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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요구되는 인성교육의 방향과 미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교육의 인성교육적 가치를 알아보고 인성 함양을 위한 미술과 도덕교과의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교육적 가치를 밝히는 데 있다.  

한 인간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미술과 

도덕의 통합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인성의 영역을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미술과 도덕교과의 교육과정과 각 교과서의 인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술∙도덕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프로그램의 

방향은 첫째,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요소인 정서적 행동적 인성을 

중심으로 개발하였으며, 둘째, 미술의 체험적 특성에 맞추어 통합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셋째,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소속감을 갖고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 실행하였으며 

삼각검증법으로 관찰, 인터뷰, 가공물의 세가지 범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반복적 분석과 순환적 해석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생활 중심의 주제로 구성된 미술과 도덕의 통합활동은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둘째, 도덕의 자기성찰과정과 

미술의 비언어적 표현의 특성이 통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져 학생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였다. 셋째, 대화와 소통의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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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던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즐거움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키울 수 있었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인적, 물적, 공간적 

파트너십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차원의 인성은 

서로 상화작용하며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인성교육의 가치판단이나 덕목습득에서 벗어나 미술교과와 

도덕교과의 통합을 통해 사고와 감성을 조화시켜 학생의 정서 및 사회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교육적 가치를 확인 한 것에 

의의기 있다.  

 

 

 

 

 

 

 

 

 

 

주요어 : 인성교육, 통합교육, 미술 도덕 통합 프로그램 

학  번 : 2010-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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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연구의 목적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 갈 때 행복하다고 하였

다. 즉,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천

세영, 2012).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일 할 수 있는 

능력 등은 OECD국가 중 최 하위 수준이다.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결과 중심, 물질주의, 개인주의를 강조하며

인성교육보다는 지식교육을 중요시 해왔다. 이러한 불균형과 과도한 입시경쟁에

서 오는 학생의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교육은 폭력, 약물, 정체성 상실, 이기 행

동, 자율성 부족, 책임감 부족, 의존 사고방식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다(교

육과정평가원, 2011). 특히 급우들의 따돌림, 상습 폭행에 시달리던 중∙고등학생

이 잇달아 자살하며 학교폭력의 대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

며 이에 교육부(2013a)는 학벌 등 외형적 성취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하

여 학생들의 ‘배려와 나눔’ 등 더불어 사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②임을 

지적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인성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실천적 인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첫째, 실천적 체험 

중심의 인성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여 삶과 관련된 구체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

공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인성수업 모델을 개발

하고 확산하도록 한다. 셋째, 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하여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

                                        
① OECD가 주관하는 2009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 2009)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읽

기 1-2위, 과학 2-4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교과목에 대한 흥미, 관심, 자신감 등과 같은 정서적 

능력은 40-45위로 나타났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능력은 OECD 

22개 국가중 2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천세영, 2012) 
② 12년, 교육부의 인성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사의 60%이상이 학생들의 신

뢰, 협력, 참여 등 더불어 사는 능력에 대해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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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가정-사회가 상호 연계되도

록 하며, 특히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양정실 외, 2013; 천세영 외, 2012). 또

한 국가적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을 통해 이러한 인성요소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수업을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b). 

이렇게 실천적 인성교육으로 예술적 접근이 강조(교육부, 2013a; 양정실 외, 

2013; 천세영 외, 2012)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성교육과 관련된 미술교육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미술교

육을 통한 인성교육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김정희, 2014; 김형숙, 2012; 

이주연, 2011; 정옥희, 2014), 둘째, 미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실행 방안이나 

전략에 대한 연구(김정희, 2013; 박선영, 2016; 이은적, 2014; 이재영, 2013; 이

주연, 2013;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2012) 셋째, 인성함양을 위해 미술교과

를 기반으로 한 다른 교과와의 통합교육 사례연구(손지현, 2013; 이지은, 2014)

이다. 미술교육의 인성교육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나 실행 방안과 전략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 되고 있으나 미술과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통한 인성

교육적 가치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인성교육을 위한 예

술 중심의 통합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예술기반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미술과 도덕교과의 통합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교육적 의의를 밝히는 것이다.  

예술은 인간의 사고와 감성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주요한 매개체로 학생들

의 정서 및 인격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는 전인적 가치가 있다(정현주 외, 

2006). 듀이(Dewey)는 예술은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막는 장벽, 선입

견, 편견 등을 없애 주어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보다 완전해지도록 도와주

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예술적 경험은 이러한 개인의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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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집단 내 관계 형성 및 사회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을 제공한다(허정임, 

2013). 이러한 예술의 본질적 특성은 지식으로 전달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

의 정서 및 인격적 문제를 다루어 주는 실천적 인성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인성교육은 행복한 개인으로 사회 속에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며, 생활 전반의 문제와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교과를 통

해서만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

영 될 때 좀 더 효과적이다(이주연, 2011; 양정실, 2013). 이러한 교과의 통합

은 다양한 학문의 관점, 사고, 지식을 통합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세상에 대한 통

합적 이해와 접근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김영주, 2014). 특히 도덕교과

는 성격, 목표, 내용체계에서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으며 미술은 비구조화 된 학문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조절

하며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유용한 교과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이 두 교과의 통합적 접근과 실제 적용을 통한 인성교육적 가치를 밝히

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요구되는 인성교육의 개념과 방향은 어떠하며, 미술교육의 인성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둘째, 인성교육을 위한 미술-도덕교과의 통합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셋째, 미술과 도덕의 교과 통합 교육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요구되는 인성교육의 방향과 미술교육의 인성교육적 

가치를 알아보고 인성교육을 위한 미술-도덕교과의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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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교육적 가치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Ⅰ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인성교육의 개념을 검토하

여 이 시대에 필요한 인성 요소를 살펴 보고, 미술이 지닌 특성에 기반하여 인

성교육으로서 미술교육의 가치를 고찰하였다. 또한 미술과 도덕의 통합교육을 

위한 인성의 영역을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관련된 

인성요소를 도출하였다. 2절에서는 통합교육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 알아 보고 

인성교육으로서 교과 통합의 필요성을 탐색하였으며 미술과 도덕의 통합교육의 

인성교육적 효과에 대해 알아 보았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교육적 요소를 파악하고, 개정 중학교 미술교과서 11종과 도덕교과서 

12종을 분석하여 통합적 인성요소로서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차원의 인성영역

에 따른 단원과 활동 내용을 분류하여 미술과 도덕의 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기

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Ⅲ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절차를 도표화 하고, 연

구 적용 대상과 연구 대상자의 특징에 따른 인성교육의 접근법에 대해 언급하였

다. 자료 수집을 관찰, 인터뷰, 가공물의 세가지 범주로 수집하는 삼각 검증법의 

형태로 하였으며, 반복적 분석과 순환적 해석의 방법을 통한 자료 분석을 설명

하였다.   

Ⅳ장에서는 인성 함양을 위한 미술과 도덕교과의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교육적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에 따라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나∙너∙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형을 만들

었다. 앞의 모형에 따라 미술과 도덕의 단원을 선정하였으며 번스(burns, 1995)

의 통합교과 유형에 따라 단원을 통합하고 재구성 하였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

결법에 따라 주제 중심 통합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수업은 ‘자아상가면’, 

‘걱정인형’, ‘청소년 문화공원’의 세 가지로 9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다. ‘자아상가

면’ 수업은 사회적인 외적 자아와 개인적인 내적 자아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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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미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자아정체성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개인적 인성

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걱정인형’ 수업은 친구의 고민을 듣고 그 걱정을 대신 

해 줄 ‘걱정인형’을 만들어 친구에게 선물하는 활동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

통을 통한 관계적 차원의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문화공원’ 수업은 

자신들이 속한 청소년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며 공원 디자인 활동

을 통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공동체적차원의 인성함양을 함

양하고자 하였다. K구의 여중생 12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수

업에 대한 관찰, 활동지, 미술 작품, 학생들의 서술형 설문지 분석을 통해 수업

결과와 교육적 의의를 도출하였다. 

Ⅴ장은 본 연구에 대해 요악하고 인성 함양을 위한 미술과 도덕의 통합교육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에 대한 교육적 의의와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 하였다.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범위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의 범위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이

에 따라 출판된 중학교 미술과 교과서 11종, 도덕과 교과서 12종이다. 2015 개

정 교육과정이 고시 되었으나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교과서는 아직 

개발 중에 있으므로 현행 교육과정인 2012년 개정된 교육과정 총론과 도덕과 

교육과정, 2011년 개정된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의 인성교육적 요소를 분석하

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 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서울시 k구의 중학교 여학생 12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4개월 동안 9회에 걸쳐 이루어 졌다. 학

생의 인원이 소수 이며, 연구의 기간과 회기가 짧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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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최근의 개념이 아니며, ‘인간교육’, ‘전인교육’, ‘창의인성교육’ 등 다

양한 표현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의 핵심 목표로 삼

고 꾸준히 추구되어 왔다. 그러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은 첫째, 인성의 개념과 요소가 추상적이며 사회적, 학문적으로 합의 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사람됨, 인간다움’, ‘전인’ 등 추상적으로 개념을 정의 하였지만 무

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길러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성의 결여로 사회에서 가

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가치와 덕목들이 산발적으로 다루어졌다. 둘째, 인성

의 덕목을 도덕교과의 문제로 취급하고 지식위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도덕적 

행위나 실천보다 도덕적 사고나 지적 판단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배워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통합되지 못하고 정의적 측면을 간과하였다. 셋째, 학습자

의 흥미, 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였으며 그 체

험의 기회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강선보, 2008; 손경원, 2016; 천세영 외, 

2012; 허승희, 1998). 

이에 본 장에서는 ‘인성’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검토∙분석 하여 이 시대에 필요

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술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기반하여 미술교육

의 인성교육적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인성의 개념과 인성교육 

‘인성’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교육학 분야에서

는 인성으로, 정신분석학 분야에서는 인격으로, 심리학 분야에서는 성격으로 통

용되고 있으며, 인성을 보는 관점에 따라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 또한 다르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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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되고 있다(천세영 외, 2012). 우리나라에서‘인성’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와 80년대 서구의 ‘자아실현’을 중시한 인본주의 심리학

의 등장과 이를 공부한 학자들에 의해 인성교육이 소개 되면서 이다(Patterson, 

1983). 인본주의(humanistic), 인격(character), 성격(personality)을 한국어

로 변역 하면서 그에 적합한 용어로‘인성’이 선택되어 보편화 되었는데, 그것

이 동양의 인성개념과는 다른 서구적 인성담론이었다(차경명, 2013). 장승희

(2015)는 인성에 대한 개념 합의가 어려운 이유로 첫째, 동양과 서양의 인간 

이해의 지평이 다르고, 둘째, 각 학자들이 철학․종교․문화적 근거에 따라 인성

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내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에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는 동∙서양의 인성의 의미와 최근 학자들의 정의

를 살펴보고 인성 개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동양에서의 인성(人性)의 한문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성(人性)은 人과 性의 결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그대로 풀이하면 인성이란 인간(人間)의 성(性)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인간(人間)의 人이 모양을 본 뜬 형성자임을 생각할 때 

인간의 중요성은 間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을 육체적인 몸

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로서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性은 서양

에서 칭하는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과 자아의 공통

된 마음의 본질, 본래부터 타고난 성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性)을 실천하는 

마음은 남과 나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여기는 마음으로 발현된다. 따라서 동

양에서 인성(人性)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내재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것

을 볼 수 있다(차경명, 2013). 

서양에서는 인성을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외재적 측면을 중시한 것으

로 보인다. 인성을 뜻하는 단어인 human nature, humanity, character, 

personality의 어원을 살펴보면 타인을 통해 인식되거나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human의 라틴어 humanitas는 ‘매장한다’라는 뜻의 humand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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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왔으며, character는 고대 그리스어 χαρακτήρ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날카롭다, 새기다’는 뜻의 동사에서 온 것으로 새겨진 특징, 독특한 특징, 어

떤 사람의 독특한 성격을 의미한다.  personality는 가면을 의미하는 라틴어 

persona에서 온 것인데 극장에서 배우가 가면(mask)을 의미하며, 이것이 그 

배우의 성격, 나아가 인간의 성격을 뜻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 된 것으로 보인

다. Human nature는 인간의 본성을, humanity는 인간다움을, character는 개인

의 품성인 인격을, personality는 개인의 고유한 성격 또는 특성을 주로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다(차경명, 2013; 홍석영, 2013). 최근의 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다양한 인성의 개념을 보면 <표1>과 같다.  

 

<표 1> 인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천세영 외, 2012; 홍세영, 2013에서 연도별로 재조정) 

구분 인성의 개념 정의 

김현오 

(1990) 

협의의 의미에서 성격(personality)으로 통용되는 비교적 한정적이고 

특성적인 입장과 철학적 의미가 포함된 인성(human nature)이라는 총체적인 

인격, 성품, 인간 본질과 본성. 

황응연 

(1992)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행동 및 태도, 동기, 경향성, 

인생과정들의 총합. 사람들에게 있어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되는 독특한 

구조이며, 인성은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 

한국 

교육학회 

(1998)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어떠하며, 사람 된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는 

개념으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 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 

남궁달화 

(1999) 

사람의 성품이며, 성품은 성질과 품격,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사람됨의 

바탕을 가리키는 말. 

조난심 

(2003) 

인성은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특질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 

현주 외 

(2009) 
보다 긍정적이고 건전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위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 

천세영 외 

(2012)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역량. 

교육부 

(2013a)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주는 ‘성품, 기질, 개성, 인격’으로, 사전적으로 

‘사람의 성품 또는 각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특성이며, 일반적 

의미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바람직한 인간적 특성 또는 사람됨’이다. 

 



 

 ９ 

학자에 따라 개성, 기질, 성격 등의 심리학적 특성을 강조하거나 사회나 시대

의 신념, 문화, 가치가 반영된 인간성, 사람됨, 도덕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강조

하는 부분의 차이는 있으나, 인성이란, 바람직한 개인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품성과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조용환(2006)에 의하면 인간은 함께 더 나은 모습을 지향하는 존재이며, 교

육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 형성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한 인간 품성과 역량을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강선보, 2008). 다만, 개인의 인성이 타인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특정 사회의 문제상황이나 시대적 요구 등에 따라 강조

되는 인성의 내용과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성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우리나라 2012년 고시된 초∙중등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문

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에 교육과정 총

론에서는 ‘공감, 협동, 배려, 소통’
③ 을 주요 덕목으로 제시하였다. 

강선보(2008)는 21세기형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첫째, 자기 삶의 중심

을 스스로 세우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둘째 상생(相

生)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셋째, 물질문명에 매몰되지 

않고 인류의 근본 경험에 속하는 초월성을 삶의 핵심 계기로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이에 관계성(상호 관계적 삶을 추구하는 공생

인), 도덕성(도덕적 통합성을 추구하는 인격인), 전일성(인간의 모든 측면이 조

                                        
③ 2012년 개정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2b)에 제시된 학교급별 인성 함양 요소 

(초)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 배려하는 마음

을 기른다. 

(중)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고)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과 태도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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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롭게 발달한 전인), 영성(초월적인 것을 체험하는 성인), 생명성(온 생명을 

살리는 생명인), 창의성(삶과 상황을 재 창조하는 창의인), 민주 시민성(공동체

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두루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연관적으로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천세영(2012)은 인간을 더불어 사는 존재로써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품성

과 역량’을 인성으로 규정하고 21세기 대한민국 국민과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인성교육을 도덕성, 사회성, 감성의 차원으로 나누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도덕성은 정직, 책임 등의 핵심가치를 내면화 하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둘째, 사회성 차원은 사회적 인식 능력과 대인 관

계 능력으로 구성되는데, 타인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파악하고 타인과의 긍

정적인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셋째, 감성 차원

은 자기인식 능력과 자기 관리 능력으로 구성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

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이러한 자기관리 능력은 사회성 발달의 토대가 된다고 이야기 하며, 감성

능력의 발달은 대인관계와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이 세가지 차원이 서로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회

소통

협동

우리

존중

배려

공감

나
정직 책임

<그림 1> 인성교육 7대 핵심 덕목 (교육부, 2013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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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교육부에서는 나의 행복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을 위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안’을 발행하였다. 이에 미래 인재에 

요구되는 친 사회적 인성을 7대 핵심 덕목으로 선정하였는데, <그림 1>과 같다. 

인성교육의 핵심 덕목을 나-우리-사회로 연결 지었는데 이는 개인의 행복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을 배려하는 인성 함양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직과 책임’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존중, 배려, 공감’으로 핵

심 덕목을 설정하였는데, 특히 공감은 서로를 연결하는 감정적 연결고리로 건전

한 인격과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중요한 정서적 토대임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차

원에서는 ‘소통과 협동’을 핵심 덕목으로 설정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역량을 주요 지표로 삼았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이민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도덕

적, 사회적 문제와 학교 폭력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격교육

(Character education)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은 심리적 특성으로서 성격

(personality)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 보다는 ‘바람직한 인간의 성품’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차경명, 2013). 

전통적 관점에서의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은 일련의 사건이나 상황

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이며, 덕목을 구체

화하여 그것에 대한 습관을 발달 시키는 것을 강조한다(김수진, 2015).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조셉슨 연구소(Josephson Institute)는 이러한 전통적 관점 아래, 

신뢰(trustworthiness), 존중(respect), 책임(responsibility), 공정성

(fairness), 배려(caring), 시민정신(citizenship)의 ‘6대 인성덕목(six pillars of 

character)’을 중심으로 덕목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명시적으로 가르친다. 

리코나(Lickona, 1992)는 인성이 도덕적 인지(moral knowing), 도덕적 감정

(moral feeling), 도덕적 행동(moral behavior)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

며 상호 침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수진, 2015에서 재인용).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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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알고, 선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과 관련되며 인성교육은 이를 아우르는 

교육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종합적 접근은 우리나라의 7차 교육과정에서 

‘조화로운 심신 혹은 인격의 발달’로 반영되었다(교육부, 1997).  

최근에 새롭게 주목 받는 인성교육에 대한 접근은 배려윤리(ethic of care)와 

사회정서학습(social & emotional learning)이다(김수진, 2015).  

Noddings(2003)는 배려윤리(ethics of care)의 핵심개념을 관계성

(relatedness)에서 찾았다. 학교가 공동체적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지나치

게 경쟁과 성취를 강조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며 배려와 관계성, 상호성과 같은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배려윤리적 접근에서는 도덕적 삶을 관계적인 것

으로 보는데, 자아는 개별적이면서도 타인, 대상, 다양한 조건, 사상들과 접촉하

고 반성하면서 형성되어가는 관계적인 대상이라는 것이다.  

 사회정서학습(social & emotional learning) 또한 인성을 도덕성 차원에서 국

한하지 않고 사회성과 정서를 포함한 다차원적 측면에서 인성을 이해하고자 한

다. 사회성 및 감성교육분야의 대표적인 기관인 CASEL(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은 사회성 및 감성 역량을 자기인식

(self awareness), 자기관리(self management), 사회인식(social awareness), 

대인관계기술(relationship skill), 책임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 

making)등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CASEL, 2003). ‘자기 인식’은 자신의 정

서, 흥미, 가치, 강점,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유지

하는 능력이며, ‘자기 관리’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

며, 스트레스와 충동을 관리하고, 목표설정 및 동기부여 등의 능력을 말하며, ‘사

회 인식’은 타인의 입장과 정서를 알아차리고, 개인 및 집단 간의 차이의 유사

점을 이해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인관계기술’은 타

인과의 협력하고 타협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대인간 갈등을 관리하

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자신의 건강과 적응에 유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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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리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CASEL의 프로그

램은 미국의 8개주 1천 4백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CASEL의 프로그램

은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나라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청소년에게 필요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

가?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프로젝트에 

따르면, 미래사회에는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 소통

과 공감, 정직과 책임, 창조적 도전과 열정 등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가 요청

된다(OECD, 2003).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을 ‘한 인간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성 및 인성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추구

하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으로 출발해, 타인, 

사회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바라 보고자 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까지 확장 가능한 형태를 지향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덕목에 대한 습득 이나 도덕적 상황에 대한 판단 등 인지적 측면 

보다는 배려, 나눔, 소통, 존중 등을 핵심 가치로 관계적 측면을 중시하는 인성 

교육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과 맥락을 같이 한다.  마

지막으로, 통합적인 인성교육이다. 교과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내용, 장소, 방법적 측면의 총체적 접근을 추구하고자 한다.   

 

 통합적 인성 요소 

인성함양을 위한 미술과 도덕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통합적 인성 요소

의 모형이 필요하다. 2013년 교육부에서 발행한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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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행복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을 위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교육전

반에 걸쳐 요구되는 인성을 ‘나, 우리, 사회’로 연결하여 제시하였다. 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2012)에서는 예술이 갖는 전인적 특성을 토대로 인성교육을 실

천할 수 있는 ‘예술인성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개인 내적’, ‘구성원간’, ‘사회 

환경’으로 확대 되는 인성 요소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학업 및 사회정서

학습 협회(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CASEL)’에서 정의한 사회정서학습의 핵심 역량은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대인관계 기술’, ‘사회인식’으로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표 2> 선행 연구에서의 인성 요소                                        

(교육부, 20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CASEL, 2003) 

인성교육 7대 핵심덕목 

(교육부, 2013) 

예술인성요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사회정서역량 

(CASEL, 2003) 

나 
정직 

책임 

개인적 

차원 

미적 체험 

자주성 

자기조절 

자존감 

자기인식 

정체성 

자기인식 

자기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우리 

존중 

배려 

공감 

관계적 

차원 

배려 

관용 

존중 

공감 

신뢰 

소통 

대인관계기술 

사회 
소통 

협동 

사회 

공동체적

차원 

협동 

리더십 

공익 

공동체 

문화적 소양 

사회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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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성교육을 ‘한 인간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

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한 바, 인성교육을 위한 요

소를 기존의 연구(교육부, 20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CASEL, 2003)

를 바탕으로 재구성 하였다. 타인과 더불어 사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의 인성, ‘관계적 차원’의 인성, ‘사회적 차원’의 인성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인성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3> 

첫째, 개인적 차원의 인성요소는 ‘나’와 관련된 영역이다. 자신에 대해 발견하

고 이해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 

보는 자존감을 형성 하는 것,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하며 

자기 조절능력을 기르는 것 등이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성은 사회성 

발달의 토대가 되므로,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이해는 인성교육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천세영, 20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둘째, 관계적 차원의 인성요소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영역으로 대

인관계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 관점을 이해하고 파악

하며 공감하여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소통하는 능력이다. 타인과의 관

계 안에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 또한 관계적 차원의 인성요소에 해당한

다. 이는 타인과 타협하고 협력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에

게 필수적인 인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공동체적 차원의 인성요소로,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이다. 자신의 속한 학교나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간의 소통이나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감

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소속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사회∙공동체적 차원을 학교와 지역사회로 한정 지었으나, 이러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은 국가, 세계, 지구 환경과의 관계로도 확장 될 수 있으

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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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본 연구의 통합적 인성 요소                                       

(교육부, 20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CASEL, 2003에서 재구성) 

구분 인성요소 

개인적 차원 

(나) 

자기인식 

자존감 

자기조절 

자아정체성 

관계적 차원 

(나와 타인) 

배려 

존중 

공감 

소통 

사회∙공동체적 차원 

(우리)  

협동 

공익 

공동체 의식 

문화적 소양 

 

 미술교육의 인성교육적 가치 

최근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사회성과 감성능력을 위해서 음악, 미술, 

체육, 독서와 같은 심신 활동 등의 정서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에는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를 도덕으로 국한 하였다면, 예체능 교과도 체험적 

활동을 통해 인성함양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중요 교과로 

분류되는 추세이며, 이를 반영하듯 2013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도덕, 

국어, 사회, 미술, 음악 등 5개 교과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구현 방안을 제시 하

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2)에서는 예술이 인간의 사고와 감

성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주요한 매개체로, 학생들의 정서 및 인격적인 문제

를 다루어 주는 전인적 가치임을 주장하며 ‘예술인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실천과제를 개발하였다. 이는 지식 중심의 인성교육에서 사회성, 감성차원의 실

천과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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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예술의 분야 중 미술활동이 인성교육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미술교과의 경우 전통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에 기초하여 

미술교육을 통한 전인교육을 정당화 하였다면, 최근에는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

한 미술의 적극적인 관계 탐색 및 참여를 통한 인성교육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미술교과는 미적 감수성 및 정서를 함양하는 교과로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볼 때, 최근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인 사회성 

및 정서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천 할 수 있는 교과이다. 

Anderson & Milbrant(2007)는 더 확장된 시각을 사회적 맥락이 강조된 삶을 

위한 미술교육을 강조하며, 미술교육의 목적을 미술과 시각문화를 통해 학생 자

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미술을 사회라는 

삶의 영역 속에서 개인의 의미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단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

하는 활동으로 보았으며, 미술은 건강한 사회와 문화의 존속을 위해 존재 가치

가 있으며 의미 있는 정신적, 은유적 상징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미술활동의 인성교육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면 첫째, 미술 활

동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확장하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으로, 이성의 통제를 적게 받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 상상하지 못했던 표현

으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심상을 적극

적이고 솔직하게 표현 한 후 그 감정이나 생각이 그림이나 조소와 같은 사물로 

구체화되는데, 구체화 된 자신의 작품을 보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

는 것이다(김정희, 2013). 듀이(Dewey)는 학생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 제작하

며 느끼는 생생한 정서적 경험이 작품이 완성되면서 ‘하나의 완성된 경험

(consummated experience)’이 되며, 그 경험을 통해 자족감(self sufficiency)

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허정임, 2013). 또한 로웬펠드(Lowenfeld, 1993)는 어

린이의 창의적이며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표현, 독립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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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유와 융통성이 부여되는 자기표현의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러한 자기표현으로서 창조적 예술충동이 충분히 발현된 작품활동은 학생들의 개

성, 독창성,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준다(이은적, 2014).  

둘째, 미술활동은 자기 에너지를 조절하고 통제하는데 효율적인 활동이다. 충

동성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 조절이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외부 환

경과 소통하는 기술에 문제가 있는데, 이들에게 예술은 자기 에너지를 다루고 

조절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들에게 미술 활동은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매우 수용적 수단이며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다룰 수 

있다. 또한 예술은 어떤 결과물이라도 개인의 독창적 산물이므로 예술작업 자체

가 존중 받으며, 학생은 이를 수행하는 과정을 독려 받는 경험을 한다. 이렇게 

미술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긍정적인 소통 능력을 기르며, 자기 통제력과 조절능

력을 배양 시킬 수 있는 것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셋째, 미술활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소통과 공감, 상호 존중이 가능하다. 

리드(Read, 1958)는‘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에서 예술은 

개성을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에 통합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미술작품이 타자와의 소통을 위해 취하는 형식의 보편적이고 객관

적인 특성은 개인이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에 상응하므로 예술을 통한 교육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은적, 2014). 이러한 특성 덕분에 문화가 달라서 의사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집단에서도 시각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미술은 언어를 넘어선 상호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다(허정임

2013). 또한 미술이 창조적 작업이라는 특성 상 작품에 대한 해석이 고유할 수 

있다는 점은 독창성과 개성을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감을 형성 할 수 있을 것

이다. 김정희(2013)는 미술의 이러한 소통과 공감적 특성을 기반으로 미술활동

에서의 관계형성 강화전략을 마련하고 타인과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며 미술

활동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타인과 소통하고 감정을 교류하면서 공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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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며 타인과 심리적 유대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면, 현재 교육 현장에서 소통

의 부재로 나타나고 있는 왕따 문제나 자살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넷째,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의식의 형성이 가능하다. 지역사회 또

는 지역문화와 연계한 미술의 협동학습은 학생들에게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을 갖

도록 하며, 문화적 공감과 체험을 통한 소통과 이해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

화와 가치를 창조 하도록 한다(김정희, 2013). 특히 듀이(Dewey)는 예술과 삶

이 만나는 커뮤니티(community)의 개념을 강조하였는데 지역사회와 예술의 관

계 속에 인간의 다양성이 만나고 공통점을 만들어 내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일

어나는 과정에서 그가 강조하는 통합, 결합, 조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예술이 지

역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통의 힘은 공공적 삶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성과도 관련이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미술 활동은 다양한 그룹간, 개인간의 협동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예술 프로

젝트와 문제해결의 과정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예술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김형숙, 20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2)은 예술교육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인성교육

을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예술체험의 주체인 개인적 측면, 집단

적 체험을 통한 관계적 측면, 다차원적인 공동체 예술체험을 통한 사회∙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고 핵심요소를 제시하였다.  

개인적 측면에서의 인성은 예술 체험의 주체인 개인이 지닌 성격 구조의 조화

를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예술이라는 비언

어적 수단을 통해 수용적으로 표출하면서 자신의 잠재력과 강점을 발견하고 자

기인식, 자기 조절, 자아 존중감, 정체성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다. 

관계적 측면에서의 인성은 자신의 필요와 의견을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능력이다. 작게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상대를 수용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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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데에서 시작하며 크게는 우리라는 집단의 통념과 가치관, 그리고 규칙을 

준수하는 역량이다. 특히 예술은 비언어적, 상징적 의사소통을 하는 특성이 있

어서 새로운 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학생은 자신의 욕구, 갈등, 판타지

를 용이하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통로로 자신의 표현뿐만 아니라 타인의 

작품과 표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이루어지기 쉽다. 이러한 예술의 본질적 특

성은 구체적 관계 능력 및 관계 개선을 도울 수 있다.  

사회공동체적 측면에서의 인성은 예술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에 대해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능력이다. 소속감은 타인과 동

질성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지혜로서 인격형성에 중요한 부분이

다. 지역사회와 관련된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단의 사고, 가치관, 삶 전반에 대해 예술적으로 작업하

고 그 가치를 나누는 것은 문화적 소양의 배양과 함께 사회∙문화적 인성의 강화

를 가져다 준다.  

 

 

 통합교육 

 

 통합교육의 개념 및 유형 

통합교육과정은 1920년대 중핵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아래 학생 중심 교육과 

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중요시하던 진보주의 교육운동에 의해 시작 되었다(Vars, 

1991). 이후 1980년대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두뇌가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상호관련성과 일정한 유형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번스

(Burns, 1995)는 인간이 이처럼 관련 짓기를 통해 학습한다면, 지식도 분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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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아닌 연합적 형태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번스(1995)에 의하면 전통적인 교과중심 교육과정이 내용 목표에 초점을 두

는 것과 달리, 통합교육과정은 주제를 중심적이며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는 일

반적인 지식, 기능, 마음의 습관 등의 실행에 초점을 둔다. 특히 통합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들의 필요와 흥미에 있으며, 주제나 토픽, 본질적인 질문, 실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또한 지식과 기술이 교과의 경계를 따르지 않기 때

문에 통합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교사들은 스스로를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

는 대신에 학생들이 ‘자아와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도록 돕는 일반적 의미에서

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beane, 1993). 여러 학자들(Drake, 1993; Fogarty, 

1991; Jacobs, 1989)이 교과중심에서 완전통합에 이르는 교육과정의 발달 단계

를 연구하였는데, 특히 번스(1995)는 교육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수업, 평가, 

학급문화의 변인을 추가하여 통합교육과정의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

표 4>와 같다. 

통합교육과정의 첫 단계는 교과 병렬이다. 교과별 내용이 비슷한 단원을 시

기를 달리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교과의 내용과 절차는 그대로 존속된다. 교사

들은 지식 분야간 교육과정을 의도적으로 관련 짓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

과 사이의 암묵적인 연결을 스스로 찾아 내길 바라며 기존의 교육과정을 재계

열화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다른 시간에 유사한 내용으로 교과들을 배우기 때

문에 학습이 강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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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통합 정도에 따른 교육과정 통합 모형 (Burns, 1995: 15) 

변인 

∙ 

요소 

교과병렬 

(Parallel 

Disciplines) 

다교과 

(Multi- 

disciplinary) 

간교과 

(Inter- 

disciplinary) 

통합교과 

(Integrated) 

탈교과 

(Trans-

disciplinary) 

Ⅰ. 교육과정 

초점 분리된 교과의 내용과 절차 
일반적, 초인지적 

개념 및 기술 

실생활적인 기술, 

이슈, 관심, 질문 

학생의 사회적, 

개인적 관심과 

질문 

의사 

결정자 
개별교사 개별교사 교사팀 

교사팀 주도 

학생 보조 

학생 주도 

교사 보조 

내용 재배열 
주제에 맞추어 

변경 
교과내용 혼합 

기본개념 

중심으로 

교과경계 허물기 

교과 초월, 

학생이 주제 결정 

운영 

정도 
필요할 때 정기적 “추가” 

정규적으로 

계획된 수업 시간 

완전 중핵 

교육과정 
전 교육과정 

Ⅱ. 수업 

교사역할 전문가 전문가 종합인 종합인 종합인 

교수유형 지시 지시 지시-협력 협력 지지 

학습활동 모방 모방-구성 구성-모방 구성 구성-실험 

학습환경 학교 학교 학교 학교-지역사회 지역사회-학교 

Ⅲ. 평가 

목적 총괄적 총괄적 형성적, 총괄적 형성적, 총괄적 형성적, 총괄적 

방법 표준화, 결과중심 
표준화,   

대안적 평가 

수행 중심, 

과정 강조  

수행 중심,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전시 

평가자 교사 교사 교사, 동료, 자기 동료, 자기, 교사  
자기, 동료,  

타인, 교사 

Ⅳ. 학급문화 

풍토 경쟁적 경쟁적-협동적 협동적-협력적 협력적 협력적 

학생역할 수동적 수동적-능동적 능동적 능동적 능동적-반성적 

학생-

교사 

관계 

의존적 의존적 
의존적 

자기주도 
자기주도 자기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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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는 다교과적 접근이다. 하나의 주제 혹은 여러 여러 교과 내의 

개념과 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단원으로 이용 된다. 다교과 단계의 초점은 교과 

내용에 있지만, 그 내용은 교사들이 하나의 주제 혹은 토픽을 중심으로 수업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단원을 추가 한다. 수업은 분리되어 있지만 계획은 

교사들이 함께 한다. 이 단계에서는 수업의 변화로 인해 평가 전략도 변화 하며 

프로젝트, 집단 활동, 현장 견학 등이 포함 된다. 학생들간의 경쟁과 수동성, 교

사의 주도성은 약화 되며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협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

므로 학급문화도 달라진다. 학생들이 교과간 관련성을 찾도록 도와주어 학생들

의 동기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제 선정이 어렵과 억지로 통합되는 교

과도 있으며 개념보다는 활동에 초점을 둔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는 간교과적 접근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과에 주제를 적용할 때 교과

간의 공통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강조점이 옮겨진다. 이 모형은 각 교과간의 

교육과정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교과들 속의 중복되는 기능, 개념, 태도를 찾아내

는 것에서 출발한다. 주요한 내용이 개정되고 교육과정이 혼합되면서 교과간 경

계가 흐려지고 팀티칭이 시작된다. 간교과 접근에서는 지식이 풍부하고 자신감 

있는 교원들이 필요하며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교과서나 전통적 자

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자원을 사용하여 나름대로의 교

육과정을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간교과 통합은 학생들이 협력적이고 자기 주

도적이 될 수 있도록 문제중심, 학생중심 수업활동을 개발하여야 하며, ‘학생들

에게’가 아닌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인 통합교과는 실생활의 문제, 질문, 관심과 관련된 탈 교과적 주

제를 중심으로 만들어 진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주제를 선정하지만 학생들도 

교육과정의 개발자가 된다. 주제가 선정된 이후 학생들에게 주제와 관련된 질문

을 제기하도록 하고,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련 이슈들을 찾아 내도록 

한다. 여러 교과들의 본질적인 지식과 기능들이 개인적∙사회적 문제의 맥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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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구성 되며 교과의 경계는 사라지므로, 이 단계의 학습은 교과 중심적이

라기 보다는 개념 중심적이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거의 전적으로 수행에 기

초를 두며, 자기 평가와 동료평가로 학생들은 적극적이고 협력적이며 학생 중심

의 자기주도적인 학급문화가 형성된다.  

다섯 번째 단계는 탈교과적 통합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통합이다. 학생과 교사

가 함께 학생들이 미래의 미지의 세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으로 

앞의 통합교과와 다른 점 세 가지는 ①누가 교육과정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가②

교육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 되는가, ③어디서 학습이 일어나는가 이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은 통합교과와 비슷하지만 학생과 교사의 역할이 다르

다. 탈교과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찾아낸 광범위한 주제로 구성되며, 그 주제

는 모든 학습의 초점이 된다. 학습활동은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은데, 직업체험, 봉사활동, 멘토링, 지역사회 기반활동 등으로 이루어지기도 한

다. 학생들은 학습의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촉진자와 조언자의 역할은 한다. 탈

교과적 교육과정의 장점은 학생들의 실 생활의 문제에 대해 유의미한 탐구를 하

며 일반적 인지과정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스스

로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교육과정에 대한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으며, 교사들이 지역사회에 접근할 수 있

는 시간적 여유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교과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수∙학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 번째 단계인 통합교과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인성교

육은 교과의 인지적 내용 보다는 초인지 기술이 요구되며, 학생들의 실생활이나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개인적∙사회적 맥

락 안에서 미술과와 도덕과의 내용을 본질적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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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에서 통합교육의 필요성 

최근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본 종합대책>(관계부처합동, 2012)의 

일환으로 제안한 학교 인성교육 강화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국어, 

도덕, 사회, 체육 예술 등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과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인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단일 교과 보다는 교과의 통합을 통한 교육이 실천적 인성교육에 필요함을 인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성교육은 특히 인간의 전면적 조화적 발전을 추구하므

로 초교과적 통합교과적 접근을 요하는 교육이다. 이는 특정교과를 통해서만 가

능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특정한 분야나 영역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통합적이고 조

화롭게 접근해야 한다(강선보, 2008). 

인성교육의 최근 동향을 보더라도 도덕적 지식의 습득 보다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중요시 하고 있다. 역량에서는 지식이나 내용은 교수 방법 차원에

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역량 개발을 위한 수단인데, 교사들은 자신의 교수 맥

락에서 특정 역량을 가장 잘 개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따라 적절한 지식이나 

내용 조직을 결정하게 되며 간 학문적, 통합적 조직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다

루어 진다(김재춘 외, 2012). 그러므로 인성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서 교과의 단

편적 전달 보다는 교과의 문제나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 조직하여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에서도 통합적 접근을 지지하는 추세이다.  

Ingram(1979)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통합에 대한 효과를 인식론적 기능, 심리

적 기능, 사회적 기능의 세가지로 제시하였다. 특히 심리적, 사회적 기능에 대한 

효과는 기존 인성교육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도덕적 지식 위주교육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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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교과통합의 적절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말하는 통합교과의 세가지 효

과는 다음과 같다(김재복, 2000). 

첫째, 인식론적 기능으로 주로 기억을 판단하고 활용하는 의식작용과 관련된 

기능이다. 교육과정의 통합은 이러한 인식론적 기능과 관련하여 지식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서로 다른 지식의 영역을 밀접하게 관련시키게 하며, 지

식의 유용성과 의미를 더욱 확대시키고 깊게 한다.  

둘째, 심리적 기능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와 학습내용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보는 기능이다. 이와 관련해 사실적 정보의 정적인 기억 

보다는 개념이나 원리 또는 문제 중심 탐구활동의 동적 학습과정을 강조하여 학

습자의 학습과정에 일치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의 재조직을 통해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용이하게 할 수 있

게 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인격계발을 돕는다. 이렇게 교육과정의 통합은 아동

들의 흥미, 구성원의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발달, 그리고 행동 양식을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시킴으로써 인성교육의 기본인 지∙덕∙체 또는 지∙정∙의의 고른 

발달을 돕는다. 

셋째, 사회적 기능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의 이점을 주는가라는 문

제와 관련된 기능이다. 이에 통합교육은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현

대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전문 분야의 분절된 지식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것을 종합하여 응용할 수 있는 통합적 지식이 필요한데, 인성교육

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또한 제반 영역들의 지식을 통합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과정에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

다. 일반적인 교과 학습에서는 그 결과와 관련하여 경쟁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지

만, 통합교육과정은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통합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

생간의 대화와 공동활동이 계속되며 이러한 활동 속에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사회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로,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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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지식을 습득하는 학교와의 괴리를 좁히는 효과가 있다.  

김대현(1993)은 통합교과의 필요성과 가치를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의 세가지 측면으로 제시하다.  

교육목표 측면에서는 첫째, 개인이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문제나 사회가 당면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려준다. 둘째, 협동심과 민주주의 생활태

도를 길러준다. 셋째, 인지, 정의, 신체의 균형적 개발을 의미하는 전인의 형성

을 가능하게 해준다. 넷째, 학교생활의 적응과 만족감이 증대된다.  

교육내용 측면으로는 첫째, 교과간의 내용 중복을 피하여 학습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준다. 둘째, 교육내용의 양적 증가에 대처할 수 있다. 셋째, 교육내

용의 사회적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방법적 측면에서는 첫째,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로 참여하며, 둘째, 학습과

정이 공포나 두려움 없이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셋째, 학습 경험의 

전이 효과가 크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은 사회적 요구와 맥락을 고려하여 교과목들의 중요한 내

용들이 재구성 될 수 있으며, 그것이 학생의 흥미를 고려 하기 때문에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분야와 영역이 통합적이고 조화롭

게 구성되어야 하는 인성교육의 요구에 맞추어 통합교육은 전인적 인격형성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미술∙도덕 통합의 인성교육적 의의 

인격 및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는 도덕이겠으나, 미술, 음악, 체육 등의 예체능 

교과도 체험적 활동을 통해 인성함양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중요교과로 분류되는 추세이며, 이를 반영하듯 2013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서는 도덕, 국어, 사회, 미술, 음악 등 5개 교과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구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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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하였다. <학교폭력 종합대책>(관계부처합동, 2012)에서는 예술교육의 기

회를 확대하여 정서 안정, 자존감 향상, 사회성을 함양 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국어∙도덕∙사회∙예술 등 인성교육 관련 교과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 하도록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인성교육의 교과간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전제로 미술과 도덕의 

교과 통합의 인성교육적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도덕과는 학생들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 및 공동체와 바람직한 관계

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교육과 인격교육 등의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해 온 

교과이다(이미숙 외 2012). 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덕 교육은 도덕적으

로 통합된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데 관심을 두기보다 오히려 도덕적 행위나 실

천과 유리된 도덕적 사고나 지적 판단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배워서 아는 것 과 

실천하는 것이 통합되지 못하고 정의적 측면을 간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천세

영 2012). 이에 도덕 교과 내에서는 인지중심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회정

서학습(Social & Emotional Learning)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덕과 교육 내

용 및 방법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정서학습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바르게 인식하고 스스로 관리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책임 있는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대하

는 방법과 관계 유지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 삶의 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이

다(이지은, 2013). 이러한 사회성과 감성 능력 함양을 위해 예체능을 통한 심신

활동의 정서적 접근이 효과적이며, 인지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의 조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술교육에서 통합교육과정은 사회재건주의(Social reconstructionism) 토대

에서 대공황 시기에 이루어진 윈슬로우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유래된다. 

1939년 윈슬로우의 <통합된 학교미술교육 프로그램>은 미술작품을 만드는 주

제와 목적을 다른 과목으로부터 가져와 다른 교과들과 통합 교육과정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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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시된 프로그램이었다(Efland, 1995). 파슨스(Parsons, 2004)는 미술교

육이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왔으며 사회의 흐름을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복합

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술은 비 구조화된 학문으로 일반화된 법칙 

보다는 모호함, 직관, 상상력과 감성이 결합된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

다(Efland, 2002). 인간의 삶 또한 비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이 삶의 방

식을 알아 간다고 할 때, 통합적 학습으로 접근 되어야 하는 것이다(손지현, 

2011). 심슨(Simpson, 2011)은 특히 교과교육이 인성교육적 의미를 가지려면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한 교과가 이런 

측면을 담고 있으면, 그 교과는 여러 교과들을 묶는 접착력이 있어 학생들의 내

적 흥미를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예술교과들이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어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통합의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강충렬, 

2013). 

미술과 도덕교과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도 인성교육으로서의 통합교육적 

의의가 있다. 미술교과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성역량과 관련성을 찾거나 

학습내용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되곤 한다(양정실 외, 2013). 이에 반해 도

덕교과는 성격, 목표, 내용체계에서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의 도덕적 실천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 되곤 하는데, 이는 도덕교과의 내용이 인성교육을 강조하

며 도덕적 덕목을 습득하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실천적 방향 

즉, 지식으로 안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느낀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현주 외, 2013). 그러나 미술은 도덕교과에서 요구

하는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몰입을 촉진 할 수 있다. 이는 미술의 고유한 특성

에 기반한 것인데,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감정과 사고

를 조절∙관리할 수 있으며, 시각적인 이미지를 감상하면서 자기 성찰, 타인의 감

정, 사고, 의미 등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다룬다. 특히 실천적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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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삶과의 연계를 중요시 하는데, 미술은 자신과 외적 세계를 감성적으로 

인식하는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의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 활동을 하며, 그것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 뿐만 아니라 미술활동 

과정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과 도덕의 통합수업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창의적 표현으로 자존감

을 형성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소통을 통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협동심을 기르는 등의 인성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미술∙도덕 교과의 인성 요소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활동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적 인간상을 설정하고 이러한 인간상

을 지향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중요하다(허경철 외, 

2005).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을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학교 폭

력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학교 폭력을 미연에 방지∙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을 일부 개정하여 고

시하였다. 학생들이 ‘배려와 존중의 생활을 실천하고 공동체적 인격과 품격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성요소를 더욱 강화하여 학교급별 교육목표와 편성∙운영의 

중점 등 일부 지침을 ‘수정∙보완’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특히 교육

과정 구성의 방침에서 “자.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b: 4)라는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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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의 중요성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기존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의 경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

도’, 중학교의 경우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 다양한 소통 능력’ 고등학

교의 경우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 등을 인성교육을 위한 목표

로 제시하고 있었다(이미숙, 2012). 이후 2012년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 교육목표의 구체적 변화 내용을 살펴 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목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의 인성교육의 핵심을 ‘배려하는 

마음’에 추가적으로 ‘소통’, 공감’을, 고등학교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비교해 보면, 교육과정에는 인성교육을 보다 적극적으

로 실천하고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육목표에 제시되어 있

는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목표에까지 일관

성 있게 제시하였다. 초∙중∙고에서 유기적으로 인성교육이 연계되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인성교육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술과 교육과정 

 현행 교육과정에서 미술과의 특성에 기반하여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

는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술은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 미술은 그 시대의 문

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해

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따라서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삶을 창의적으로 향유하며 미

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

다.  

가.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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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미술을 생활화 하여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 4).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교육적 방향에 따라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술학습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하고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며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자기 주도

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신 주변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

의 생각이나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창조적 

표현의 과정에서 자존감과 자기 조절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

를 수 있다. 시대별, 지역별 미술문화의 감상을 통해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서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의식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내재되어 있는 인성교

육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인성요소를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표 5>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과 통합적 인성요소와의 연관성   

(교육과학기술부,  2011에서 재구성) 

영역 중학교 1~3학년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관련 인성요소 

체험 

지각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조화를 

발견한다. 

① 주변환경과 대상의 조화에 관하여 이해하기 

② 주변 환경과 자신의 관계를 탐구하여 나타내기 

자기인식, 

자존감, 

자아정체성, 소통 

소통 

시각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① 시각문화에 반영된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② 시각이미지를 활용하여 사회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기 

소통, 공감, 존중, 

협동, 공동체 

의식 

표현 
주제 

표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한다. 

자존감, 

문화적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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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 설정하기 

② 주제의 특징, 의도, 목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표현 

방법 

표현 방법과 매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 

표현한다. 

① 새로운 표현 방법과 매체를 탐색하기 

② 표현 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표현 하기 

자기 조절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①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②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표현 

하기 

자기조절,  

공감, 소통,  

문화적 소양 

감상 

미술사 

미술의 변천 과정과 가치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한다. 

① 다양한 문화권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기 

②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기 

소통, 공감, 

공동체 의식 

문화적 소양 

미술비평 

미술 비평 활동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한다. 

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기 

② 비평 요소와 기준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기 

공감, 소통,  

존중, 문화적 

소양 

 

 도덕과 교육과정 

도덕과 교육은 학생들의 도덕적 인격을 주된 과제로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교과’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의 도덕과의 성격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덕교과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고 인간과 사회,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며, 다양한 도

덕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사고력 및 판단력을 향상 시키고 도덕적 앎을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천 동기 및 능력을 함양하여, 개인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과 

나아가 우리 사화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이다. 이를 위

해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성찰과 탐구를 통해 올바

른 판단능력과 도덕적 덕성 및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각자 자율적이고 통

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데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연관된 여러 학문의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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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형성을 돕는 것이 도

덕과 교과의 기본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인격형성을 위해 윤리학

적 접근뿐만 아니라 여러 연관된 학문의 접근방법을 활용하도록 강조한다. 이는 

도덕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이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교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

존의 도덕과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내용 차원에서는 핵심역량인 ‘공감능력, 소

통능력, 갈등해결 능력, 관용, 정의’를 반영하고 방법 면에서는 프로젝트형 인성

교육을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양정실, 2013). 

 

2012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2011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영역, 성취기준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청소년 폭력 예

방을 위해 인성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내용을 성취기준에 반영하고, 프로젝

트형 인성교육의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인성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

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p. 5).  

 

 도덕과 교과 목표는 전체적으로 인성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도덕성 함양을 

통한 자율적이고 통합적 인격을 형성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둔다.  

내용의 영역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우리∙타인과의 관계’, ‘사회∙국가∙지구공

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영역별로 구체

화 한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주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

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도덕적 이상이 담긴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한 내용을 적극적이면서도 성실하게 행

동으로 옮기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고 도덕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2) 자신과 가정∙학교∙이웃관계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가정∙학교∙이웃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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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요구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를 지

닌다. 

(3) 자신과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를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과 통일 및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덕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분야가 도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나라 

사랑 및 타 국가 존중, 국제 평화와 인류 발전에 공헌 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4) 자신과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상적 삶

을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함양하고 우주적 또는 초월적 가치의 지평에서 이상적 삶을 설계하며, 이를 바

탕으로 인간 및 사회를 도덕적으로 성찰하려는 태도를 지닌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pp. 8~9). 

 

(1)영역은 주로 개인윤리 차원에서 도덕적 주체로서 자율적 도덕성을 발달 

시키는데 초점이 있고, (2)영역은 가까운 이웃관계에서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

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3)영역은 사회와 국가차

원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과 태도를 함양 하는데, (4)영역은 자연∙초월적 존재

와의 관계 계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삶을 가꾸어 나가려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도덕적 주체인 나로부터 ‘가치관계

의 확정 원리’에 따라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된 것이며, 각 영역에서 다루는 논의

는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인성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이미숙 외, 

2012). 다음의 표는 도덕과 영역별 내용체계를 본 연구의 통합적 인성요소와의 

연관성에 따라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표 6>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및 통합적 인성요소와의 연관성 

(교육과학기술부, 2012) 

영 역 중학교 1~3학년 군 내용 체계 인성요소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가) 도덕의 의미 

(나) 삶의 목적과 도덕 

(다) 도덕적 성찰 

(라) 도덕적 실천 

(마) 인간존재의 특성 

(바) 자율과 도덕 

(사) 도덕적 자아상 

(아) 공부와 진로 

(자) 도덕적 탐구 

자기 인식 

자지조절 

자존감 

자아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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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타인 

과의 관계 

(가) 가정생활과 도덕 

(나) 친구관계와 도덕 

(다) 사이버 윤리와 도덕 

(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 협동 

(마) 타인존중의 태도 

(바)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방 

(사) 청소년 문화와 윤리 

 

배려 

존중 

공감 

소통 

사회∙국가 

지구공동체와의 

관계 

(가) 인간 존엄성과 인권 

(나) 문화의 다양성과 도덕 

(다)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라)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마) 사회정의와 도덕 

(바)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사)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아) 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과제 

배려  

소통 

협동 

공익  

문화적소양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가) 환경친화적인 삶 

(나) 삶의 소중함과 도덕 

(다) 과학 기술과 도덕 

(라) 문화와 도덕 

(마)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삶 

(바)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 

배려 

공동체의식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도덕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형 인성

교육 방안(이미숙, 2012)을 제시하였는데,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육과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체험이나 활동 부분을 강화하고, 실천중심의 교

육 원리가 반영 되도록 하였다. 또한 인성 핵심 역량 요소를 반영한 주제를 선

정하여 제시하였다. <표 7>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덕과의 교수∙학습방법에서는 첫째, 프로젝트 접근 

법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젝트형 접근법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몰입 촉진, 

공동체 정신과 민주시민적 자질과 기능을 습득하며, 자기실현과 의미 있는 삶의 

추구를 중시하며,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배려 공동체, 정의 공동체 접근법, 갈등

해결 교육, 사회정서학습 등)과 접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이 자

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미를 구성하며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이 지적 인지에 머무르지 않고 정서적 공감을 통하

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

고 있다. 그 다양한 교수 방법으로 ‘강의, 토론, 협동학습, 봉사학습, 역할 놀이, 

프로젝트 학습, 인문치료 접근, 갈등해결고육, 사회정서학습, 실천∙체험’ 등을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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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제시하였다. 셋째, 도덕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상호 관련 지어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나 사회적 현상, 쟁점등과 관련 지어 주체적으로 학

습하고 이를 위해 실천, 체험, 참여 등을 포함한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가정,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고 지역사회 기

관들을 학습의 장으로 이용하는 등 가정과 지역공동체를 도덕교육의 동반자 혹

은 협조자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였다. 마

지막으로 도덕교육이 인성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다른 교과나 학교활

동 전반에 나타나는 인성교육적 요소들을 도덕수업에서 종합하고 체계화 하도록 

하였다.    

 

<표 7> 도덕과의 영역별 인성 핵심 역량 관련 주제 (이미숙 외 2012: 118) 

영 역 인성 핵심 역량 관련 주제 

I.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자아정체성, 삶의 목적의식 등 

(삶의 목적과 도덕, 도덕적 성찰, 도덕적 자아상 등) 

II. 우리∙타인과의 관계 

공감, 소통, 갈등해결능력, 관용, 배려, 정의 등 

(친구관계와 도덕, 타인존중, 평화적 해결과 폭력 및 사

이버 폭력예방 등) 

III.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갈등해결능력, 관용, 정의 등 

(인간존엄성과 인권, 문화의 다양성과 도덕, 사회정의와 

도덕 등) 

IV. 자연∙초월적인 존재와 

의 관계 

도덕적 정체성, 인생관, 세계관 등 

(삶의 소중함과 도덕,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인 삶, 이상

적 인간과 사회 등) 

 

2012년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 교과에 걸쳐 인성교육을 기본 방안

으로 제시였으며 개인, 타인, 사회적으로 ‘공감과 소통’이 가능한 인간으로 길러 

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미술과는 자신과 타인, 주변 세계, 동시대의 시각문

화,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서의 미술 문화에 대한 감상과 이해를 포괄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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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기 때문에 인성 요소를 실천적 역량으로 기를 수 있는 교과이다(양정실, 

2012). 그러나 미술과에서 인성교육이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인성요소를 기반

으로 내용과 주제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도덕과에서는 성격, 목표, 내용 체

계에서 인성교육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하지만 가치덕목

만을 너무 강조하거나 규범의 습득에 치중하지 않고 일상생활 맥락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역량차원으로 내면화할 것을 촉구하며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미술과의 특성상 능동적 참여와 몰입, 협업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

임을 볼 때, 이 두 교과가 연계되어 통합 될 때, 상호 보완적이며 통합적 인성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현행 중학교 교과서 

 미술교과서  

2009 개정교육과정의 미술교과는 인정교과서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출판되

고 있는 11종의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술 교과서는 중학교 1~3학년 군

의 내용을 통합하여 체험, 표현, 감상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출판사 별로 

단원과 내용구성은 상이하다. 이에 미술교과서의 내용을 미술과 도덕 교과의 통

합교육을 위한 통합적 인성 요소의 영역에 따라 재구성 하였다. 

첫째는 ‘나’와 관련된 영역으로, 미술교과서의 내용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발견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표 8>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과서 11종에서 개인적 차원의 인성요소로 

‘나’와 관련된 단원을 분석한 결과, 체험영역에 해당하는 단원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과 자신의 관계를 탐색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

도록 하는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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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개인적 차원’의 인성요소가 반영된 미술교과서 단원 목록  

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교학도서 

(심영옥 외, 2015) 

지각과 소통  

그리고 미술 
나와 주변환경 나의 사회적 역할 

㈜교학사 

(노영자 & 이인숙, 

2015) 

체험의 즐거움 
사회 속 나, 그리고 

우리 
현대 사회의 나 

㈜금성출판사 

(이주연 외,  

2015) 

조화로운 삶 
사회적 나, 그리고 

우리 
현대 사화와 나 

동아출판㈜ 

(장선화 외,  

2015) 

무엇을 

표현할까 
나와 우리 

‘나’의 발견 

나를 소개하는 그림이나 

캐리커쳐 

어떻게 

표현할까  
입체로 표현하다 나에게 꼭 맞는 가면 만들기 

미래엔 

(김영길 외, 

2015) 

체험의 즐거움 주변 환경, 그리고 나 
자연 환경, 그리고 나 

도시 환경, 그리고 나 

표현의 

아름다움 
다양한 표현의 세계 나의 인생나무 그리기 

움직이는 그림, 

이야기 그림 

빛과 시간이 있는 

영상 표현 

포토 에세이 

- 사진으로 글쓰기 

이야기가 있는 그림 명함으로 나의 브랜드 갖기 

미진사 

(김인규 외, 2015) 

미술과 세계 사람을 말하다 
나의 발견  

미래 바라보기 

조형의 세계 

조형과 만나다 
색으로 말하기 

선을 따라서 

보는 방식에서 

시작하자 
감각, 우연, 충동 

㈜비상교육 

(김용주 외, 2015)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선에서 추상의 세계로 

선으로 감정 표현하기  

낱말의 느낌을 형과 색으로 

전통의 멋을 

살려서 
먹과 채색의 어울림 상징을 담은 채색화 그리기 

㈜아침나라 

(이경애 외, 2015) 

체험 함께하는 나 

나 

꿈의 발견 

몸으로 말하기 

표현  다양한 주제 표현 추상 미술 

㈜천재교과서 

(연혜경 외, 2015) 

나와 우리 
나의 세계 ∙ 

나의 미래 설계하기 ∙ 

조형과 미술 자유로운 추상 ∙ 

㈜천재교육 

(김선아 외,  

2015) 

체험하는 미술 나를 소개합니다 

내 안의 나 

사회 속의 나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나 

형설출판사 

(박동진 외, 2015) 

인간과 예술, 

조형을 하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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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영역에서는 대부분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과 조형 요소

와 원리가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표현 영역의 ‘추상’ 단원에서는 본인의 감정

을 색이나 선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고 긍정적으

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시 하였다. ‘나’와 관련된 제재와 미술 활동을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하였다.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 

 

<표 9> ‘개인적 차원’의 인성요소와 관련된 미술교과서 활동 내용 

인성요소 활동 내용 

자기 인식 

∙ 

자존감 

∙ 

자기 조절 

∙ 

자아 정체성 

 

 사물로 나를 시각화 하기 

 주변 환경 속에서 나를 대표하는 사물 놓고 사진 찍기 

 도시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나와 사회적 역할 

 나를 나타내는 시각 이미지를 수집 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나를 소개하기 

 성별, 나이, 신분, 종교, 내가 사는 지역, 좋아하는 것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나의 특징을 마인드맵을 통해 탐색한 이후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나타내기 

 나의 인생나무 그리기‘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무 그리기 

 나의 미래에 자기에게 편지 쓰기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를 사진으로 찍고 덧 그리기 

 미래의 직업을 소개하는 입체물 만들기 

 나의 하루를 상징하는 색 찾아 나타내기 

 선을 감정으로 나타내기 

 오감을 여러가지 색으로 표현하기 

 감정도형 만들기 

 나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하고 표현하기 

 칭찬자화상 그리기 

 사진꼴라주로 나를 소개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전통 채색화로 그리기 

 몸으로 나를 표현하기 

 가면으로 나의 개성 표현하기 

 

먼저,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시각문화 환경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

는 활동이다. 둘째,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표현하는 

활동이다. 셋째,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떠올리며 표현하는 활동이다. 넷째, 자

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감정을 인식하고 긍정

적으로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다섯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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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  

 둘째, ‘나와 타인’과 관련된 영역은, 미술교과서에서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해 

공감하고 배려하며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관계적 차원의 인

성교육과 관련된 항목을 선정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표 10> ‘관계적 차원’의 인성요소와 관련된 미술교과서 단원 목록          

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교학도서 

(심영옥 외, 2015) 

지각과 소통  

그리고 미술 
나와 주변환경 

손을 맞잡은 나와 친구들 

나의 주변 관계도 

㈜교학사 

(노영자 & 이인숙, 

2015) 

체험의 즐거움 나와 주변환경 나와 우리 

동아출판㈜ 

(장선화 외, 2015) 

소통,  

나눔의 아름다움 

소통을 위하여 ∙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다 ∙ 

무엇을 표현할까 나와 우리 내 친구 그리기 

어떻게 표현할까 소통을 위한 디자인 읽는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미래엔 

(김영길 외, 2015) 

체험의 즐거움 세상과의 소통 시각 이미지와 언어 

움직이는 그림, 

이야기 그림 
이야기가 있는 그림 그림과 글로 전달하는 만화 

미진사 

(김인규 외, 2015) 

미술과 세계 
사람을 말하다 너와 나, 우리 

문화를 만들다 우리가 만드는 시각 정보 

조형의 세계 
보는 방식에서 시작하자 

보이는 대로 보기 

낯설게 보기 

이미지는 살아 있다 마음을 움직이는 이미지 

㈜아침나라 

(이경애 외, 2015) 

체험 
소통하는 시각미술 

생활 속에 즐기는 시각 

미술 

함께 하는 나 일상으로부터 

표현 생활을 위한 디자인 
이야기를 담은 

일러스트레이션 

㈜천재교과서 

(연혜경 외, 2015) 

나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을 둘러 보자 생활 속 시각 문화 

조형과 미술 생동감 있는 인물 성격과 감정의 표현 

디자인과 생활 내용을 전달하는 디자인 

기호와 상징 

이야기가 담긴 

일러스트레이션 

㈜천재교육 

(김선아 외, 2015) 
소통하는 미술 

*소통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걱정은 우리에게 주세요! 

형설출판사 

(박동진 외, 2015) 

인간과 예술, 

조형을 하다 

친구 얼굴 만들기 ∙ 

다양한 표정의 인물 

그리기 
나의 친구 모습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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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과서에서 나와 타인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적 차원’의 인성요소

와 관련된 단원을 분석 하면 네 가지 활동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주변사

람들과 관련된 시각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둘째, 타인과의 

관계나 소통을 주제로 작품을 만드는 활동, 셋째, 시각 이미지를 이용하여 자신

의 이야기나 의견을 타인에게 전하고 소통하는 활동, 넷째, 주변 친구들과 서로

를 표현하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활동 등이

다. 그 구체적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관계적 차원’의 인성요소와 관련된 미술교과서 활동 내용 

인성요소 활동 내용 

배려 

∙ 

존중 

∙ 

공감 

∙ 

소통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각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야기 나누기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 인물을 시각이미지를 활용하여 마인드 맵으로 표현하기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상징성을 살려 표현하기 

 친구들의 사진을 모아 친구와의 관계나 소통을 주제로 작품 만들기 

 글과 이미지를 이용해 그림편지 보내기 

 시각이미지를 이용하여 타인과 소통해 보기 

 이미지를 활용한 주장과 설득의 기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소통의 중요성 이야기 하기 

 가족의 의미를 이미지로 말하기 

 조형 요소와 원리로 그림 설명하기 

 기호와 상징으로 나의 의견 말하기 

 친구 얼굴 그려주기 

 친구를 캐리커쳐로 그리기 

 친구와 함께 바디페인팅 

 친구의 성격과 감정 표현하기 

 서로의 걱정을 인형으로 표현하기 

 친구와 함께 바디 페인팅 

 

셋째는 ‘우리’와 관련된 영역으로, 미술교과서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

에 관심을 갖고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갖고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항목을 선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공동체’를 협의의 범위로 한정 지었으며, ‘세계공동체, 

자연’과 관련된 내용은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여 제외하였다.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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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범위인 학교나 지역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사회∙공동체’로 규정하였으며, 

교과서에서 관련된 항목을 선정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12> 

 

<표 12> ‘사회∙공동체적 차원’의 인성요소와 관련된 미술교과서 단원 목록    

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교학도서 

(심영옥 외, 2015) 

지각과 소통 

그리고 미술 
미술로 소통하기 

시각문화적 의미 읽기 

자신의 의견을 이미지로 

나타내기 

생활과 소통하는 

디자인 
환경 디자인 ∙ 

㈜교학사 

(노영자 & 이인숙, 

2015) 

체험의 즐거움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하는 우리 

생활과 함께하는 시각문화 
시각문화 읽기 

대중과 소통하는 공공미술 

㈜금성출판사 

(이주연 외, 2015) 
조화로운 삶 

사회 속 나, 그리고  

우리 
현대사회와 우리 

거리에서 만나는 미술 

마음을 나누는 벽 

삶을 풍족하게 하는 거리 

미술 

소통의 장, 축제 

동아출판㈜ 

(장선화 외, 2015) 

무엇을 표현할까 생활 속 시각 문화 함께 만드는 시각 문화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할

까  

생활을 위한 디자인 환경 디자인 

프로젝트 학습 
학교 공간을 우리 

작품으로 

행복한 미술감상 나도 큐레이터 상상미술관 기획하기 

미래엔 

(김영길 외, 2015) 

체험의 즐거움 세상과의 소통 

생활 속 시각 문화 환경 

공간을 아름답게 

사회와 함께하는 미술 

축제로 만나는 미술 

아름답고 쓸모 

있게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활력 있게 
거리를 아름답게 

감상하는 마음 미술 읽는 즐거움 미술 전시 기획(표) 

미진사 

(김인규 외, 2015) 
미술과 세계 

사람을 말하다 너와 나, 우리 

문화를 만들다 
우리가 사는 공간 

축제와 기원 

㈜비상교육 

(김용주 외, 2015) 

주변 환경과 

아름다움의 체험 

우리 주변의 시각 문화  공공미술 

서로 다른 시각 문화 축제, 우리가 만든다 

시각문화와 나의 역할 생각이 담긴 공간 

색과 디자인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 

㈜아침나라 

(이경애 외, 2015) 
체험 소통하는 시각미술 

함께 누리는 공공 미술 

인간을 위한 아름다움 

생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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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ucc 

표현 아름다움의 표현 
마음의 벽을 허무는 그림, 

벽화 

감상 미술과의 만남 우리가 만드는 전시 

㈜천재교과서 

(연혜경 외, 2015) 

나와 우리 함께 살아 가는 세상 

삶을 바꾸는 미술 

함께 기억하기와 의미 

나누기 

디자인과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디자인 

조화로운 실외 환경 

디자인 

미술 비평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미술 
∙ 

축제 속의 미술 ∙ 

나도 큐레이터 ∙ 

㈜천재교육 

(김선아 외, 2015) 

소통하는 미술 

공공장소에 놓인 미술 
거리로 나온 미술 

주민이 함께 만든 미술 

함께 만드는 이야기 미술로 축제 참여하기 

소통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여럿이 함께 모여 조화 

디자인과 생활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환경 디자인 

거리의 표정을 바꾸는 

디자인 

형설출판사 

(박동진 외, 2015) 

인간과 자연, 

아름다움을 보다 

생활의 기록 

우리동네의 환경 

더욱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나의 삶터,  

아름답고 조화로운 환경 
공공 디자인 

인간과 예술, 

조형을 하다  

함께하는 우리 학교 

꾸미기 
∙ 

 

미술교과서에서 ‘사회 공동체적 차원’의 인성과 관련된 단원을 분석하여 분류

하면 네 가지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각 이미지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

는 사례를 찾거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의 의견을 시각이미지로 표현하는 활동

이다. 둘째, 학교나 지역사회의 축제를 기획하고 축제에 필요한 시각물을 만드

는 활동이다. 셋째, 미술전시를 기획하고 구성원과 역할을 나누어 함께 전시를 

준비하는 활동이다. 넷째, 공공미술이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학

교나 지역의 공간과 어울리는 공공미술을 설치하거나 조화롭게 환경을 디자인 

하는 활동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표<1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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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사회∙문화적 차원’의 인성요소와 관련된 미술교과서 활동 내용 

인성요소 활동 내용 

협동 

∙ 

공익 

∙ 

공동체  

의식 

∙ 

문화적  

소양 

 사회 구성원의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이 시각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기 

 사회∙문화적 쟁점에 대한 생각을 시각이미지를 활용하여 전달하기 

 생활 주변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사회적 현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기 

 학교 축제를 기획하고 필요한 시각물 창의적으로 만들기 

 축제를 통해 만나는 시각문화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축제 기획하기 

 축제에서 미술의 다양한 역할에 관해 토론 하기 

 주제에 맞는 전시를 기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함께 전시 준비하기 

 전시기획의 단계를 알고 역할을 나누어 참여한다. 

 학교 공간 속 우리 마음 나타내기 

 학교 공간 개선 방안 제안 

 벽화나 공공시설물의 소통 방식과 문화 이해하기 

 생활 공간을 보다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꾸미기 

 우리가 사는 공간을 더욱 아름답고 활력 넘치게 디자인 하기 

 주변 환경을 고려한 스트리트 퍼니쳐 디자인 하기 

 지역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여 공공 미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우리동네의 역사와 시설 조사하고 보안하여 새로운 지도 만들기 

 생활 주변의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하기 

 환경 디자인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 디자인 하기 

 

2009 개정 미술과 교과서 11종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차원의 인성과 관련된 

단원은 30개, 관계적 차원의 인성과 관련된 단원은 25개, 사회∙공동체적 측면의 

인성과 관련된 단원은 47개였다④. 이는 미술이 개인의 창의적 표현의 수단이라

는 것을 넘어서 미술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성

교육과 연관성 있는 단원은 체험영역이 59개로 가장 많았다. 미술과 교육과정

에서 체험영역이 ‘주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과 자신을 이해해고 조화를 발

견하며, 시각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교육과학기술부, 

2011)할 수 있도록 구성 되도록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표현영역은 33개로 대

부분 표현기법에 관한 단원이 주를 이루었는데, 교육과정상  ‘조형요소와 원리

                                        
④ 사회∙공동체적 측면에서 ‘자연’이나 ‘다문화’, ‘역사의식’과 관련된 단원을 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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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각적 효과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하

며, 표현방법과 매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 표현할 수 있도록’ 제

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수업을 계

획 할 때, 타 교과와 통합을 통해 주제와 내용을 선정함과 동시에 표현영역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별 11종의 미술교과서의 개인적, 관계적, 사회∙공동체적 차원의 인성요

소와 관련된 단원과 활동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인에 대한 발견과 표현을 통한 

자존감 향상, 타인과의 관계와 시각이미지를 통한 소통,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

한 관심 등 인성교육과의 연관성을 다수 찾을 수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의 제시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타 교과와의 통합, 구체적 내용의 선

정과 조직, 학습 방법의 개발로 보완 할 수 있는데, 미술과 교육과정(교과부, 

2011)의 교수 학습방법에서도 교과간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교과서  

2009 개정 도덕과 교과서는 교육부 검정 교과서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출판

되고 있는 6개 출판사의 도덕1과 도덕2, 총 12권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덕 교

과서는 중학교 1~3학년군을 ‘일반’과 ‘심화’ 두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영

역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우리와 타인과의 관계, 사회∙

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이며, 검정 교과서의 특성 

상 6종의 교과서의 단원이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기존의 덕목에 대한 습득 이나 도덕적 상황에 대한 판단 등 인지

적 측면 보다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까지 확장 가능한 인성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

분한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사회∙공동체적 차원’에 해당하는 도덕 교

과서의 단원을 선정하고 재 분류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４７ 

 

<표 14> 도덕 교과서의 통합적 인성요소 별 단원 목록  

구분 수준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개 

인 

적 

 

차 

원 

도덕 1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삶의 목적과 도덕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덕적 성찰 도덕적으로 성찰하는 삶 

도덕 2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도덕적 자아상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우리∙타인과의 관계 타인 존중의 태도 
타인 존중과 자기 존중과의 

관계는?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삶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관 

계 

적 

 

차 

원 

도덕 1 우리∙타인과의 관계 

가정생활과 도덕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 

바람직한 가정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친구관계와 도덕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 

친구간의 갈등 사례와 해결 

방법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 협동 

다양한 이웃들과 나의 관계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 

도덕 2 우리∙타인과의 관계 타인 존중의 태도 

타인 존중의 의미는?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 

회 

∙ 

공 

동 

체 

적 

 

차 

원 

도덕 1 우리∙타인과의 관계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협동 
협동하며 더불어 사는 삶 

도덕 2 

우리∙타인과의 관계 청소년 문화와 윤리 

청소년 문화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청소년 문화를 평가 한다면? 

청소년기를 가치 있게 

보내려면?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 

이상 사회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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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나 자신’과 관련된 영역으로, 도덕교과서의 단원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인식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서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단원이다. 둘째는 ‘나와 

타인’과 관련된 영역으로, 도덕교과서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역할, 타인과

의 소통을 통해 공감하고 배려하며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관계적 차원’에서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단원이다. 셋째는 ‘사회’와 관련된 영역

으로, 도덕교과서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이해하고 소속감을 가지며 협동

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인성교육과 관련

된 항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사회 공동체’ 개념으로 한정 짓고, 

‘세계공동체, 자연’과 관련된 내용은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여 제외하

였다. 학생의 공동체인 청소년, 그 생활범위인 학교나 지역사회와 관련된 내용

을 ‘사회∙공동체’로 규정하였으며, 교과서에서 관련된 항목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제제와 활동 내용은 출판사와 저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에 각 

출판사에서 발행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제재와 활동내용도 통합적 인성요소에 

따라 구분하여 나누었으며 다음과 같다.  

 

<표 15> ‘개인적 차원’의 인성에 해당하는 도덕 교과서의 활동 내용  

교과서 구분 활동 내용 

㈜교학사 

(박찬석 외, 2015) 

도덕 1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 탐색하기 

 미래 30년 후 신문에서 찾은 나 

 행복 사진 전시회 

 고백록 작성하기 

도덕 2 

 나의 참 모습 

 내 인생의 꽃 그리기 

 되고 싶은 나의 모습, 되어야 하는 나의 모습 

 나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분노의 감정 표현에 대한 도덕적 성찰 

㈜금성 

출판사 

(윤건영 외, 2015) 

도덕 1 
 나의 소중한 가치 

 나의 행동 성찰하기  

도덕 2  자아를 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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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은 몇 개일까? 

 자아 정체성 찾기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그려보기 

 나의 인생 설계하기 

 자기 존중에서 타인 존중까지 

동아출판㈜ 

(노영준 외, 2015) 

도덕 1 

 나의 삶의 목적 세우기 

 ‘좋은 글귀’로 성찰하기 

 나의 좌우명 정하기 

도덕 2 

 다양한 자아의 모습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10대 사건 

 나만의 인생 사전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의 모습 바꾸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의 자기 존중 지수는? 

 마음을 다스리는 5 단계 

㈜미래엔 

(정창우 외, 2015) 

도덕 1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삶의 목적 생각하기 

 좌우명을 통한 성찰 일기 

도덕 2  

 나는 누구 인가?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나의 묘비명 

 나의 인생관 세우기 

 나의 도덕적 자아상을 실현해가는 모습을 설계해 보자 

 나의 진로 설계하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 보아요 

 타인 존중에서 자기 존중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 보자 

㈜천재교과서 

(박찬구 외, 2015) 

 

도덕 1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삶에 대해 도덕적으로 성찰하기 

도덕 2 

 현재 나의 모습 바로 보기(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되어야 하는 나의 모습 찾기 

 나의 분노 조절 능력 점검 하기 

 학급에서 화가 날 때 사용되는 행동 다른 말로 표현하기 

 비폭력적 대화 방법 ‘관찰, 느낌, 욕구, 부탁’ 

 ‘화’일기 쓰기 

㈜천재교육 

(변순용 외, 2015) 

도덕 1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인 삶의 행복을 이루기 까지 필요한 것 

 일상 속 행복한 순간 

 친구야 나의 성찰을 도와 줄래? 

 일기, 내면을 비춰주는 영혼의 거울 

도덕 2 

 ‘사람의 숲’에서 나 

 자신의 인생관을 찾아 가는 방법(소망, 실행, 평가, 계획) 

 나의 자기 존중감을 점수로 나타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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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차원의 인성교육에 해당하는 도덕교과서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분

류 할 수 있다. 첫째로, 자기 성찰과 가치관 탐색을 통해 내가 삶의 주체가 되

어 나의 삶을 설계하는 것으로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자아

의 탐색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하는 활동이다. 내가 보는 나의 모습, 다

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 나의 역할 탐색 등을 통해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셋째, 자기를 존중할 수 있

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교학사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자기존중의 필요성이나 자기존중 지수를 점수로 나타내는 활동을 제시하였는데, 

자기 존중의 태도를 점수화 하기 보다는 실천적 활동을 통해 자기 존중의 태도

를 기르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활동을 제시

하여 자기 조절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분노 감정의 긍정적 표현 방법, ‘화’ 일기 

쓰기, 마음을 다스리는 5단계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5> 

 

<표 16> ‘관계적 차원’의 인성에 해당하는 도덕 교과서의 활동 내용          

출판사 교과서 활동 내용 

㈜교학사 

(박찬석 외, 2015) 

도덕 1 

 우리가족 역사 그래프 만들기 

 노래를 듣고 가족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경험 이야기 하기 

 가족 구성원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나-전달법) 

 나의 우정나무 키우기 

 배려 광고 만들기 

도덕 2  이웃에게 보내는 배려의 쪽지 

㈜금성출판사 

(윤건영 외, 2015) 

도덕 1 

 가정은 이래서 중요해요 

 진정한 내 친구 

 친구야 갈등 풀자 

 또래끼리 상담하기 

도덕 2  내 짝을 소개합니다 

                                        
⑤ ㈜교학사에서는 ‘나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라는 활동을 통해 자신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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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전달법 익히기 

동아출판㈜ 

(노영준 외, 2015)  

도덕 1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정 내 가사 분담 

 가족간의 의사소통 방법 

 나에게 친구란 

 나와 친구는 얼마나 가까울까? 

 친구 간 갈등의 원인 

 친구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관점 바꿔 보기 

 마음 열고 소통하기 

도덕 2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 

 친구 사이(친구는 친할수록 존중해야 합니다.) 

 WANT로 말해요 

 친구와 여행 가방 싸기 

㈜미래엔 

(정창우 외, 2015) 

도덕 1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가족 간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식 

 우정카드 만들기 

 친구의 고통 체험하기 

 이웃간의 배려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도덕 2 
 나는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을까? 

 공공장소에서 실천하는 타인 존중 

㈜천재교과서 

(박찬구 외, 2015) 

도덕 1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정도 알아보기 

 친구 사이의 갈등 

 이웃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도덕 2 

 자기 중심적 태도의 극복은 배려에서부터  

 배려에 간한 공익광고 민들기 

 소통 부재의 현실과 ‘공존 지수’ 

㈜천재교육 

(변순용 외, 2015) 

도덕 1 

 친구 ‘가나다사전’ 만들기 

 우정을 지속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자주 마주칠수록 이웃 관계는 좋아진다 

도덕 2 
 나는 잘 듣는 사람인가? 

 갈등 도미노 게임 

 

도덕 교과서에서 관계적 차원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대상은 가족, 친구, 이웃

이다. 첫째, 가족과의 관계와 관련된 활동은 존중하는 태도, 가족의 소중함, 의

사소통방법과 가사분담하기 등 이다. 둘째, 친구와의 관계와 관련된 활동은 우

정에 대한 이해, 친구와 소통하는 방법, 또래상담, 갈등해결 등이다. 셋째,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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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에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쪽지 쓰기나 공익광고 제작 등을 통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심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다. <표16> 

 

<표 17> ‘사회∙공동체적 차원’의 인성에 해당하는 도덕 교과서의 활동 내용  

출판사 교과서 활동 내용 

㈜교학사 

(박찬석 외, 2015) 

도덕 1  자기 주도적 나눔 프로젝트 

도덕 2 

 청소년의 학교 문화  

 청소년의 여가 문화 

 우리 학교 문화 축제 기획해 보기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일 쓰기 

㈜금성출판사 

(윤건영 외, 2015) 

도덕 1  봉사활동 계획하고 실천하기 

도덕 2 

 나는 문화 활동가 

 우리가 만든 세상 

 청소년 문화 지도 만들기 

 우리가 살고 싶은 이상 사회 

동아출판㈜ 

(노영준 외, 2015) 

도덕 1 

 오색 오감 봉사 활동 계획하고 실천하기 

 이웃과 e-품앗이 하세요 

 이웃을 소개하는 신문 만들기 

도덕 2 

 학교 생사를 위한 학교 문화 

 중학생이 휴일을 보내는 방법 

 거리에서 세계로 청소년의 문화 창조 

 청소년 문화 존 

 대동사회 

 우리가 만드는 이상사회 

㈜미래엔 

(정창우 외, 2015) 

도덕 1  이웃간 협동의 실천 

도덕 2 
 청소년 거리 축제 문화 기획서 

 이런 사회에 살고 싶어요 

㈜천재  

교과서 

(박찬구 외, 2015) 

도덕1  협동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하기 

도덕2 
 이상사회의 모습 생각하기 

 아름다운 학급 만들기를 위한 나의 아이디어 

㈜천재교육 

(변순용 외, 2015) 

도덕1  이웃끼리 사이 좋은 마을을 설계하여 지도를 그려 보자 

도덕 2 

 청소년 문화 존 

 이상 사회 탐구하기 

 내가 꿈꾸는 사회를 묘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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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회∙공동체로는 ‘국가, 지구공동체인 서로 다른 문화

권, 자연’과 관련된 단원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 생활권 

내의 공동체인 학교나 지역사회로 제한하기로 하고 인성요소를 협동, 공익, 공

동체의식, 문화적 소양으로 규정하였다.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 보면, 첫

째, 봉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봉사와 

관련된 활동이 있다. 둘째, 청소년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청소년 문화에 대

해 살펴보고 긍정적 청소년 문화 조성하기와 문화공간 만들기 등을 활동으로 제

시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전통적인 두레를 바탕으로 서로 협동하고 도와주는 

문화와 협동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

로 이상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상상하는 이상사회에 대해 

묘사하거나 개인의 실천사항을 작성하는 것이다. <표17> 

2009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2013)에서는 프로젝트형 접근법을 통해 지적 

인지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

다. 또한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상호 연결하여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

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덕 교과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단원 별 활동 영역

을 추가하였으며 실천적 인성교육이 강조되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자아정

체성의 형성을 위해 자아에 대한 탐색이 가치관, 타인을 통한 자기 인식, 감정 

조절, 자아 존중 등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자아 성찰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 

사회나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발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관계와 소통 중심의 인성함양을 위해 도

덕교과의 구성과 내용이 그 기반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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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인성 함양을 위한 미술과 도덕과의 통합교육의 필요성

을 확인 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인성교육의 목표를 ‘한 인간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미술과 도덕교과의 통합에서의 인성요소를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사회적 차원의 인성요소를 도출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 선정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여 인성교

육의 필요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에 K구의 경찰서 아동∙청소년계를 방문 하였으

며, 담당자는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의 미술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교육 

대상은 학교폭력의 직접적 피해자는 아니지만 내성적이거나 교우관계에 어려움

을 느끼는 학생으로 정하고, 대인관계나 사회성 향상 등을 프로그램의 목표로 

할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 하였다. 교육 참여자 모집은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

였으며, K구 중학교들의 상담 교사 및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는 사전 조사 단계에 근거하여 대인관계와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세 단계의 인성영역인 개인적, 

관계적, 사회공동체적차원에 따라 나, 너, 우리로 확대되는 모형을 만들었으며, 

2009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위의 인성영역에 해당되는 미술교과와 

도덕교과의 단원과 내용을 선정하고 통합적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실행단계에서는 서울시 K구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K구청이 지원하고 K

경찰서 아동∙청소년계 학교 전담 경찰관들과 S대학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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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생들이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3가지의 교육활동을 총 9회에 걸쳐 진행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태도, 반응, 미술작품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관찰, 활동지, 작품을 토대로 인성함양을 

위한 미술과 도덕 프로그램 적용 결과를 확인하고 논의점을 도출 하였다. 

아래의 <표18>은 본 연구 절차 및 내용의 흐름을 모형화한 것이다.  

 

<표 18> 연구 절차 및 내용 

연구 주제 선정 

↓ 

선행 연구 검토 

이론적 배경 고찰 

↓ 

연구 대상 선정 

↓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방향 및 목표 설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적용 

활동 1: 자아상 가면 

활동 2: 걱정인형 

활동 3: 청소년 문화 공원 

↓ 

자료 분석 및 논의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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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 대상 

본 프로그램은 K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차원으로 대인관계나 

사회성 향상 등을 프로그램의 목표로 할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 하였다. 참여 대

상은 학교폭력의 직접적 피해자는 아니지만 내성적이거나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으로 미술활동에 관심 있는 중학생 1~3학년을 모집 하였다. 참여 

신청을 한 학생은 K구 소재 5개 중학교 여학생 12명이다.  

중학교 시기(12세～15세)는 아동과 성인의 중간 단계로 정신, 신체, 정서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며 개인 내에서 극심한 긴장과 위기를 생성하는 시기이다

(현 주 외, 2009). 중학생 시기의 특성과 이에 따른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중학생은 자아 중심성에 사로 잡히기 쉬운 시기이다. 중학생들은 자신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념과 타인의 관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청소년기 특유

의 독특성에 빠져들기도 하는 등의 강한 자의식을 보인다. 자아 중심성은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속성으로 11~12세 경에 시작 되어, 15~16세 

경에 정점을 이루다가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

적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Lapsley, 1991; 현주,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

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둘째, 건전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통합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정체성 혼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친근감 형

성을 회피한다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거나 뒤쳐진다는 등

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사회가 가

치 있게 생각하는 역할을 무시하고 오히려 청소년 비행과 같은 행동을 수용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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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친구 또는 동료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로 부모나 성인으로부터 심리적으

로 독립하게 되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성인의 요구에 반항하거나 저항

하게 된다. 친구는 다른 성인이 줄 수 없는 인지적 사회적 발판을 제공하며 친

구들과 함께 감정과 믿음, 새로운 아이디어의 탐색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자아상

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한다(Rawlins, 1992; 현주,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친구나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해

야 한다.  

넷째, 도덕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도덕성

이 발달 되는데, 하나는 정의에 의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발달에 의한 것이고, 

하나는 친구, 자신, 가족의 보살핌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간의 약

간의 차이가 나는데, 남자는 윤리적 사고를, 여자는 보살핌의 윤리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noam &Wren, 1993; 현주 외, 2009에서 재인용). 

로웬펠드(Lowenfeld, 1993)에 의하면 이러한 중학생을 위한 미술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중등 미술교육은 전문직업을 위한 준

비가 아니므로 학생들이 정서적, 미적, 창의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다. 먼저 십대가 직면하는 중요한 의문인 자아 주체성에 대한 의혹이나 정서적 

혼란을 미술교육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자신의 내부와 외부가 변화하는 것을 직면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

한 반응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중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미술과 도덕 교과의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교육적 의의를 찾는 것이며, 학생의 변화 과정과 맥락을 이

해하기 위하여 실행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성교육은 양적 연구의 수치로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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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우며, 교육의 과정과 학생들의 행동과 언어에 대한 관찰과 해석이 필

요하다. 필립스와 카(Phillips & Carr, 2010)에 의하면 실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바라보기 위해 삼각 검증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는 관찰, 인터뷰, 가공물의 세가지 범주로, 각 각 모은 자료를 통해 현

장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찰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연구자가 

교실에서 참여자로 비판적이면서도 사려 깊게 현장을 통찰할 수 있으며, 인터뷰

는 연구와 관련된 이들의 목소리를 취해 이야기의 다른 국면을 듣는 것으로 직

접 면담 이 외에도 설문조사 또한 인터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공물은 

연구 문제와 주제에 대한 물리적 문서의 일종으로, 학생들의 작품이나 자기 평

가 등의 물리적 증거 조각을 수집하는 것이다(Phillips & Carr, 2010).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가지 범주에 기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관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9회의 수업마다 학생의 활동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 하였다. 미술

은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작품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미적 활동은 또한 

학생들이 서로의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하는 단계는 음성으로 녹음을 하였으며, 

전사하여 보관하였다. 둘째, 서술형 설문조사를 하였다. 9회차의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도와 이유에 대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가공물로써 학생들이 제작한 

미술작품 세 종류, 수업 전, 후에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를 수집하였으며, 수업 

회기 별, 학생 별로 분류 하였다.   

자료 분석과 해석은 반복적 분석과 순환적 해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로, 연

구 질문을 성찰하고 반복적 자료 읽기를 통한 자료의 내용을 해체 하였다. 둘째, 

해체된 원 자료를 범주화 하였으며, 셋째, 원 자료로 돌아가 해석을 확장하였다. 

넷째, 해석을 순환적으로 반복한다. 이는 귀납적 논리에 도출된 결과에 머무르

기 보다는 그 결과를 초기의 연역적 사고와 분석으로 순환하면서 새로운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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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과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타당한 주제나 이론을 도출하게 된다(이동성과 

김영천, 2014)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관찰 일지, 서술형 설문지, 음성파일 등

의 자료를 전사한 후 범주화하였으며, 수업 별 미술 작품은 학생들의 발언과 성

찰, 관찰 내용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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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방향 

 본 연구는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성을 함양 위한 미술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요소, 즉 정서적, 행동적 인성을 중심

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주와 동료들(2013)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

가 넓어지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게 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개인

의 좋은 습관으로서의 수행적 인성보다는 타인 지향적인 사회적 인성요인에 초

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정서적, 행동

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미술의 체험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 미술활동의 목적은 기능의 향상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미술

은 감정이나 사고를 자신만의 시각적 언어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고, 타

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언어를 넘어선 소통이 가능하다(허정임, 2013). 이러한 

미술 고유의 특성은 도덕교과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몰입이 용

이하다.  

셋째,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까

지 확장 가능한 형태의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미국의 우수인성교육사례

(Character Education Partership, 2012)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

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사고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돌아보게 하며,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과

정에서 필요한 인간관계 기술을 습득하여 포용과 수용의 자세를 지니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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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공감과 감정이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제시

할 뿐만 아니라 갈등상황이 발생할 때 현명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

적,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실제 삶과 

학습의 과정을 연계하고, 반성적 자기 이해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특

히 타인을 생각하는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

이며 지역사회를 이루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CEP, 2012; 현주 외 

2013에서 재인용). 따라서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사소한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부터 함께 생활하는 주변 인물,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에 관

한 주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넷째, 교과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내용, 장소, 방

법적 측면의 총체적 접근을 추구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인성교육을 가정교육의 

역할로 치부해 왔다면,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강충렬(2013)에 의하면 학생들이 직접 몸 담고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인

적 물적 자원 및 사회 문화적 환경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

적 기능을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공간을 안전하고 예술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고 

민주적 학습 공동체 문화를 구성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지

원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국가, 지역사회, 가정, 학교의 통합적 인성모델을 통해 

범 사회적으로 인성교육에 접근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지역사

회의 공공기관인 구청, 경찰서와 지역내의 대학교와 중학교의 파트너십을 바탕

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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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아에 대해 인식하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활동에서는 그 대

상을 친구로 설정하였으며, 서로에게 경청하고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태도

를 기를 수 있다. 지역사회와 관련된 활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의식

과 모두가 함께 하는 작업을 통합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나, 너, 우리

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은 각 영역이 서로 관계를 가지며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

적 인성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구성 

 통합적 교육 방법 

본 프로그램은 인성 함양을 위해 학생들의 실생활적 이슈를 중심으로 ‘나 ∙ 

너 ∙ 우리’와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미술과 도덕 교과를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나

우리

(지역사회)

너

(친구)

<그림 2> 본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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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앞서 번스(Burns, 1995)가 제시한 교육과정 통합 유형⑥에 따르면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유형인 통합교과

(integrated)유형이 가장 적절하다. 이는 간교과(interdisciplinary) 유형과 탈

교과(transdisciplinary) 유형의 중간 단계이다. 간교과 유형은 교과들 간의 공

통성에 초점을 두고 각 교과의 일반적, 초인지적 개념이나 기술을 중요하게 여

기며, 교육과정은 교과의 공통의 개념이나 초점, 교차학문적인 표준 등에 의해 

함께 묶여진다(Drake, 2009). 탈 교과적 통합은 ‘초학문적 통합’이라고도 부르

며, 교과나 학문 범위를 초월하여 실생활 맥락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질문으로부

터 나온 사회적 문제나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 진다(Drake, 2009; 

Burns, 1995).  

본 프로그램의 주제는 학생들의 실생활 맥락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과

의 관계 형성, 사회성이나 공동체 의식 등 실생활 맥락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인성함양을 위한 위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술교과와 도덕교과가 그 

맥락 안에서 종합적으로 통합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기술

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통점을 찾아 통합을 극대화하는 간교과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연구자가 그 목적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들이 배워야 할 본질적 개

념을 중심으로 교과의 경계를 허문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와 교육과

정을 구성하는 탈교과적 통합과는 다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간교과적

(interdisciplinary) 통합과 탈교과적 (transdisciplinary) 통합 사이의 단계인 

통합교과(integrated)적 접근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통합교과는 실생활 문제, 질문, 관심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교과의 본질적인 지식과 기능들이 “중요한 개인적∙사회적 문제의 맥락 안에서 

                                        
⑥ 번스(burns, 2001)가 제시한 다섯가지 교육과정 통합 유형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교과병렬

(Parallel Disciplines), 다교과(Multidisciplinary), 간교과(Interdisciplinary), 통합교과

(Integrated), 탈교과(Transdisciplinary)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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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 되기는 하지만”(Beane, 1993)교과의 경계선은 희미하다. 따라서 이 단

계의 학습은 교과 중심적이기 보다는 개념 중심적이다(Burns, 1995). 또한 일

반적으로 교사가 주제를 선정하지만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며, 

교사들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할지, 본질적 개념과 기술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결정해 두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한

다. 또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과의 협력

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Beane(1993)에 따르면 이러한 통합 단계에서는 교사가 

전문가가 되는 대신에 학생들이 “자아와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활동의 지시자가 되기 보다는 촉진하고 지지하도

록 해야 한다(Burns, 1995).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해 개인적, 관계적, 사회∙공동체적 차원

의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 주제를 ‘나∙너∙우리’로 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두 교과의 공통적 주제이면서도 학생들의 실생활 이슈를 중심으로 

미술교과서와 도덕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세가지 활동이 인성함

양을 위한 통합교육으로 선정되었다.  첫째, 중학생 시기에 혼란을 겪는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인식하여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아상 가면’ 

만들기, 둘째,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걱정인형’ 만

들기, 셋째, 지역사회의 환경과 청소년 문화를 통합하여 디자인하는 ‘청소년 문

화공원’ 조성하기이다. 미술과 도덕교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수업

을 구성하였지만 학생들에게 그 교과의 기능적인 내용을 강조하기보다는 각 교

과의 핵심 내용과 개념이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제 및 단원 선정 

청소년기 미술활동에서는 주제 선정이 중요하다. 로웬펠드(Lowenfeld,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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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미술활동은 학생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를 관련시켜 의미 

있는 미술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에 

대한 태도,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태도를 주제의 바탕으로 삼아서 이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나에서 

타인, 사회로 확장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먼저 자아개념이 올바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아의 발견은 나에 대해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이며, 나에 대해 바로 인식할 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을 존중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이세영, 2013). 특히 타인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중학생 시기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내적 모습을 인식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미술교과서와 도덕교과서에

서 ‘나’와 관련된 활동 중 자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

는 단원을 선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도덕2(정창우 외, 2015b)교과서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소단원 아래 자아발견과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이해함으로써 자아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미술(정선화 외, 2015)교과서

에서 표현영역의 나에게 꼭 맞는 가면 만들기’를 선정하였다. 석고붕대로 자신

의 얼굴 형태에 딱 맞는 가면을 만드는 활동이다.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

들이 쓰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융(Jung, C.G)은 집단에 의해 개인에

게 주어지는 역할이나 의무인 외적 인격을 페르소나(persona)라고 불렀다(김은

이, 2016).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해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자아와 개인의 내적 

자아를 발견하고 표현하기 위한 통합적 활동으로 두 단원을 선정하였으며 정리

한 내용은 <표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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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나’와 관련된 미술∙도덕 단원 선정 

교과서 단원 주제 활동 내용 

중학교 미술 
(장선화 외, 2015) 

어떻게 표현

할까 

나에게 

꼭 맞는 

가면 만들기 

∙ 가면을 쓴 나의 모습을 상상 하면서 

가면을 만든다. 

중학교 도덕 2 

(노영준 외, 2015b)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나는 누구인

가? 

∙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아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알아보고 나의 다

양한 모습을 발견한다. 

 

 두 번째 단계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교감을 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는 특히 동료관계가 중요하며 부모나 성인으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로, 

친구나 동료와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현주, 2009). 이에 또래 친구나 동료와 정서적 교감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활

동을 미술과 도덕 교과서에서 선정하였다. 중학교 미술(김선아, 2015)의 체험∙

소통영역에 해당하는 단원에서는 <조화와 배려의 마음을 담아내다>라는 주제로 

‘걱정인형은 모두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프로젝트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친구의 

걱정을 대신 해 주는 걱정인형⑦을 만드는 활동이다. 도덕1(정창우 외, 2015a)

의 대단원인 ‘우리∙타인과의 관계’는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초점을 둔 단원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단원의 하위 항목인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관련 단원으로 설정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우정의 의

미와 친구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바람직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정한 친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친구나 동료의 

고민이나 걱정을 공감하고 상호 지지해 주며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소통하기 위

한 통합적 활동으로 두 단원을 설정 하였으며, 정리한 내용은 <표20>과 같다.  

                                        
⑦ 걱정인형을 만드는 풍습은 과테말라 고산 지대에 사는 인디언들에게서 유래하였다. 걱정이 

많아 잠을 못 이루는 아이를 위해 걱정 인형을 만들었는데 베개 가까이에 두고 자는 동안 마음 

속 걱정을 걱정 인형이 대신해 주어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다고 믿었다(김선아 외, 2013) 



 

 ６７ 

<표 20> ‘친구’와 관련된 미술∙도덕 단원 선정  

교과서 단원 주제 활동 내용 

중학교 미술 
(김선아 외, 2015) 

소통하는  

미술 

걱정은 우리

에게 주세요 

∙ 걱정 인형의 의미를 알고 구성원들

의 걱정과 고민을 담는 작품을 계획하

여 만든다. 

중학교 도덕1 
(정창우 외, 2015a) 

우리∙타인과

의 관계 

우정의 의미

와 중요성 

∙ 우정의 의미와 친구 관계의 중요성

을 알 수 있다. 

∙ 바람직한 친구관계에 대해 알 수 있

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이다. 교육부(2013a)에서도 소통과 협동을 통해 공동의 문제

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역량을 주요 지표로 삼았다.  본 연

구의 사회적 차원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스스로 만들

어 나가는데, 이러한 창조적 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 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도덕 2(노영준 외, 2015b)교과서의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단원에서는 문

화창조자로서의 청소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청소년 문화를 가꾸기 위한 사회

적 노력을 중요시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화적 감성을 기르고 문화 창

조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나 조직, 프로그램을 갖춘 ‘청소년 문화 

존’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 미술(김용주 외, 2015)

교과서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단원에서는 우리가 머무는 생활 공간을 목

적에 따라 조화롭게 디자인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

교, 마을, 거리, 공원 등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협

업하여 디자인하고 표현하는 활동이다. 주제의 통합적 활동을 위해 미술과 도덕

의 두 단원을 선정하였으며,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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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우리’와 관련된 미술∙도덕 단원 선정  

교과서 단원 주제 활동 내용 

중학교 미술 
(김용주 외, 2015) 

색과  

디자인 

쾌적하고 아

름다운 공간 

∙ 자연환경과 인공시설이 조화를 이루

며 교통, 휴식, 놀이 및 문화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보한 실외 환경

을 디자인 한다. 

중학교 도덕1 
(노영준 외, 2015a) 

우리∙타인과

의 관계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 청소년기를 보다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청소년 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시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며, 

이러한 창조적 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나, 너, 우리’와 관련된 미술과 도덕의 단원을 분류하였으며 구체적 주제

와 관련된 교과서의 단원을 선정하였다. 주제를 중심으로 미술과 도덕 교과를 

통합하여 단원을 재구성하여 정리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2> ‘나, 너, 우리’ 프로그램의 미술∙도덕 통합 단원  

주제 프로그램명 내용 

나 자아상 가면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개성이 담긴 가면으로 표현한다. 

너 걱정 인형 

진정한 친구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친구의 고민 

듣고 그 고민을 대신 걱정 해주는 인형을 만들어 선

물 한다. 

우리 청소년 문화 공원 

지역사회와 공동체 문화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문화

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청소년문화공

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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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방법 

본 프로그램은 나를 포함한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미술작품으로 표

현하는 활동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제중심의 통

합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어진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함께 탐색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적극적이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미술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에서 제시하고 있

는 네 가지 모형⑧ 중 창의적 문제해결법을 중심으로 개발하였으며 창의적 문제

해결법의 단계와 지도 방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첫 단계는 문제 인식이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관련된 지식이

나 경험을 자극한다. 학습자는 제시된 문제에 필요한 단서를 파악하기 위해 정

보를 인식하고 주제를 검토하거나 해체, 분류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탐색이다. 학습자는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교사는 해결 절차를 위한 성찰을 유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을 촉진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정교화이다. 탐색한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정교화하

여 시각화를 위한 스케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최선의 선택

                                        
⑧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모형으로 직접교수법, 반응중심 학습법, 창의적 문제 해결

법, 귀납적 사고법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문제인식
아이디어

탐색

아이디어

정교화

아이디어

적용

종합 및

재검토

<그림 3> 창의적 문제해결법 (교육인적자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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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도록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적용이다. 정교화된 아이디어를 표현활동에 적용하

는 단계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종합 및 재검토이다. 아이디어가 작품에 잘 반영되었는지 

감상하고 분석하며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교사는 결과 및 발

표 지침을 제시하여야 하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도록 한다.   

수업의 과정의 교사가 설계하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며 협력적 문화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서울시 K구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K구청이 지원하고 

K경찰서 아동 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들과 S대학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교육 

전공생들이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

회 60분씩 9차시의 교육으로 이루어 졌다.  통합프로그램의 주제는 ‘나∙너∙우리’

이며 이를 바탕으로 ①자아상 가면, ②걱정인형, ③청소년 문화 공원의 3가지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다.  

 

 자아상 가면 

 수업 개요 및 지도안 

‘자아상가면’ 수업은 개인적 차원의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다

양한 모습을 파악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융(Jung, C.G)은 집단

에 의해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의무를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라고 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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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페르소나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쓰던 연극가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러

한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에 맞추어진 나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이 

러한 모습은 자신의 개성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아가 집단 정

신에 동화되어 자신의 내적 세계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 보지 못한

다. 이러한 삶이 계속 되면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관심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진실한 모습은 사라져버린 채 자기 소외에 이르게 된다(김은이, 2016). 따라서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자신의 내면세계를 구별하여 인

식해야 한다. 페르소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면과 자아를 구별하고 

내면세계에 관심을 가져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도덕 교과는 

이러한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내면에 대한 탐색을 제시하는데, 미술교과의 가면 

만들기 활동과 통합하여 교육한다면 외면과 내면의 탐색과 더불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더 풍부하게 자아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자아상가면’에 대한 수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23> ‘자아상가면’ 수업 개요 

수업명 자아상 가면 

대상 중학교 1~3학년 차시 총 3차시 

교과 
미술 나에게 꼭 맞는 가면 만들기 

도덕 나는 누구인가 

인성 요소 자기인식, 자존감, 자기조절, 자아정체성 

학습 목표 

1. 석고 붕대로 가면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고 나의 얼굴에 맞는 가면

을 제작할 수 있다. 

2. 사회적 자아와 내적 자아를 가면에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나의 다양한 모습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찾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활동 내용 

 페르소나(가면)에 대해 이해하기 

 짝과 서로의 얼굴에 석고 붕대로 가면 틀 만들기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 발견하기 

 가면으로 표현하기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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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제작 

 작품 감상과 발표 

준비물 
활동지, 색연필, 석고붕대, 가위, 대야, 비닐 랩, 신문지, 아크릴 물감, 

팔레트, 물통, 붓, 단추, 리본, 노끈 등 입체 재료, 글루건  

교수학습방법  창의적 문제 해결법 

 

이러한 자아상가면 활동은 창조적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법을 바탕으로 수업 지도안을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표 24> ‘자아상가면' 수업 지도안  

단계 절차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문제 

인식 

▶ 동기 유발 

- 고대 그리스 연극 가면을 감상한다. 

- ‘페르소나’의 의미와 내가 쓰고 있는 

가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5 
가면 

이미지 

▶ 문제 제시 

- 나의 외적 자아와 가면 / 내가 숨기고 있는 

내적 자아를 찾는다. 

- 나의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를 가면에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5  

▶ 사전 작업(가면 제작) 

- 석고붕대를 이용한 가면 제작 방법 설명한다. 

① 석고 붕대를 5cm로 잘라 놓는다. 

② 얼굴에 비닐랩을 씌워 석고가 얼굴에 

붙지 않게 한다. 

③ 얼굴에 형태에 따라 비벼서 눌러준다. 

④ 석고붕대가 굳으면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 짝과 번갈아 가며 서로의 얼굴에 맞는 가면 

틀 제작한다. 

50 

 숨을 쉴 

수 있게 

콧구멍은 

덮지 않기 

전개 
아이 

디어 

▶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 찾기 

- 활동지에 나의 외적 자아와 내적자아에 대해 
20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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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성찰하고 작성한다. 

- 나의 사회적 역할과 가면은 무엇인가요? 

(남이 보는 나,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내가 쓰고 있는 가면에 대해 

성찰하기) 

- 숨기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원래 나의 모습이나 숨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성찰하기) 

아이 

디어 

정교화 

▶ 아이디어 스케치 

- 내가 발견한 나의 가면과 숨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가면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스케치를 

한다.  

20  

아이 

디어 

적용 

▶ 가면으로 표현하기 

- 잡지 꼴라주, 아크릴, 입체재료를 이용하여 

자아상 가면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나의 가면은 가면의 외부에, 숨기고 있는 나의 

모습은 가면의 내부에 표현하도록 한다. 

60 

다양한 

재료 

활용하기 

정리 

종합  

및 

재검토 

▶ 작품 발표 및 감상 

- 가면을 직접 써보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만든 후의 소감에 대해 말한다. 

-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한다.  

20  

 

 수업 실행 

‘자아상가면’ 수업은 ‘나∙너∙우리’의 첫 수업으로 3차시에 걸쳐서 이루어 졌

다.  도입에서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 

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에서 받는 기대나 사회적으로 요구 받는 역할로 인

해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면을 ‘페

르소나’라고 하는데, 가면은 역할을 위해 쓰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

는 역할을 위해 가면을 쓰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가면이 나의 실제 모습과 차

이가 크다면 그 괴리에서 오는 스트레스 강도가 클 것이다. 반면, 나를 가면과 

동일시 한다면 타인에 너무 의존하여 삶에 대한 자기 주체성이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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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게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무엇이고, 나의 내적 자아는 무엇인지를 인

식하는 것이 건강한 자아 형성에 중요함을 알려 주고 수업의 목표와 활동 내용

을 제시하였다. 본 수업은 창의적 문제 해결법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는데, 자아

상가면을 만들기 위해 선행 되어야 할 단계가 있다. 바로 석고붕대로 얼굴에 맞

는 가면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 인식 단계에서 가면 틀을 만드는 단계를 

추가하였다. 학생들은 짝을 지어 서로의 얼굴에 석고 붕대를 얹어서 각자의 얼

굴 틀에 맞는 가면을 제작 하였다. 피부에 예민한 사춘기 여학생 이므로, 얼굴

에 직접 석고붕대를 얹히는 것 보다는 비닐 랩을 이용하여 막을 형성하고 그 위

에 석고 붕대를 올리도록 하였다.  

 

 

<그림 4> 가면 틀 제작 과정 1 

 

<그림 5> 가면 틀 제작 과정 2 

 
<그림 6> 가면 틀 제작 과정 3 

 
<그림 7> 가면 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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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틀을 제작하는 단계에서는 동료의 도움을 받아 나의 얼굴에 맞는 가면 

틀을 제작하였다. 학생들은 동료에게 온전히 의지하여야 하며, 동료는 작품 주

인의 얼굴에 맞게 정성스럽게 가면 틀은 제작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신체 접촉을 통해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였으며 석고를 붙이고 있는 친구가 불편

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 5, 6, 7> 

다음은 아이디어 탐색으로,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에 대해 성찰하는 단계이다. 

‘나의 사회적 역할과 가면은 무엇인가요?’, ‘숨기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요?’ 의 두 질문을 통해 내가 사회적으로 받는 기대와 내가 쓰고 있는 가면, 그

리고 내가 숨기고 있는 나의 원래 모습에 대해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마음을 탐색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장난스럽게 

적는 모습이 보였다. 한 학생은 활동지에 “나의 역할은 연주자로서 연습을 열심

히 하는 것/ 나는 사실 악기가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한다는 게 

놓은 건데…”라고 솔직히 드러내기도 했다. <그림 8> 

 

<그림 8> ‘자아상가면’ 활동지 작성  

 

<그림 9> ‘자아상가면’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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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정교화 단계에서는 자신이 찾은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를 바탕으로 

가면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였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꼼꼼

하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단어나 기호로 어떻

게 표현할지 간단하게 표시하는 정도였다. 

아이디어 적용 단계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단계

이다. 가면에 표현하는 방법은 잡지 이미지를 꼴라주 하거나 아크릴물감으로 표

현하거나 입체적 재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의 학생이 가장 익숙한 아크릴 물감을 선택했다. 가면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부족하여 작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있었던 반면, 작업을 

하면서 내면에 대한 성찰이 깊어지거나 확장되는 학생도 있었다. 자신을 발견하

는 활동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림 9, 10, 11>  

자아상가면을 완성 한 뒤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12, 

13> 가면을 실제로 쓰고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과 어떻게 표현했는지 설명하고  

자신의 숨겨진 내면과 표현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림 10> ‘자아상가면’ 외면 표현 

 
<그림 11> ‘자아상가면’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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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작품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감상하였는데, 개인적인 내면에 대한 자세

한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도 있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소감문에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미술로 표현활동에서는 적극적이었지만 언

어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학생은 “ 모든 학생들이 비슷한 작품 없이 다 개성 있게 표현 한 것이 인상 깊

었다.” 라고 소감을 말하였는데 다른 학생들도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의미 있었고 

표현이 모두 창의적이고 개성 있게 드러난 것에 공감하였다. 또한 “나에 대한 

발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다른 아이들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등 의 발언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확장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2> ‘자아상가면’ 발표 1 

 

<그림 13> ‘자아상 가면’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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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자아상가면’ 완성 직픔 

 
<그림 15> ‘자아상가면’ 전시  

 

 결과 

‘자아상가면’ 수업을 통한 결과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 ‘심상의 솔직한 

표현’, ‘타인에 대한 이해’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사회적인 외적 자아와 개인적 내적 자아를 

구분하고 따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통해서 깊이 있게 탐색 될 수 있었다. “가면

을 만들기 전에는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만들면서 내 

자신을 돌아 보니 나도 꽤나 남들에게 나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입을 닫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런 것 해 봤자… 라고 생각했는데 만들고 나니 재미 있었고 나의 

여러 모습을 알게 되어서 기뻤다”라는 한 학생의 자기 고백은 매우 솔직하였으

며,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수업 첫 시간부터 매우 소극적이었

으며 작품 제작 과정에서도 교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몇 번씩 가면을 수정하

면서 그렸지만 가면을 만들면서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꼈던 

것이다. 또 한 학생은 “겉으로는 코믹한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많은 감정들이 있

다. 가면 만들 때 느낌이 이상했고 재미있었다.”라고 소감문에 적었다. 수업 시

간에 장난치며 냉소적인 태도로 임하고 발표도 하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진지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다가 그것을 드러내는 과정이 이상하면서도 즐거웠던 것이다.      

두 번째로, ‘심상의 솔직한 표현’이다. 이는 미술교과의 시각적 표현의 특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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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교과의 자기 성찰적 글쓰기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드러났다. 

앞의 두 사례의 학생도 처음에는 기대를 하지 않거나 냉소적이었지만 미술이라

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몰입하다 보니 자신의 

솔직한 세계가 드러났다. 또 다른 학생은 “솔직히, 만들 때는 생각 없이 칠한 부

분이 많았는데 칠하고 생각해 보니, 이 부분은 딱 내 모습이다, 저 부분은 나의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게 떠올라 신기하고 재미 있었던 시간 이었다”라고 소감

을 말했다. 대부분의 학생이 ‘가면’이라는 것이 가식이라는 오해와 자신의 내면

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예술적 표현을 통해 몰입하는 경

험을 통해 점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모습도 깨닫

게 되었다. 또한 활동지를 통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단계에서는 미술활동을 통

해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언어화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이다. 본 수업은 개인적 차원의 인성함양을 위

해 개발 되었으며 자기발견과 표현이 주된 목표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활동 과

정과 발표와 감상을 통해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한 것을 인상적이었다고 

전하였다. “친구들의 속 마음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는 것 

같다.” “친구들의 작품이 비슷한 것 없이 다 개성 있고 색다르게 표현한 것이 신

가하고 인상 깊었다” 등 타인에 대해 알게 된 것이 본인에 대한 발견만큼 중요

한 의미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자신에 대해 많이 드러내지는 않지만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로,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

아 가는 활동은 개인적 차원의 인성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적 차원의 인성교

육에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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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인형 

 수업 개요 및 지도안 

인디언의 말에서 ‘친구’는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을 가지

고 있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격려해주는 사이 

이다. 본 연구의 ‘걱정인형’ 수업은 친구의 고민에 공감하고 친구의 고민을 대신 

걱정해 줄 인형을 만들어 줌으로서 친구와 정서적 교감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

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걱정인형’은 옛 마야 문명의 발상지인 중부 아메리카의 

과테말라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인형이다. 아이가 걱정이나 공포로 잠이 들

지 못하면 부모는 천 가방이나 나무상자에 인형을 넣어 아이에게 선물해 주었다

고 한다.  아이가 인형을 꺼내 자신의 걱정을 말하고 베개 밑에 넣어 두면 부모

는 베개 속의 걱정 인형을 치워버리고 “네 걱정은 인형이 가져갔단다.”라고 이

야기 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걱정을 지워 나간다. 걱정인형이 내 걱정을 대

신 해줄 것이란 믿음은 의학적으로도 유용한 처방으로, 실제 병원이나 상담센터

에서도 아이들의 수면장애나 심리치료의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유만찬, 

2013). 이 수업의 미술 활동은 나만의 표현 수단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작

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하는 태도인 관계적 차원의 인성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덕교과의 친구와의 관계와 관련된 단원과 미

술교과의 입체 표현영역의 인형 만들기 단원의 통합을 통해 수업을 구성하였으

며, 수업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25> ‘걱정인형’ 수업 개요 

수업명 걱정인형 

대상 중학교 1~3학년 차시 총 3차시 

교과 
미술 걱정은 우리에게 주세요 

도덕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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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요소 배려, 존중, 공감, 소통 

학습 목표 

1. 다른 나라의 전통 공예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친구의 고민을 대신 가져가 줄 걱정인형을 창의적으로 구상하고 입

체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3. 서로를 위해 작품을 만들고 교환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활동 내용 

 과테말라 걱정인형의 기원에 대해 이해하기 

 걱정 나무에 각자의 걱정 열매 달기, 친구의 걱정 열매 따기 

 친구의 고민을 대신 걱정해 줄 걱정인형 아이디어 스케치 

 걱정인형 제작  

 작품 감상 및 발표 

준비물 
걱정나무, 열매모양 포스트잇, 활동지, 부직포, 여러 가지 천, 실, 리본,

바늘, 글루건, 포장용 비닐  

교수학습방법 창의적 문제 해결법 

 

본 연구의 ‘걱정인형’ 수업은 각각 비슷하게 생긴 과테말라의 ‘걱정인형’과는 

다르게 친구의 고민을 듣고 그 고민의 특징에 따라 대신 걱정해 줄 대상인 인형

을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친구의 

고민에 더 깊이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수업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표 26> ‘걱정인형’ 수업 지도안 

단계 절차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문제 

인식 

▶ 동기 유발 

- 과테말라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걱정인형의 사진을 보고 기원에 대해 이야기 

한다. 

(과테말라에서 걱정이나 공포로 아이들이 

잠들지 못할 때 부모들이 작은 인형을 나무 

상자에 넣어 선물하였다. 아이는 자신의 

걱정을 말하고 베개 밑에 넣어 두면서 인형이 

자신의 걱정을 가져 갔다고 믿고 잘 

잠들었다고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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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제시 

- 이번 수업인 ‘친구의 고민을 듣고 고민에 

따라 그것을 대신 걱정해 줄 인형을 

제작하기를 안내 한다. 

5  

전개 

아이 

디어 

탐색 

▶ 걱정 나무에 열매 맺기  

- 학생들은 자신의 고민을 열매모양 포스트 

잇에 한 가지씩 적어 걱정 나무 판에 붙인다. 

걱정열매들을 살펴 본 후 공감이 가거나 

위로해 주고 싶은 친구의 걱정열매를 

선택한다. 

20 

걱정나무 

폼보드에 

미리 

제작하여 

준비 

아이 

디어 

정교화 

▶ 아이디어 스케치 

- 선택한 친구의 고민을 바탕으로 대신 걱정을 

대신 해줄 인형의 컨셉을 생각하고, 시각화를 

위한 스케치를 한다. 

25  

아이 

디어 

적용 

▶ 걱정인형 제작. 

- 인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각자의 아이디어에 적당한 방법을 

선택한다. 

- 아이디어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여 걱정인형을 

제작한다. 

- 고민을 쓴 친구에게 선물할 인형을 포장한다. 

100 

바늘이나 

칼 등 

위험한 

재료 조심 

정리 

종합  

및 

재검토 

▶ 작품 발표 및 감상 

- 걱정 나무에서 자신이 선택한 고민을 듣고 

작품을 구상한 이유와 자신이 제작한 

걱정인형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선물한다. 

- 선물은 받은 느낌과 감사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20  

 

 수업 실행 

‘걱정인형’ 수업은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적 차원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수

업이다. 문제 인식 단계에서 학생들은 과테말라 전통인형인  ‘걱정인형’의 이미

지를 보고 그 기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학생은 얼마 전 TV광고에서 

000보험회사에서 등장한 바 있는 인형에 대해 언급하였다. 여학생들이라서 그

런지 인형을 만드는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수업목표와 활동내용을 

제시하였다. ‘친구의 고민을 듣고 고민을 대신 걱정해 줄 인형을 제작하여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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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활동’이다.  

친구의 고민을 듣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걱정 나무를 미리 만들어 준비하였다. 

각자 열매모양의 포스트잇에 자신의 고민을 적어 걱정나무에 붙였다. 학생들의 

고민은 진지한 것부터 엉뚱하고 사소한 것까지 다양했다. “공모전에 나가는 것이 

부담 되요” “남자친구가 안 생겨요” “뱃살이 자꾸 쪄요” “우주 정복”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돌아가며 걱정나무에 붙은 고민을 확인하고 자신이 공감하

거나 위로해 주고 싶은 걱정열매를 따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림16, 17>    

자신이 선택한 고민거리를 대신 걱정할 인형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를 거쳤다. 인형이 대신 고민을 걱정해 주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인형을 디

자인 할지 학생들이 고심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림 16> 걱정나무에 걱정 열매 달기 

 

<그림 17> 친구의 걱정열매 따기 

 

이 인형은 친구의 고민을 대신 걱정해서 가져가는 상징적인 물건이다. 이는 

친구에게 전하는 나의 위로나 공감의 말을 시각적 형태로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또한 이 친구를 위한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 전 수업 보

다 더 정성스럽게 스케치를 하고 계획하였다. <그림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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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걱정인형’ 

아이디어 스케치 1 

 

<그림 19> ‘걱정인형’ 

아이디어 스케치 2 

 

<그림 20> ‘걱정인형’ 

아이디어스케치 3  

 

 

본래 과테말라의 걱정인형은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색깔 별로 실을 둘러서 얼

굴과 몸통을 구분하여 인형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의 

활동에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각자의 고민에 따른 캐릭터의 창조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걱정인형을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전 원래 걱정인형

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기는 했으나 자율성을 부여 하였다.  철사나 

나무 젓가락으로 뼈대를 만들어서 실로 감아 제작하거나 천으로 옷을 만드는 학

생도 있었고, 천 인형을 만들듯이 천이나 부직포를 바느질 하고 그 안에 솜을 

넣는 방식의 인형을 만들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모여 앉아 정성스럽게 인형을 

제작하였다. <그림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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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걱정인형’ 제작 장면 1 

 
<그림 22> ‘걱정인형’ 제작 장면 2 

 

모두 완성 한 후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작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맛있는걸 먹고 싶은데 뱃살이 나와 고민인 학생에게 실컷 먹고 살은 돼지에게 

가라고 돼지 인형을 들었어요” “우주정복이 고민이라고 써있었어요. 외계인을 만

들었는데 이 인형을 보면서 우주 정복했다는 생각이 들라고요.” “어떤 친구가 남

자친구가 갖고 싶다고 고민을 적었는데요. 남자친구 대신 이 인형을 주려고요. 

이 인형은 날씨를 맑게 만드는 인형이에요. 미신 같은 건데 이걸 달아 노면 날

씨가 맑아지고, 뒤집어 놓으면 비가 와요. 날씨가 맑은데 남자 친구 없어서 우

울하면 돌려 놔서 비 오게 하라고요”. 학생들은 친구의 고민에 직접적인 처방책

을 담은 인형, 고민을 하는 학생의 입장을 생각하며 상징성을 담은 인형을 만들

기도 했다.<그림23, 24, 25> 

학생들은 자신의 고민을 듣고 인형을 만든 친구들의 발표를 흥미롭게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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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친구들의 재치 있는 설명,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

하게 만들었다. 

 

 

<그림 23> ‘걱정인형’ 

완성작 1 

 

 

<그림 24> ‘걱정인형’ 

완성작 2 

 

<그림 25> ‘걱정인형’ 

완성작 3  

 

 수업 결과 

‘걱정인형’ 수업을 통한 결과는 요악하면, ‘친구의 고민에 대한 공감’, ‘자율적 

선택에 의한 몰입’, ‘ 타인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다.  

먼저 ‘친구의 고민에 대한 공감’은 걱정나무에서 친구의 걱정열매를 따는 행

위부터 시작된다. 친밀도로 친구의 고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내가 

공감하거나 위로가 되고 싶은 고민을 선택함으로써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되었다. 실제로 학생들은 친한 친구의 걱정 열매 보다 자신이 공감 하거

나 관심 있는 걱정을 선정하였으며 인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

었다. 서로의 고민을 듣고 인형을 만들어 준 소감에서는 “뿌듯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다른 친구의 고민이나 걱정을 들어 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

고 있었으며, 또래 상담의 역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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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자율적 선택에 의한 몰입’이다.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학생들은 자

신이 공감하거나 관심 있는 걱정을 선택하여 작업하였는데, 이러한 선택이 동기

유발이 되어 학생들이 몰입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 학생은 “우주정복”이

라는 다소 엉뚱한 고민을 선택하면서 매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며 작업에 몰입

하였다. 실제로 이 고민을 선택한 학생 또한 매우 장난끼가 많은 학생이었는데, 

진지한 주제가 임의로 주어졌다면 자율적으로 선택했을 때 보다 몰입도가 떨어

졌을 것이다. 하지만 친구의 고민을 자신의 흥미 있는 방향과 연결하니 학생들

이 작품제작에 몰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다. 걱정인형의 목적은 친구의 고민을 

대신 걱정해주는 걱정인형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

을 만들 때보다 계획과 스케치를 철저히 하였다. 평소보다 진지한 자세로 접근

하였으며, 다른 친구에게 작품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서 작품을 구상하

였다. 타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진지한 자세와 그것에 대한 책임감은 타인에 대

한 배려로 이어진다. 실제로 학생들은 정서적 교감이 깊어졌으며, 미술 작품을 

통해 소통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었다. 

 

 

 청소년 문화 공원 

 수업 개요 및 지도안 

‘청소년문화공원’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창조적 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반해 그것을 해소할 시간이나 

공간이 부족하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축제를 주최하거나 청소

년 문화존을 만들어 학생들의 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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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속 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지역사회의 공원에 이러한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가상의 문제상황을 설정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본인들의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문화적 소양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수업은 참가자 모

두가 마음을 모아 활동하는 협동작업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

심을 기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수업은 미술교과의 환경

디자인 단원과 도덕교과의 청소년문화를 통합한 수업으로 수업개요는 다음과 같

다.  

 

<표 27> ‘청소년문화공원’ 수업 개요 

수업명 청소년문화공원 

대상 중학교 1~3학년 차시 총 3차시 

교과 
미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도덕 바람직한 청소년 문활 

인성 요소 협동, 공익, 공동체의식, 문화적 소양 

학습 목표 

1. 자신의 생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장소와 시설의 필요성과 기능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제작할 수 있다.  

3.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협동심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다.  

활동 내용 

 K구 공원 현황과 청소년 문화 공원 조성의 필요성 인식하기 

 각자가 생각하는 청소년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공동 마인드 맵을 통한 아이디어 탐색 

 청소년 문화 공원 도면 그리기 

 청소년 문화 공원 모형 제작  

 작품 감상 및 발표 

준비물 

전지, 폼 보드, 코르크 폼보드, 건축모형용 스펀치, 모형 나무, 모형잔

디, 색도화지, 클레이, 목공용 풀, 글루건, 칼, 칼 판, 가위, 사인펜, 색연

필 

교수학습방법 창의적 문제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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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문화공원’ 수업은 학생들이 협동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

습방법을 바탕으로 구성 되었다. 이에 대한 수업 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표 28> ‘청소년문화공원’ 수업지도안  

단계 절차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문제 

인식 

▶동기유발 

-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5  

 

▶ 문제 제기   

- 우리 지역의 공원 현황을 조사하고 청소년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한다. 

5 

K구의 

공원 

지도를 

통해 실태 

파악 

전개 

아이 

디어 

탐색 

▶ 공동 마인드맵 

- 전체가 모여 청소년 문화공원에 필요한 

환경이나 시설에 대해 공동 마인드맵 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확장 한다. 

20  

아이 

디어 

정교화 

▶공공 디자인의 이해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요소로 조형성(형태, 색감, 재질, 통일, 

균형)과 기능(편의, 휴식, 안전)을 제시한다. 

10  

▶아이디어 스케치 

-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20  

아이 

디어 

적용 

▶ 작품 제작 

- 전체의 도면을 밑판에 그린다.  

- 공원의 공간별 제작할 팀은 지원 받아 나누어 

작업한다. 

- 공간별 특징에 따라 재료를 선택하여 

제작한다. 

- 구역은 나누되 서로의 작품이 어울리도록 

비율이나 재료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 

나누며 작업하도록 한다. 

100 

개성과 

조화가 

균형있게 

고려되도

록 

조언한다. 

정리 

종합  

및 

재검토 

▶ 작품 발표 및 감상 

- 완성된 ‘청소년문화공원’을 함께 감상하고 

각자의 소감을 이야기 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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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실행 

 ‘청소년문화공원’은 사회∙공동체적 차원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계획되었

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자신들의 문화를 건전하게 펼칠 수 있는 공원을 계획

하고 모형을 만듦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 이 수업은 특히 학생들이 생각을 모으고 협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먼저 동기유발을 위해 학생들의 문화와 여가시간에 대해 질문하였다. 게임, 

만화 그리기, 애완동물과 놀아주기, 책 읽기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주위에서 찾아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는 문제제기를 통해 우리 지역의 공원 현황과 청소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것을 수업 목표의 학습 활동으로 

안내하였다.  

아이디어 탐색 단계에서는 모두 함께 모여 청소년 문화공원에 필요한 환경이나 

시설에 대한 공동 마인드맵 작업을 하였다. <그림 26> 그림에 취미가 있는 학

생이 화제를 던지면 ‘함께 모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뜰리에’, ‘ 그림을 

전시하는 공간’ 등의 아이디어가 가지로 나왔다. ‘다이어트 노래방’, ‘게임

하는 공간’, ‘애완동물과 놀 수 있는 공간’등을 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학

생들은 다른 친구들도 함께 이용한다는 개념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아이디어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아이디어 정교화 단계에 

앞서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간단히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의 문화가 

담겨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즐길 것인가 라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도 조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동선이나 공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 등이다.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청소년 문화공원의 평면도를 그리는 작

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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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청소년문화공원’ 디자인을 

위한 마인드맵 

 

<그림 27> ‘청소년 문화공원’ 평면도 

그리기 

 

<그림 28> ‘청소년문화공원’ 활동1 

 

<그림 29> ‘청소년’문화공원’ 활동 2 

 

<그림 30> ‘청소년문화공원’ 활동 3 

 

<그림 31> ‘청소년문화공원’ 활동 4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전체 밑판의 도면을 그리고 공간별 제작할 팀

을 지원받아 역할을 분배하였다. 공간 별로 담당자는 나누되 서로의 작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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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도록 비율이나 재료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작업하였다. < 

그림28, 29, 30, 31> 

시험과 방학으로 인해 참여하는 학생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공동작업의 특성 

상 역할이 유동적이어서 협업하여 완성할 수 있었다. 청소년문화공원은 가운데

의 분수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틀리에’, 애완 동물을 

데리고 와서 함께 놀 수 있는 ‘팻존(pet zone)’, 자연 안에서 책을 볼 수 있

는 ‘북카페’, 단체 게임과 대결이 가능한 ‘게임존(game zone)’, 그리고 학

생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디지털 벽(digital wall)’로 구성되었다. <그림 

32, 33, 34, 35>  

 

<그림 32> ‘청소년문화공원’ 완성작 

 

<그림 33> ‘청소년’문화공원’ 중앙광장 

 

<그림 34> ‘청소년문화공원’ 

애완동물존과 식물존 

 

<그림 35> ‘청소년문화공원’  

아뜰리에와 디지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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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청소년문화공원’수업의 결과는 ‘나의 생각의 사회적 표현’, ‘함께 활

동하는 즐거움’,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의 생각의 사회적 표현’은 학생들이 자신이 즐기고 있는 청소년 문화를 

공공디자인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즐기고 있

는 여가생활이나 취미활동이 모여 청소년 문화가 된다. 이러한 청소년 문화를 

지역사회의 공간으로 옮겨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할 때 사회적인 공공성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은 공공디자인과 환경디자인에 대해 이해하고 공원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개인적 취미나 문화생활이 공적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

간으로 구현되도록 자신의 생각을 개인에서 사회로 확장하였다. 실제로 혼자서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하던 학생은 공공의 장소에서 게임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와 공간 배치, 동선을 고려하며 개인의 취미를 다른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확장 할 수 있었다. 나의 생각과 문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함께 즐길 수 있

는 문화 공간으로 탄생 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컸다. 

두 번째로, ‘함께 활동하는 즐거움’이다. 학생들은 세 가지의 수업 중 ‘청

소년문화공원’ 수업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선정하였다. “여럿이서 같

이 해서 재미있었다.”“합작하는 즐거움”“친구들의 작품이 하나로 모아져서 

좋았다.”등의 의견으로 함께 협업하여 작업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었다. 내성적

인 학생들도 공동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친구들과 

작품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해야 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그것을 기회 삼아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이다. 학생들은 청소년문화에 대해 이야

기하면서 공동의 관심사를 많이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

이 많았는데, 함께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 완성된 만화 작품을 전시는 방법이

나 공간에 대한 구성에서 서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공동의 관심사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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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많이 나누었다. 하나의 작품을 함께 만드는 것을 통해 팀에 대한 소속감과 

청소년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실제 K구에 필요한 공원이

라고 가정한 문제 상황 아래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익에 대한 자신의 

기여나 공동체의식을 함양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서술형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의미 있었던 수업으로 80%가‘청소년 문화공원’을 선택하였으며, ‘협동’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느꼈고 협업하여 제작 한 것에 큰 의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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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오늘날 우리 교육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육부와 국가 

교육기관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감수성과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예술교육의 확대, 통합교육을 통해 학생의 실제 삶과 연계한 인성 수업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성교육의 예술적이고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출발하였으며, 미술과 도덕교과의 통합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과 

적용을 통해 그 인성교육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성 함양을 위한 미술∙도덕 통합 프로그램은 현행 미술 교과서 11종과 

도덕교과서 12종을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사회적 차원의 인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나∙너∙우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된 세 가지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자아상가면’ 수업으로 개인적 차원의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외적 자아와 개인적 존재로서의 내적 

자아를 발견하고 가면에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둘째, ‘걱정인형’ 

수업으로 관계적 차원의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친구의 고민을 듣고 

공감하며 그 고민을 대신 가져갈 인형을 만들어 친구에게 선물하는 활동이다. 

셋째, ‘청소년문화공원’ 수업으로 사회∙공동체적 차원의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청소년문화 공원을 조성하는 활동이다.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은 서울시 K구의 중학생 12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부터 9월까지 S대의 강의실에서 1회 90분씩 총 9회에 걸쳐 실행하였다. 실천

적 인성교육으로서 미술과 도덕교과를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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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 교과의 내용적 측면과 미술교과의 체험과 표현적 특성이 통합 되

어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참여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관심과 실제 생활을 중

심으로 구성된 ‘나, 너, 우리’ 프로그램은 학생의 흥미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통합교과적 접근은 학생들이 학습 경험의 공포나 두려움 없

이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학습 주체로 참여(김대현, 1993)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싼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주제 통합

적 접근과 활동중심적인 구성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둘째, 도덕과 미술교과의 통합교육을 통해 자아성찰과 표현의 과정이 서로 영향

을 주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도덕교과가 덕

목습득이나 판단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식적인 것을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

는 실천적인 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현주 외, 2013)는 지적을 미술과의 통

합을 통해 보완하였으며 실천적 인성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도덕교과의 내용적 측면에서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를 구분하여 발견

하는 작업과 미술이라는 시각예술 매체를 통해 이를 가면으로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크게 드러났는데, 학생들은 활동지를 통해 나에 대해 발견하는 작업을 할 

때 보다 가면으로 제작하고 예술적 표현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더 깊이 발견해 

나가거나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는 미술 매체의 비언어적 특성에 

기반한 것으로, 표현과정의 몰입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심상이 자연스럽게 드러

나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현상을 흥미롭고 인상적으로 바라보았으며, 자신

을 새롭게 발견하고 표현함으로써 정체성과 자존감이 강화 되었다.    

셋째,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즐거움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키울 

수 있었다. 인성함양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통합 수업은 대화와 소통의 과정이 

항상 동반 되며 계속 타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공감하고 소통해야 하는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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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다. ‘자아상가면’은 개인적 차원의 작업이지만 서로의 얼굴에 

가면틀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통해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해야 했다. 또한 완성된 

자아상 가면을 발표할 때에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에 매우 집중하고 흥미로워 

하였으며, 활동에 대한 글쓰기에서도 작품 속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 의미부여 하였다. 특히 ‘걱정인형’은 친구의 고민을 깊이 공감하고 그 

걱정을 대신 해줄 인형을 만드는 작업으로 학생들은 친구들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재미있고 보람차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내성적인 

학생들도 타인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즐거움을 키울 수 있었다. 

넷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의 함양이다. 본 프로그램은 K구 

구청의 지원, 경찰서와 대학교 대학원생의 협력으로 K구의 5개 중학교에서 

1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공간적 파트너십 

안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 졌다. 학생들은 의식, 무의식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문화공원’을 조성하는 활동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인상 깊은 활동으로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가 협업과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이었다.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에 특별히 의미 부여를 많이 

했으며 이를 통한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사회적 차원의 인성이 따로 있는 것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루어 진다. 세가지 수업은 각각의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수업 결과 각각의 수업에서 서로 다른 인성요소들이 

함양되기도 하고 함께 형성되었다. 개인적 차원의 인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도 학생들이 소통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한 내용의 언급 

빈도가 높은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차원의 인성에서도 

공동체에서의 자신의 역할의 발견이나 자신의 의견의 표출에 대한 언급 또한 

있었다. 이를 통해 인성의 조화로운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성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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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발견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인데 본 연구의 결과, 학생들은 도덕 교과의 성찰과정과 미술교과의 

표현활동이 통합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났으며 스스로 알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성찰이 가능하였다. 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조형언어로 

표현되면서 더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자신을 깨닫게 해주며(김정희, 

2013), 이러한 자기 발견과 형성과정은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게 된다(정옥희, 

2014)는 기존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이러한 통합적 인지와 감성적 

경험은 자발성을 수반하고 앎과 행함을 통합하는데(김선아, 2012),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통합적 접근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러나 예술작품의 완성된 경험을 통해 자족감을 얻게 

되고(허정임, 2013) 창조적 예술충동이 자존감을 높여준다(이은적, 2014)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이나 

자존감의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자기 발견의 과정에서 그치거나 표현한 

작품이 자신의 미적 기준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만족감이 떨어졌는데, 이는 

자존감을 강화 할 수 있는 후속 작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최근 인성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인데, 본 연구의 세 번의 수업의 결과에서 가장 많이 언급 된 것이 

상대방을 알아가고 소통하는 즐거움이었다.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의 

선정과 서로가 의미를 부여하고 표현하고 감상하며 의견을 나누면서 더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기 인식에서 출발한 자아 표현이 타인과의 교감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며, 미술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구체화하여 

보여주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소통의 도구(김선아, 2012)라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셋째, 사회적 측면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한 결과는 지역사회 기반의 미술 활동과 협업이 개인간의 협동적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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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예술프로젝트와 문제해결의 과정에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의 

다양성이 만나고 공통점을 만들어 내며 통합과 결합, 조화가 일어나 학생의 

공공적 삶을 강화한다(김형숙, 2010)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실제로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발견하고 공감하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을 

형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와 학생들의 문화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했다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인성 함양을 위한 미술과 도덕의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에 있다. 본 연구는 미술과 도덕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단원을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차원의 세부적 분석을 통해 인성함양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현재 출판된 2009 개정교육과정의 미술교과서 

11종과 도덕 교과서 12종을 통합적 인성교육 측면에서 모두 분석하였으며, 

특히 세부적 제제와 활동을 인성교육의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는 교과 고유의 내용 및 활동에 치우치지 않고 미술과 

도덕 교과에 내재되어 있는 인성교육을 위한 내용적 측면을 통합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교과서를 활용한 인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미술과 도덕의 통합프로그램은 사회성과 정서적 차원의 

인성교육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인성교육이나 도덕교과의 교육은 

가치판단이나 덕목의 습득을 을 통해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과와의 통합을 통해 사고와 감성을 조화시키는 경험을 통해 

학생의 정서 및 사회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에 교육적 

의의가 있다.  

인성 함양을 위한 미술과 도덕의 통합교육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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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차원으로 ‘나∙너∙우리’ 와 관련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여 

인성 요소의 각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인성 요소 별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미술

교과의 인성교육적 접근을 위해서는 타 교과와의 통합이 효과적인데, 이러한 통

합을 위해서는 타교과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와의 협업, 통합의 설계과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요구 된다.  

현재 인성교육을 위한 각 교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인성교육

을 위한 예술교육의 활성화, 교과간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성함양을 위한 

예술기반 통합수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인

성교육을 위한 미술과 타 교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천의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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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활동지 1> 

<자아상가면> 

이름: 

 

나의 역할과 가면 숨기고 있는 나의 모습 

 나는       으로서           해야 해 

 나는       으로서           해야 해 

 나는       으로서           해야 해 

 나는       으로서           해야 해 

 나는 사실 

 나는 사실 

 나는 사실 

 나는 사실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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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2> 

<걱정인형> 

이름: 

 

 

 

  친구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친구의 걱정을 대신 해 줄 걱정인형 아이디어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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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형 설문지> 

설문지 

 

1. 자아상가면  

자아상 가면에 표현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감추고 싶은 모습은 무엇인가

요? 

 

활동 후 나에 대해 더 알게 된 것이나 변화된 모습이 있나요? 

 

 

2. 걱정인형  

친구의 고민을 듣고 어떠한 인형을 만들었나요? 이유는?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듣고 인형을 만들어 준 느낌이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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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문화공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원을 조성을 직접 만들어 본 소감은?  

 

다른 청소년들과 친구들이 공원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4. 전체 활동 소감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이유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좋았던 점 /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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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rt & Ethics Integrated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Character Education. 

 

Joowon Kwo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 educational value 

of art based integrated education, and to discover the educational value by 

developing and implicating the Art & Ethics integrated program. 

This study analyzed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ext book of Art and 

Ethics based on personal, relational and social approach of character 

education, to develop Art & Ethics integrated program. Direction of this 

program is firstly, to develop for interpersonal characteristic, which is based 

on emotional, behavioral element. Secondly, it was made based on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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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art. Thirdly, the program aims to strengthen self-

understanding, to communicate through relationship with others, more over 

to have sense of belonging in to the group and social cooperation. This 

programs were applied, as a qualitative action research, the research data 

was collected through observation, interviews, work-piece by triangul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lassroom culture was student- centered and active, as the 

integrated programs of this research were built on subject- transcendent 

themes that are related to real-life issues and concerns. Second, self-

reflection and nonverbal expression by visualizing work made students to 

find out more about them-selves. Third, having a conversation and 

communicating with members through the program, made student to enjoy   

knowing each other, also the joy of communication and making relationships. 

Fourthly, community collaborative partnership and contributive activities to 

their community build social connectedness. Lastly, it found out that personal, 

relational, social character influenced each other while building the character 

through this program.  

Thus, this research has an educational significance by developing and 

applying integrated program of Arts and Ethics curriculum to build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Keywords: character education, integrated education, art & ethics integrated 

program 

Student Number: 2010-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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