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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도덕과 교과역량과 영역별 기능 습득과 같은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는 어떻게 가능하고, 수행평가(과정평가)를 둘러싼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어떻
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
구는 2015 개정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 기능 구현 및 학생의 성장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모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 개정 중
학교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모듈의 구현 과정을 학생과 함께 하는 수업 설계,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및 평가, 학생 성장을 위한 학습 기록 및 피드백 등 세 가지 측면에
서 분석적으로 접근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수․학습 및 평가 모듈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
기 위한 과제를 제안한다.
주제어: 도덕과 기능, 교수․학습 및 평가, 수행평가, 교과역량, 도덕교육

Ⅰ. 머리말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적․사회적 요구와 함께 학생의 필요를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 변화에 따라 지식관도 교육의 성격도 함께 변화하게
마련이다. 가령, 산업사회에서는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지식과 전달 능력 중심의 교육
* 본 논문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중학교 도덕”(대전광역시교육청)
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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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었으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상이한 지식을 융
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통합능
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과 인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구성을 지향하는 ‘구성주의’지식관이 보다 적실성이 있다. 미래 사회의 전망과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식을 새롭게 구성하며, 분과 학문을 가로질러 소통하고 통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지식관과 교육관이 요구되고 있다.
2015 교육과정 개정 배경에는 한국사회의 교육현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담겨 있
다. 배움의 즐거움보다 배워야할 지식이 너무 많아서 진도 나가기에 바쁘고, 과도한
반복학습과 정답 찾기가 마치 공부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은 OECD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2016:
2-5; 김기헌, 2011: 4). 우리는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
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미래학
자 앨빈 토플러의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시험, 정답을 찾는 시험, 동일한 형식의 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정형화
된 시험과 평가는 정답을 강요하므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제한하고, 자기만의
고유한 생각과 사유를 막는 ‘시험형 인간’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s)

이론의 논의처럼 학생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저마다 다른

․

방식으로 배우고 표현하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 교수 학습 및 평가가 오히려 공정한
것일 수 있다(윤영돈,

2009: 3, 16; EBS

「 」

다큐프라임 시험 제3, 4부).

『학교혁명』의 저자 로빈슨과 애로니카(Robinson & Aronica, 2015)는 일제식 평가와
같은 획일적 교육을 지양(止揚)하고, 학습 수준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강조한
다. 또한 진도와 성취에 있어서 개인의 수준 차이를 인정하고, 주도적 학습을 위해 학
생이 교수․학습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교육과정은 두 수준으로 존재한다. 하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는 교수․학습 과정으로서의 교육과정이다. 두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과의 목표, 내용지식, 교수․학습 방법, 평가라는 구성요소 간 유기적 관계와 환류작용
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구성요소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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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불가피하게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서 구
현될 수 있으므로 학교현장의 수업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생이 배워야 할 것과 학생이 그것을 습득하는 과정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
재한다. 가령, 학생이 배워야 할 것이 지식이라면 강의식으로도 충분하지만 지식을 적
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거나 기능 및 가치․태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라면 강의식만으
로는 한계가 있다. 배워야할 것의 종류와 성격에 상응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더 나아가 배워야 할 것과 교수․학습 방법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배움의 수준과 교수․학습의 효과성이 달라진다. 때문에
교과의 목표로부터 내용지식을 구성하고, 교과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하되, 교수․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골고루 평가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는 인성교육의 주관교과이자 핵심교과로서 ‘도덕성’의 발달과 형성 문제에
어떤 교과목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성의 또 다른 핵심 요인인 ‘사회성’
및 ‘정서(혹은 정체성)’와 관련해서도 1영역(자신과의 관계)과 2영역(타인과의 관계)
에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 다만 도덕과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성의 핵심 역량
혹은 인성의 핵심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검증이 필요하다. 또 중학교‘도
덕’이나 고등학교‘윤리와 사상’ 내지 ‘생활과 윤리’ 교과목의 지필평가 성적이
곧바로 학생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면 #1> G고등학교 교과목 내신등급과 인성구인 간 상관을 알아보는 연구에 따
르면 개별 교과목 내신등급과 인성구인 간 상관이 거의 없었다. 교과목에는 문학,
미적분1, 확률통계, 영어, 지구과학, 화학,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사회과학방법론을,
인성구인 및 설문문항은 KEDI 인성검사(현주 외, 2014) 문항을 활용하였다. ‘윤리와
사상’과 인성구인, 즉 배려․소통(.036), 책임(-.086), 예의(.074), 자기조절(.076), 정직․
용기(.094), 지혜(-.040), 정의(093), 시민성(-.065)과는 상관이 거의 없었다. 다른 교과
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학입시(사탐과목)에 초점을 둔 지식교육이 지닌 문제가
아닐 수 없다(윤영돈, 2015: 166-167).
<장면 #2> 사범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
리, 그리고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등과 같은 인권항목에 대한 인권감수성, 인
권추론능력, 인권가치에 대한 동기화, 인권행동 실천력의 습득 수준은 어떤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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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받았는가에 따라 상이하였다. 8주 동안 8회기에 거쳐 전통적 강의식 인권교
육을 받은 비교집단(I)(33명)은 일반 인권감수성 및 인권가치에 대한 동기화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교직 인권감수성과 인권추론 능력 그리고 인권행동 실천력은 향상되지
않았다. 한편 교직의 전문성과 교직윤리를 다루는 강좌 수강생인 비교집단(II)(30명)
은 4가지 중 어떤 요소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인권 딜레마 토론
및 인권감수성과 인권에 대한 동기화, 인권행동 실천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발문을
활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4가지 요소 모두에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문미
희, 2004: 초록 참고).

<장면 #1>과 <장면 #2>에서 우리는 도덕과의 지식이 도덕적 기능 및 실천의 중요한
전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도덕적 기능 및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덕성 및 인성 역량을 지식수준을 넘어서서 기능 및 가치․태도 수준으로
습득할 수 있는가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결부되어 있다. 때문에 윤리 이론이나
윤리학적 지식에 대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지식과 실천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매우 절실하다.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등 핵심역량이 설정되었고, 문․이과 공통과목(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이 신설되었으며,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강조함으로써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총론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개별 교과의 교육과정에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의 학습 내용 적정화”를 담아내고,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을 제
시하였다. 교육과정 총론 및 개별 교과 교육과정의 취지는 구체적으로 학교현장에서
“토의․토론,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활성화”와 “과정 중
심 평가 강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2016: 28-29).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 성장과 자기주도적 학습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모듈
을 개발하는 데 있다.‘도덕과의 교과역량과 영역별 기능 습득과 같은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는 어떻게 가능하고, 수행평가(과정평가)를 둘러싼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연구 문제(research proble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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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
1.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1)

2015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첫 번째 방향은 ‘인성교육의 중심교과로서의 위상’
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다.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교육과정에서 도덕과는 “바람직한 인성의 핵심인 도덕성 발달뿐만 아니라, 학생
들의 정서적․사회적 건강을 제고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핵심교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 더 나아가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타 교과 및 학교생활 전반을 통한 인성교육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 인성 교
육의 주관교과로서의 성격”을 제시했다(교육부, 2015a: 4). 다만 인성교육이 “도덕적
인간”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정의로운 시민” 육
성을 동시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2) 이러한 균형감을 견지할 수 있도록 2015 도덕과 교
육과정의 성격에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안하였다.
2015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두 번째 방향은 ‘도덕함’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에
담겨 있다. ‘철학함(doing philosophy, philosophein)’이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 익숙하
지만 아직 학술적 용어로 안정성을 갖지 않은 ‘도덕함’을 교육과정 문서에 담아내
는 것에 대한 논쟁이 없지 않았다. 다만 ‘도덕함’이 내포하는 의미는 기존 도덕과
교육과정 문서에 “도덕적 탐구와 성찰”로 표현되어 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6).
김국현(2012: 8-9)에 따르면 도덕적 탐구가 “도덕규범, 이론을 탐구의 절차에 따라 도
덕적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도덕적 추론의 성격을 지닌다면, 도덕적
성찰은 “과거의 경험을 분석하여 현재와 미래에 실천해야 할 도덕적 행동 유형과 인
격 특성을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박병기(2012: 41)는 도덕
적 탐구가 일상 속에 존재하는 당위적 차원에 대한 주목이라면, 윤리적(도덕적) 성찰은
더 나아가 그 의미를 깨치고자 하는 시도라고 말한다. 요컨대 도덕적 탐구는 도덕현상
에 대한 탐구를 의미하고, 주로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도덕(moral)을 그 대상으로 삼
는 데 비해, 윤리적(도덕적) 성찰은 개인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도덕성(morality)을 주
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도덕과 도덕성은 서로 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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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이기에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도덕적) 성찰은 “불이적(不二的) 관계”에 있다
고 할 수 있다(박병기, 2011: 80). 교육과정 문서에 담긴 ‘도덕함’에 대한 설명은 다
음과 같다.
도덕함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도리로서 도(道)와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총체적 능력으로서의 덕(德)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서
강조하는 ‘함(doing)’은 자신을 둘러싼 도덕현상과 규범 및 원리를 탐구하고 내면
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으로서의 함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서의 함을
포함한다(교육부, 2015a: 4, 볼드체는 연구자 강조).

도덕함은 한마디로 ‘도’와 ‘덕’과 ‘함’이 긴밀하게 결부된 ‘역동적 과정’
이다. 특히 ‘함’의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함’이란 먼저
기존 교육과정 문서에 담겨 왔었던 ‘도덕적 탐구’ 그리고 ‘도덕적 성찰’, 더 나아
가 ‘도덕적 실천’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함은 그 용어가 다소 생경
하지만 기존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도덕적 탐구와 도덕적(윤리적) 성찰에 도덕적 실
천을 결합함으로써 ‘윤리학적 접근’을 보다 정교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도덕
함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초, 중, 고 도덕 교과목의 내용요소를 질문형(화두형)으
로 구조화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도덕함의 개념 정의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총체적 능력으로서의 덕”은 2015 교육
과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교과역량 및 기능’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세 번째 개정의 방향은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두 인간상 사이의 연
계성 강화”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덕과는 도덕적 인간 육성에 초점을 둔 인성교
육의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시민을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성격도 일정 부분
포괄하고 있다. 다만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도덕과 정치의 연속성(연계성)과 불연속성
(차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교육 영역은 도덕과와 사회과가 공히 탐구할
수 있는 대상영역이자 도덕영역과 정치영역이 중첩되는 지점이며, 때문에 “도덕과 교
육과 사회과 교육 간의 경계 문제”가 대두되는 지점이다(정창우, 2008: 2; 윤영돈․정창
우, 2013: 193). 사회과의 시민교육이 서구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최소 도덕’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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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도덕과의 시민교육은 서구의 문화적․정치적 유산을 수용하
되, 한국인의 의식에 뿌리내린 ‘역사적․문화적 전통’에 기반한 ‘최대 도덕’을 지향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보살’, 유교의 이상적인 인간상
인 ‘군자’나 ‘선비’는 한국사회에서 최대 도덕의 지평을 제시할 수 있다(박병기,
2007: 350-362; 박병기, 2008: 8-16).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과에서는 “도덕적 인간상을
중심축으로 삼아 그것을 시민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내용요소를 선정하고 조직
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박병기 외, 2015: 9).

2. 2015 중학교『도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2015 중학교『도덕』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박병기 외, 2015:
11-13).
첫째, 총론의 핵심역량을 도덕과의 교과역량으로 구현하되, 영역별 기능으로 구체화
하였다. 2015 교육과정의 총론(교육부, 2015b: 2)에 나타난 핵심역량(자기관리 역량, 지
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도덕과의 교과역량으로 “자기존중 및 관리 능력, 도덕적 사고 능력,
도덕적 대인관계 능력, 도덕적 정서능력, 도덕적 공동체 의식,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
향”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a: 3). 2015 교육과정의 특징은 자신과의 관계 영역으로
부터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별로 ‘기능’이 제시되었다는 점
이다. 가령, 자신과의 관계 영역에 설정된 기능으로 ‘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 도덕
적 보건 능력, 고차적 사고 능력’을 들 수 있다.
둘째, 중학교 내용체계 구성방식과 관련하여 일반수준과 심화수준을 통합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기존 학년별 체제에서 학년군 체
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수준’과 ‘심화수준’을 설정했지만 그 설정 근거 및 구
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서미라, 2014; 이광우
외, 2014). 이에 2015 개정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일반수준’과 ‘심화수준’
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통합적 형태로 제시하였다.
셋째, 핵심개념(핵심가치), 내용(일반화된 지식), 기능에 기초하여 내용체계가 개선되
었다. 우선 ‘핵심가치’란, 도덕과 학습에 필요한 개념들의 체계 혹은 개념지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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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상위에 위치한 개념으로서 도덕과 학습 후에 학생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남아 지
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을 의미한다.3) 다음으로 ‘일반화된
지식’이란, 영역별 핵심개념 및 내용요소에 담긴 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진
술문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습 이후에도 도덕적 행위의 근거나 지침으로서 행위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지속적인 이해(enduring understanding)”이다. 끝
으로 ‘기능(가치･태도 포함)’이란, 도덕적인 문제해결과 도덕적 실천을 위해 실질적
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도덕적 능력(기능)과 가치･태도를 의미하며, 도덕과 교과역량을
영역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상의 설명과 관련하여 중학교『도덕』‘자신과의 관계’
영역에 대한 내용체계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학교 『도덕』내용체계표(자신과의 관계 영역)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표시는 공통기능)
○도덕적 정체성 정립능력
•도덕적 자기 인식․존중․조절하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본받기(모델링)

자신과의
관계

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필○도덕적 보건능력
하는 도덕을 공부함으 요한 것은 무엇인가?
•회복탄력성가꾸기
성실 로써 진정한 행복을 추◦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건강한 마음가꾸기
구하고, 바람직한 자아◦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고차적 사고 능력*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 •비판적 사고하기
다.

는가?

•창의적 사고하기
•배려적 사고하기
•도덕적 근거와 이유 제시하기

넷째,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도입에 따른 ‘양과 수준의 적정화’를 들 수 있다. 총
론의 지침에 의거하여 기존 배당시간(단위)의 80% 수준으로 성취기준 수를 조정하고,
전체 내용의 20%를 감축하였다. 이러한 총론의 지침과는 별도로 2009 개정 도덕과 교
육과정의 문제를 점검하는 동시에 새로운 교과 내용의 엄선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양과 수준의 적정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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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수: 30개

2015 개정 교육과정

⇨

하위 내용요소: 92개

성취기준수: 23개
하위 내용요소: 69개

[그림 1]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양과 수준의 적정화

다섯째,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을 통한 자율적 인격 형성을 강조하였다. 인문학의 가
치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인간 및 사회에 대한 반성적 사유와 성찰을 바탕으로 정체
성과 삶의 목적을 확립하고, 다양한 실존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북돋아준다
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정창우․손경원․박영하, 2015). 가치관계의 확장에 따른 내용영역
모두에 걸쳐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 요소를 강화하되, 특히 ‘자신과의 관계’ 영역(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및 ‘자연･초월과의 관계’ 영역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서 이러한
인문학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바람직한 성윤리의식 정립을 위한 관련 내용요소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성
윤리가 인간 존엄성이라는 도덕의 뿌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주제라는 점,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성’에 대해 접촉할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 신체적 발달과 성적 성숙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 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남궁지영 외, 2012:
65-66)4) 등을 감안할 때, 중학교에서 성윤리관과 성가치관이 올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요소의 비중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성취기준 진술 방식을 개선하였다. 성취기준은 도덕과를 통해 성취해야 할
핵심개념(핵심가치) 및 내용지식과 기능을 결합하여 진술하였다. 도덕과의 목표와 일관
되는 수행 기대 또는 수행 기준, 즉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나타내야 할 능력(도달점 행
동)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도달점 행동’이 드러나도록 가급적 ‘-할 수
있다.’의 형식으로 진술하였다.
끝으로, 도덕함을 위한 내용요소의 진술 방식을 개선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 제시하고 있는 도덕과의 성격으로서 도덕함은 “학생의 경험 세계에서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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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둘러싼 현상을 탐구하고 내면의 도덕성을 성찰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삶 속에
서 실천하는 과정”이다(교육부, 2015a: 3). 이에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수준의 도덕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용체계표상의 내용요소와 성취기준의 하위 내용요소를 질문형으
로 제시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을 중학교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자 하였다.

Ⅲ.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모듈을 통한 수업 구안
1.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모듈의 목적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이 현저하다. 이는 총론 수준의
핵심역량과 이를 개별 교과에서 구현하기 위한 교과역량 및 기능에 대한 강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총론의 핵심역량과 도덕과의 교과역량을 반영한 도덕과의 기능 요소는 [그
림 2]와 같다.

[그림 2] 총론의 핵심역량 및 도덕과의 교과역량을 반영한 도덕과 기능 요소

[그림 3]은 도덕과의 교과역량을 고려한 교수ㆍ학습 방법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흐름
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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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덕과 교과역량을 고려한 교수ㆍ학습 방법 및 평가(교육부, 2015c: 26 수정)
2015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주안점 중 하나가 교과역량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이다. 그런데 교과역량과 수업(교수․학습) 활동 사이에 상세화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영역별로 적절하고 타당한 ‘기능’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시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수업(학습) 활동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후, 다시 이들 기능과 수업(학습)
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최적의 ‘교수․학습 방법’을 찾고, 이와 결부된 평가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교육부, 2015c: 26-27).5)
‘수업-평가 모듈’을 구안해야 할 목적이 여기에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및 평가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의 설계와 전개,
평가에 이르는 학습의 전 과정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별 ‘수업
-평가 모듈’을 지향한다(교육부ㆍ대전광역시교육청, 2016: 29). 이렇게 자기 주도적 학
습역량을 강화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를 통해‘학생의 성장’을 유도하는 데 모듈이 유
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둔 도덕과 평가는 무엇보다 과정평가(수행평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학생 자신의 도덕적 지식이나 기능, 가치ㆍ태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과제
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는 과
정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과정평가로서 수행평가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객관식 평가로
부터 정답이 열려 있는 서술형, 논술형, 토의ㆍ토론,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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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과정평가로,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에서 통합적 도덕성의 평가로, 수업과
평가를 분리하던 것으로부터 수업과 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
다. 교수․학습 및 평가의 접목을 지향하는 수행평가를 계획하고, 수행결과를 판단할 기
준을 작성하는 데 교사와 학생 간 합리적 소통이 필요하다(정창우 외, 2007: 735-737,
774-777). 다시 말해서 교수ㆍ학습 전 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공동 구성(co-construct)할
수 있어야 한다다. 이렇게 ‘수업-평가 모듈’을 통해 “학습의 설계와 전개, 평가에 이
르는 학습의 전 과정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은 기존 교육
과정과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모듈 구현 과정
[그림 4] 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도덕과 교수ㆍ학
습 및 평가 모듈은 크게 수업설계 영역, 수업(교수․학습) 및 평가 영역, 그리고 학습기록
및 피드백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
학생

[그림 4] 도덕과의 기능 구현과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도덕과 교수ㆍ학습 및 평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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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영역별 단계의 주요 과제

① 수업 설계 영역
수업 설계 영역의 첫 출발은 다루고자 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학생의 요구와 수준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적정한 내용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
설➊ [교육과정 분석]에서는 먼저 교사가 다루고자 하는 기능에 대하여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기능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 역량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이
후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을 점검해 본다.
설➋ [관련 기능 진단 및 요구 분석]에서는 해당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내용
요소를 추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 성취기준과 그 하위 내용요소를 비
교하고,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주요 제재를 도출한다. 특히 이 부분은 교사가 주도적으
로 무엇인가를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다룰 내용을 직접 선정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학습 내용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설➌ [교수․학습방법 및 활동 선정 및 평가계획 수립]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진
다. 1단계에선 앞 단계에서 추출한 제재와 성취수준을 연계하여 수업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3~5개 선정하도록 한다. 이 주제는 앞으로 다룰 활동 및 수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 형태로 진술한다. 2단계에선 각 주제에 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활
동을 찾아보도록 한다. 각 활동을 진행하는 데 어느 정도 차시가 소요될 것인지 가늠
해 보도록 한다. 3단계에선 각 주제별 혹은 활동별로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인지 탐색해 본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평가 방법을 선정한다. 왜
냐하면 평가의 형태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수업 모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 교사
는 학생들이 평가 및 수업 모형에 관해 전문성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기능
과 관련된 적정한 모형을 복수로 선정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법
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수업(교수․학습) 및 평가 영역
수➊ [교수․학습 구성 요소 점검]에선 학습 내용(Know-What), 교수․학습 활동
(Activity), 기능 습득(Know-How)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 중,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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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Know-What)과 관련하여 주요 제재와 주제 사이의 연관성을 점검하고, 교수․학습
활동(Activity)과 관련하여 주제와 활동 사이의 연계성을 점검하며, 기능 습득
(Know-How)과 관련하여 주제와 기능 사이의 상관성을 점검하는 데 주력한다. 요약하
자면, 이 단계는 ‘주요 제재–주제–활동–기능’의 상관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➋ [교수․학습방법 및 활동에 따른 단계별 절차]는 실제 수업을 준비하는 매우 중
요한 단계이다. 하나의 기능을 제대로 익히고 교과 역량을 성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1단계에선 설계단계에서 구상된 활동과 평가를 적절
히 배치하여 각 활동을 1-4차시의 수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2단계에선 각 차
시 수업에 대한 수업 지도안을 개략적으로 엮어보고,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점검한
다. 이를 통해 수업의 흐름과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무엇인지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수➌ [학습 자료 활용 계획]에선 수➋에서 계획한 지도안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한다. 가급적 교사 개인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여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➍ [교수․학습 자료 제시]에선 교수․학습자료를 실제 수업에 활용한다.
수➎ [평가 활동 실행]은 수➋에서 계획한 평가 활동을 시행한다. 가급적 한 활동 내
에 하나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학습기록 및 피드백 영역
피➊ [학습 기록]에서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과 학생 피드백을 위
한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 모두 학습 전 상태, 학습 활동과 평가를 통해 측정한
상태, 학습 후 최종 상태를 기술하도록 한다. 단, 도덕적 정서 능력 등과 같이 향상 전
상태를 언급하기 곤란한 기능의 경우 학습 전 상태에 대한 진술을 피할 수 있다.
피➋ [추수 활동] 단계에선 각 기능과 연관성 있는 다른 기능에 대한 안내를 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덕과의 여러 기능이 어떤 교과 역량과 연관되는지 파악할 수 있
도록 한다.
피➌ [학습 효과성(만족도) 검토] 단계에선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 모두 가능하다.
가급적 수업 설계 단계에서 측정된 학습 전 상태와 비교하여 사전-사후 기능 습득과
역량 성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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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습 및 평가 모듈에 대한 분석적 이해

본 연구진이 제안한 모듈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사와 학생이 성취 기준
의 하위‘내용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기능’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구현
하되, 학생의 ‘교과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최종 목적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상위의 ‘교과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위의
‘내용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모듈의 첫 부
분인 설➊ [교육과정 분석]에서 ‘기능’과 상위의 ‘교과 역량’ 사이의 연관성을 다
루고, 설➋ [관련 기능 진단 및 요구 분석]에서 ‘기능’과 그 하위의 ‘내용요소’ 사
이의 연관성을 다루고자 한다.
이렇게 ‘내용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주요 제재’를 직접 도출
한 후, 이를 적절히 조합하여 해당 기능에 대하여 갖게 된 의문을 ‘주제’로 구성한
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주제’에 대한 탐구로 이루어진다. 다음으
로 ‘주제’를 찾기 위해 학생들과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본다.
다음으로 이 ‘활동’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선 어떤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
고, 어떤 평가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선정한다. 여기까지가 설➌ [교수․학습방법 및 활
동 선정 및 평가계획 수립]에서 다루는 부분이다. 이를 [그림 5] 처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5] 수업(교수․학습) 설계 영역의 내용 흐름도

이후 각 ‘활동’을 ‘학습’ 단위로 세분화하여 교수․학습 활동으로 전환한다. 각
학습마다 어떤 활동과 평가를 담을지, 몇 차시 수업으로 구성할지 계획한다. 그 후 교
수․학습 활동에 대한 지도안과 자료 활용 계획을 생각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다. 이렇게 수➊ ~ 수➎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그림 6] 처럼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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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업(교수․학/습) 및 평가 영역의 내용 흐름도

마지막으로 실제 수업을 통해 얻은 해당 기능에 대한 향상 정도를 학교생활기록부
에 기재하는 방법과, 학생들에게 피드백해 주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그리고 학습효
과성(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후 수업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를 피➊ 피➌에서 다룬다.
앞에서 설명한 모듈의 내용 흐름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면 [그림 7] 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보면 각 영역의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 유기적으로 연
관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7] 모듈의 내용 흐름도

이상에서 설명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모듈을 3영역(사회․공동체와의 관계) ‘통일
윤리의식 형성능력’ 모듈로 설명해 보자. <표 2>는 통일윤리의식 형성능력 모듈과 관
련하여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기능습득의 연계성을 점검하기 위한 매트릭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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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기능 습득의 연계성 점검 매트릭스

학습 내용

(Know-What)

주요 제재

[성취기준코드]
9도 03-06
9도 03-07

◦북한, 북한 주
민, 북한이탈
주민
◦통일, 통일 한
국, 통일 국가
와 세계 평화
◦객관적 이해,
균형 있는 관
점
◦보편적 가치
추구, 평화 실
현, 통일 국가
형성을 위한
태도

교수․학습 활동

(Activity)

주제
⇨

주제①
분단으로 인해 일
상 생활에서 우리
가 겪고 있는 문제
는 무엇인가?

⇨

주제②
북한 주민은 대한민
국 국민인가, 아닌가?

⇨

⇨

주제③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서 어떤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가?
주제④
통일이 될 때 예상
되는 문제는 무엇
이며, 이것을 극복
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할까?

기능 습득
활동

(Know-How)

∘이산 가족의 아픔 떠올려보기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찾아보기
∘분단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 것 찾아보기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소설로 만들
어 발표하기

⇨

⇨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떤 경로를 통해
남한으로 오는지 조사하기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소설을 통해 남
한 생활의 어려움을 찾아보기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반에 전학온
다면?’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별로 한 가지
씩 주제를 생각해보기, 각 주제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화시켜
보기,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찾아보기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책을 정리하여
조별로 UCC 만들어 발표하기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
립하기

균형 있는
북한관 정
립하기

∘대립되는 입장으로 나누어 찬반 토론
을 진행하기

⇨

기능

⇨

⇨

균형 있는
북한관 정
립하기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
립하기

통일윤리의식 형성능력과 관련하여 활동, 평가, 교수․학습 방법 등 학습단위를 구상
한 예시는 <표 3>과 같다.

<표 3> 통일윤리의식 형성능력 관련 학습 단위 구상 예시
구분

활동

사전학습
학습①

통일 의식 진단검사 통해 학생의 요구 및 수준 분석
이산 가족의 아픔 떠올려보기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찾아보기
분단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 것 찾
아보기

학습②
학습③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소설로 만들어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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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차시

·

1
2

·

1

평가①
평가②

2

관련
주제

교수․학습
방법

주제①

협동학습

주제②

토론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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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④
학습⑤
학습⑥
학습⑦
학습⑧
학습⑨
학습⑩

대립되는 입장으로 나누어 찬반 토론을 진행하기

평가③
평가④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떤 경로를 통해 남한으로 오는지
․
조사하기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소설을 통해 남한 생활의 어려움
평가⑤
을 찾아보기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반에 전학온다면?’ 친구들
평가⑥
과 이야기해보기
정치・경제・사회・문화 별로 한 가지씩 주제를 생각
해보기, 각 주제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화 평가⑦
시켜보기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찾아보기
평가⑦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책을 정리하여 조별로 UCC 만들 평가⑧
어 발표하기
평가⑨
총 수업 차시

1
1
1

주제③

프로젝트
학습

주제④

윤리적
탐구
공동체

1
1
1
3
15

3영역 통일윤리의식 형성능력과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한 문구 예시는 <표 4>와 같다.

<표 4> 통일윤리의식 형성능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문구
구분

관련 기능

학습 전
상태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문구
학기 초 분단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적었으나,

관련
학습
사전학습

주제②
관련 활동
내용

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하기

현재 북한과 남한이 적대적이면서도 협력적 동반자
인 특수한 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학습③
학습④
학습⑤

주제①
관련 활동
내용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하기

이산 가족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합리한 상황들을 궁구해 보는 과정
을 통해 분단을 극복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됨.

학습①
학습②

주제③
관련 활동
내용

균형 있는
북한관
정립하기

현재 남한에서 생활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겪는 차별
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으며,

학습⑥
학습⑦
학습⑧

주제④
관련 활동
내용

미래지향적
통일관
정립하기

통일 대비 UCC 제작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여
남과 북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
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함.

학습⑨
학습⑩
학습⑪

학습 후
최종 상태

통일
윤리의식
형성능력

이러한 바람직한 통일 국가 형성을 위해 청소년이 해
야 하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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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문구) 학기 초 분단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었으나, 현재 북한과 남한이 적대적이
면서도 협력적 동반자인 특수한 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산가족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합리한 상황들을 궁구해 보는 과정
을 통해 분단을 극복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됨. 현재 남한에서 생활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으며, 통일 대비
UCC 제작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여 남과 북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평화로운 국
가를 만들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함. 이러한 바람직한 통일 국가 형성을 위해 청소년
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 봄.

Ⅳ.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도덕과의 교과역량 및 기능 구현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모듈을 개
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안점
을 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구성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모듈을 개발하고자 했다. 현장 교사에게 교육과
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교과역량과 영역별 기능에 근거하여
내용요소를 선정하고, 기능을 중심으로 성취 기준 및 하위 내용요소와 주요제재를 자율적으
로 선정할 수 있으며, 평가에서도 학생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과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모듈을 개발하고자 했다. 학생과 함께하는 수업설
계,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교수․학습) 및 평가, 학생 성장을 위한 학습기록 및 피드백 영역에
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셋째, 도덕함을 구현하는 모듈을 개발하고자 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도덕함의 원의에
맞도록 학생이 주도적으로 묻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또한 학생
의 도덕함 과정에 대한 학습 기록 및 피드백을 통해 도덕적 탐구와 성찰과 실천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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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듈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모듈은 현장에 적합한 방
식으로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듈은 영역별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한 것이지만 현장
에 적용할 때는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모듈을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할
경우, 수업 설계 영역의 앞부분에 제시된 ‘기능-성취기준-주요 제재-주제 도출’ 등의
단계만 건너뛰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듈별로 효과성(만족도) 검증을 위해 내용요소 및 기능 관련 진
단지(검사지)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지만 진단지(검사지)가 개
발되지 않았을 경우, 교사가 고안한 짧은 문항의 정성적 검사도 활용 가능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듈은 일종의 예시일 뿐이고, 모듈 구성은 학교의 여건과
교사 및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각 모듈은 최종적으로 기능을
통해 교과역량을 길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제언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적용(초등학교는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는 2018년부터)되기 이전에 이론적 정합성 및 실천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도덕윤리교육
계 및 교과연구회를 비롯하여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후속 현장연구가 필요
하다(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2016) 춘계학술대회_2016.4.8. 논평문 참고: 정창우; 변순
용; 박상욱; 이연수; 문덕순; 이수빈; 이연수; 육근성; 장해정).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 주제를 도덕윤리교육계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도덕함 개념의 정교화 및 체계화 연구가 필요하다. 초등 및 중학교의 도덕함 과
고등학교의 윤리함의 관계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고, 교과역량, 능력, 기능 개념 간 관계
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덕과의 영역별 기능의 관
계 및 위계에 대한 정교화도 필요하다.
둘째, 도덕과 교과지식의 구조화를 위한 질문지도(map) 연구가 필요하다(정창우, 2016
논평).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과 실천적 성향을 제
고하기 위해 도덕함 개념을 제시했는데, 도덕함 개념은 내용요소를 질문형(화두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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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것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내용요소를 질문형(화두형)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논
거 보완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도덕과 교과지식의 구조화를 위한 질문지도 연구도 필
요하다(도덕과의 근본 질문 → 영역별 핵심질문 → 내용요소별 질문 → 내용요소의 하
위 질문)
셋째, 교수․학습 방법의 현장적합성 검토 연구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
방법 선정 및 적용을 위한 수업전문성 개념(즉, PCK)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수·
학습 방법의 현장적합성 검토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슐만(Shulman)이 강조한
‘내용지식과 교수·방법의 혼합물로서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는 일종
의 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으로 일률
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일한 내용요소 및 도덕
과 기능을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 모듈을 제시하되 현장 적합성 검
토를 통해 그 효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동양윤리에 기반한 탐구 및 성
찰과 수행법에 기반한 새로운 교수·학습 및 평가 모듈도 현장적합성을 담보하는 방
식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정창우, 2016 논평).
넷째, 중등교육 현장에서 과정평가(수행평가) 내실화 및 체계화 연구가 필요하다. 가
령,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채점기준 개발 및 교사 간 채점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마련도 필요하고, 중등 도덕과 교사들의 채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조
성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채점 준거 개발 및 실질적 연수를 통해 학생의 학습 성취 및
성장을 위한 평가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원활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조사(설문 응답)를 통해 과정평가(수행평
가)의 신뢰도와 타당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과정평가(수
행평가)의 실태 및 인식에 대한 경험 연구 축적도 필요하며, 학교현장의 성공적 사례
를 공유하는 연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손경원․정창우, 2013: 248-253).
다섯째, 교수․학습 및 평가 모듈의 효과성 검정 연구가 필요하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새로 도입된 영역별 도덕과 기능 구현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모듈의
효과성 검정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중등학교와 대학 간 연계 현장교육
연구도 필요하고, 지역별 도덕윤리교과연구회와 대학교수(연구원) 간 공동 연구 활성화
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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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도덕함의 학문적 근거에 기반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모델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 도덕함의 학적 근거가 되는 학문의 이론적 탐구방법을 중등 교수․학습 모형으
로의 전환 및 변환 연구가 필요하다. 가령, 역사 수업에서는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해의 방법”이, 과학 수업에서는 자연과학적인 “실험과 설명”의 특징들이, 그리
고 도덕 수업에서는 “윤리적인 논증과 숙고의 방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메타윤리적 방법, 현상학적 방법,
의무론적 방법, 담론윤리적 방법, 해석학적 방법, 변증법적 방법 등 “도덕함”의 방식
들을 교수·학습 및 평가의 모델로 적용해 볼 수 있다. 특히 도덕함을 구현할 수 있는
동양윤리의 탐구 및 성찰 방법에 기반한 교수·학습 및 평가 모델 개발도 중요하다(변
순용, 2016 논평).
끝으로 중등학교 교사의 현장사례 발표 및 공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현장에
서 수업하는 교사들이 함께 자료를 개발해서 현장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과연구
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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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ching & Learning and Evaluation for Moral Skills of 2015 Revision
Ethics Education Curriculum in Middle School
Cha, Seung Han ․ Lee, Suel Bee ․ Oh, Eun Seok․
Jeong, Jong Sam ․ Kim, Hye Jin ․ Yoon, Young Don

This study started from two questions how teaching & learning and evaluation
for the growth of students does make it possible to raise moral subject
competence and moral skills, and how we could lessen the gab between ideal &
reality of performance assessment.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problem, this
study aims to develop teaching & learning and evaluation module which
contributes to promot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moral skills which are
emphasized by 2015 revision ethics education curriculum in middle school. We
delve into embodiment of teaching & learning and evaluation module in
three aspects: instruction design with students, teaching & learning and
evaluation based upon students participation, academic report & feedback for
students’achievement & growth. Finally, we suggest several tasks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our teaching & learning and evaluation module.
Key Words: moral skills, teaching & learning and evaluation, performance
assessment, subject competences, ethics education
* 논문 접수

2016년 7월 31일 / 수정본 접수

8월 27일 / 게재 승인

8월 30일

1) 박병기 외(2015: 9)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2015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목표’
의 틀을 원용하되, 다양한 논거를 확충하여 서술한 것임을 밝힌다.
2) 심성보(2015: 18-21)는 인성교육이 자칫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착한 시민’을 육성하는 데 기
여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면서 ‘정의로운 시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요컨대 인
성교육이 추구하는 ‘인성’과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시민성’을 결합한 ‘시민적 인성교
육’을 제안한다.

3) 2015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에서 기존 교육과정(2009 개정)의 전체 지향의 핵심가치(4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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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가치관계영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성실’,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존중에 기반을 둔 ‘배려’, 사회 및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정의’,
자연 및 초월과의 관계에서는 ‘책임’을 핵심가치로 설정하였다(박병기 외, 2015: 9).
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남궁지영 외, 2012)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단계에서 현재보다 중
시해야 할 교육내용으로 인성교육을 1순위로 응답한 중학교 학부모의 비율(39.5%)이 압도적이
며, 그 다음으로 성교육을 1순위로 응답한 중학교 학부모의 비율(10.6%)이 뒤따르고 있으며,
그 뒤로 민주시민교육(10.5%), 창의성교육(8.7%), 특기적성교육(7.9%) 등의 순이다.
5) 학생의 성장을 위한 수행평가에 기반한 교수․학습 및 평가 활동의 디자인으로 ‘이해중심 교
육과정’의 ‘백워드 설계(backward design)’를 들 수 있다(오기성 외, 2015: 23-24, 40-41).
백워드 설계는 수행과제를 먼저 개발하고 학생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활동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백워드 설계에 기반한 수행평가 설계의 3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교육과정 문서를 바탕으로 단원에서 가르칠 내용(사실, 개념, 일반화/이해, 탐구과정)
을 파악 ⇨ (2단계) 학습자가 일반화/이해에 어느 정도로 도달했는지를 드러내는 평가의 계획
과 평가 준거 개발 ⇨ (3단계) 단원의 차시별 교수․학습 활동의 계획. 이를 도덕과에 적용해
보자. 도덕과의 백워드 설계는 성취기준, 교과역량 및 영역별 기능, 목표 등에 근거한 평가를
먼저 고려하여 수행과제를 개발하고, 그 후 교수․학습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워드 설계의 GRASPS모델에 따르면, 수행과제는 실생활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goal;
challenge or problem)’을 가지고, 특정 ‘역할․수행(role; responsibility)’을 맡아서, 구체적인
‘상황 혹은 청자(audience; situation or scenario)’를 고려하면서, ‘산출물(product or
performance)’을 ‘수행기준(standards; expectations)’에 따라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개발된
다(오기성 외, 2015: 55 수정).
6) 현장사례 목록: 교수-학습 설계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참여 범위. 탐구주제 선정, 교
수학습 방법 및 활동 선정, 평가 방식 등 수업설계 전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확장하는 다양
한 경험 사례 공유. 화두적 접근(탐구중심 수업)의 사례 공유 필요(화두적 접근에 근거한 수업
설계 방향: <도입 - 전개 - 정리>의 구성 → <질문 – 탐구 - 표현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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