoa(1988)

가치 중심
개념의 명료화

과정

반성적 의사결정 모형

Hunt & Metcalf(1955)

수업 과정

의사결정

균형적 의사결정 모형

경험적 증거에 의한 사실
의 증명
가치갈등의 해결

개념탐구, 가치탐구의 분리
문제제기

Remy(1989)
가치 중심
문제 인식 및 정의
의사결정자의 목적 및 가치

지식탐구

확인

가치탐구

대안선택

대안선택

대안의 검토 및 실행

행동

평가
현대 사회에 있어 바람직 의사결정은 지식이라는 요 의사결정을 하는 힘으로서
의사결정

한 방향으로 해결이 요청 소 외에 가치판단의 요소를 일관되게 자신의 실제의 의

능력의 규정 되는 문제 해결

지님

사결정을 하는 실행력 내지
실현되는 실천력을 의미

의사결정의
주체
결정해야할
문제의 성격

집단

개인

집단적․논쟁적 문제

개인적 문제

개인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

문제 중심적 의사결정모형은 현대사회에 있어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해결이 요청되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 다수와 관련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
서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균형적 의사결정모형은 의사결정과정을 지식탐구와 가치탐구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지식탐
구를 통해 획득한 사회적 지식과 가치탐구를 통해 명료화된 가치를 관련시켜 의사결정을 한
후 결정에 따른 사회적 행동을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지
적인 사회적 행위자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탐구, 가치탐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를 모두 균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형이다.
반성적 의사결정모형은 가치 갈등 상황에서 바람직한 가치를 판단․선택․결정하는 행위로
서 가치탐구의 성격을 지니며, 지식탐구는 가치탐구와 독립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과정이 아니
라 가치탐구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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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중심적 의사결정모형
문제 중심적 의사결정모형은 문제를 중심으로 가치를 탐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에서

의사결정을

중요시하는

모형으로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

Oliver

&

Shaver(1966)의 하버드 모형이 있다.
Oliver & Shaver는 1961년부터 5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 추
진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1966년에 「고등학교에서의 공공문제의 교수」를 출판하였는데,
여기서 비롯된 논쟁 수업 모형이 일명 ‘하버드 모형’이다. 이들은 사회과의 영역에서 논쟁문제
를 선택하여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세 학교에 실험적으로 교수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
다. 평가 결과 이들의 교육 과정과 교수 방법이 논쟁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입장을 취하고 그
입장을 정당화하는 지적 분석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의 교수 모형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1) 개념의 명료화 (2) 경험적 증거에 의한 사
실의 증명 (3) 가치 갈등의 해결’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모형의 중요한
특징은 논쟁 문제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갈등을 일으키는 핵
심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탐구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 설명, 개념 정의 등
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사실 탐구의 과정을 통해 대립하고 있는
핵심 가치를 파악한 후 가치 갈등을 해결하게 된다. 가치 갈등의 해결은 보편적 가치, 일시적
가치, 개인적 가치, 구체적 가치 등을 구분해 놓은 가치 위계(value degree)에 따라 민주 사회
에서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보전하는 방향을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인 가치 갈등 해
결의 기준으로서는 인간 존중이라는 사회의 기본적 가치, 헌법에 제시된 여러 가지 민주적 원
리, 가치의 위계적 차이, 가치의 보편성과 구체성을 제시했다. 가치 갈등 해결의 기준으로서
윤리적․법률적 원칙과 가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모형을 윤리-법률 모형(ethical-legal
model) 혹은 법리 모형(jurisprudential model)이라고 부른다(Oliver & Shaver, 1966:141-143).
이처럼 하버드 모형은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중시하여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나 최근까지 논쟁 문제 교수의 결정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
히 이 모형은 논쟁 문제를 개념 정의․사실․가치문제로 구분하여 이들을 각각에 적합한 방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매우 신선하고 독특하였으며, 논쟁 문제에 대한 선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논쟁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타인 혹은 상대 집단과 함께 문제를 해
결하려 하기보다는, 논쟁 문제 파악과 입장 선택 및 정당화에 그쳐 논쟁 문제의 진정한 해결
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목표 영역 중 가치 탐구 기능은 매우 중시하는 반면, 집단 기능이나 태도와 가
치 영역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Oliver & Shaver의 모형
이 논쟁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보다는 논쟁 문제를 ‘소재’로 하여 가치분석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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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사고 기능을 함양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주은옥,
2001:330-331).

3. 균형적 의사결정모형
의사결정과정을 지식탐구와 가치탐구로 구분하여 각각의 탐구 결과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제시한 모형으로 Banks 모형이 대표적이다. Banks(1973)는 학습자의 의사결정능
력신장을 사회과의 주요 목표로 보고, 이를 위해 사회 탐구와 가치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의
사 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Banks(1973)가 제시한 의사 결정의 과정
은 ‘(1) 문제제기 (2) 사회탐구 - 필요한 지식 획득 (3) 가치탐구 - 관련 가치의 명료화 (4) 의
사결정 - 대안 검토와 결과 예측 (5) 행동’의 5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 중 주로 사실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그의 사회 탐구 모형은 ‘(1)
문제 제기 (2) 가설 설정 (3) 개념화 (4) 자료 수집 (5) 자료의 평가와 분석 (6) 가설 검증: 일
반화와 이론’의 6단계로 구성된다.
한편 가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가치 탐구 모형은 ‘(1) 가치 문제 제기 (2) 가치 관련
행동의 서술 (3) 가치의 명명과 해당 행동의 확인 (4) 가치 갈등의 확인 (5) 가치의 원천 파악
(6) 대안적 가치의 명명 (7) 가치의 결과 예측 (8) 가치 선택의 선언 (9) 가치 선택의 이유․원
천․결과 서술’의 9단계이다.
Banks(1973)의 의사결정 모형의 가치는 사회과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개인
의사결정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이 수월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현
실적 괴리를 안고 있다. 이 모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으로 사회 탐구와 가치
탐구의 과정을 별개의 과정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세분화된 단계를 거쳐 지식을 획득하고 명
료화한 가치를 종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지식과 가치는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분리하여 탐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경계가 모호하
다. 의사결정이 지식과 가치라는 두 요소의 종합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합리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 두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이 모형이 지니고 있는 약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각각의
탐구 과정에 적합하게 사고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또한 실제 사회에서는 지식을 통해서 가치를 명확히 하고, 가치를 통해서 지식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 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모형의 현실적인 한계를
알 수 있다.
또한 Banks 모형을 포함한 기존의 대표적인 개인 의사결정 모형들은 사회탐구과정에서 단

초등 사회과 의사결정 학습 연구의 변천과 의사결정모형의 비교

45

지 정보에 관한 작업을 하면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전
제하고 의사 결정 모형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수집과 분석단계에서 여러 가지 편견
과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주성욱, 2007:370).

4. 반성적 의사결정모형

반성적 의사결정모형은 반성적 탐구의 논리를 수용하여 가치탐구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
서 지식탐구를 포함시키고 있는 모형이다.
반성적 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한 학자로는 Hurst, et al.(1983), Neylor and

Diem(1987),

Engle & Ochoa(1988), Remy(1989) 등이 있다. 이 학자들의 모형들은 거의 비슷한 단계를 지
시하고 있으며 이 중 Engle & Ochoa(1988)의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ngle & Ochoa(1988:72-73)의 의사결정 모형은 민주주의 이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사
회과 수업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되었는데, 특히 정치적인 의사 결정과 관련된 문
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형에서는 현대의 민주 정치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와
논쟁점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보는 과정이 시민으로서 민주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 작업이라고 본다.
Engle & Ochoa(1988)는 현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 중 기존 과정의 주체와 관련되
는 것을 선택하여 다음의 7단계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해나갈 것을 주장한다. ‘(1) 문제인식과
정의 (2) 가치의 가정에 대한 인식 (3) 대안들의 인식 (4) 결과 예측 (5) 결정의 도출 (6) 결정
의 정당화 (7) 결정의 임시성 인식’ 등이 그 7단계이다.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특히 2단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가치에 담겨있는 가정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Oliver & Shaver는 이 단계에서 각 개인의 가치의 중요성과 가치들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하고 타인, 혹은 타 집단과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
고, 가치의 분석과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Ⅴ. 결론
사회과의 목적을 시민성 함양에 두고 시민성의 자질로서 의사결정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해 오고 있다는 데에는 거의 동의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과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의사결정능력은 1960, 70년대 미국의 신사회과 운동이 사회문제를 간과함으로써 민주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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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에 대한 변화로 등장하게 된다. 기존의 지적인 시민보다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반성적
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갖춘 시민이 더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의사결정과정이 수업상황에서 전개되는 학습과정을 의사결정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사결정학습은 지식을 수단으로 보고 의사결정‘과정’에 중점을 두며 문제에 초점이 주어
지는 수업이다.
초등 사회과에서 의사결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연구의 초점도 약간씩 변하여 왔다. 1970
년대에 초등 사회과에서 의사결정은 사회과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과의 목표에서 의사결
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의사결정은 문제해결이나 사고의
일부분으로 의사결정의 세부적인 과정, 기능, 모형에 관한 연구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르러 의사결정은 시민성 교육의 일환으로 의사결정을 강조하게 되었고 2000년대
에는 의사결정에서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거친 숙고의 과정과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과 의사결정모형을 연구자는 문제 중심적 의사결정모형, 균형적 의사결정모
형, 반성적 의사결정모형으로 유형화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문제 중심적 의사결정모형
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해결이 요청되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Oliver & Shaver(1966)
의 하버드 모형이 대표적이고 균형적 의사결정모형은 의사결정과정을 지식탐구와 가치탐구로
구분하여 제시한 Banks(1973)의 의사결정 모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반성적 의사결정모형은
지식탐구를 가치탐구와 독립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가치탐구의 일부분으로 보
는 Engle & Ochoa(1988)의 의사결정 모형이 대표적이다.
이 글은 사회과 의사결정능력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 마무리를 하지만 후속 연구로
초등학생의 의사결정과정을 실제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우리가 사회과 목표로 의사결정능력을 중요하게 생
각하고 의사결정 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우리 교실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의사결정모형의 개발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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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Change in Decision-Making Research and the Comparison
in Decision-Making Models for Elementary Social Studies
Bae, Jin 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essence of decision-making in social studies
through

the

decision-making

significance,

a

change

in

decision-making

research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and the comparison by type in decision-making models.
Given seeing that the objective of social studies is to promote citizenship, the
decision-making ability as the quality of citizenship has been thought to be most
importantly. Decision-making implies an option among alternative plans, which have
diverse properties. And, the emphasis on fostering decision-making ability as the goal of
social studies has a significance in a sense that can connect the social awareness and the
citizenship most effectively.
The decision-making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has been changed little by little even a
focus of research as the period is changed. Regarding the decision-making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in the 1970s, as a role of social studies is changed, the decision-making in
the objective of social studies came to possess the important portion. And, entering the
1980s, as the decision-making is one part of solution or a thought, the research materials
on the detailed process, function and model in decision-making came to appear much.
Entering the 1990s, the decision-making came to stress the decision-making as part of
educating citizenship. And, in the 2000s, it is being emphasized the process of deliberation,
which passed through enough discussion and debate in the decision-making, and students'
direct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Next, the researcher allowed the decision-making model in social studies to be types in
problem-centered decision-making model, balanced decision-making model, and reflective
decision-making model, and then tried to compare these things. It tried to examine
Harvard

model

by

Oliver

&

Shaver(1966)

who

stands

for

the

problem-centered

decision-making model, the decision-making model by Banks(1973) who stands for the
balanced decision-making model, and the decision-making model by Engle & Ochoa(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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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tands for the reflective decision-making model.
When the whole examination is performed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decision-making model in social stud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understanding may
be helped about the essence of decision-making in social studies and about application of
the decision-making learning to the field.

Key words : Social studies, Decision-making, Decision-making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