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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서울대 사범대 학생을 대상으로 사범대의 인성교육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

견을 묻는 설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설문을 통해 학생들이 사범대의 인성교육，

특히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고 이러한 예비설문과 문헌연구릎 바탕

으로 본 설문을 제작하였다. 설문은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바람직한 면담지도교수남，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내용， 진로 및 학엽， 개인적인 문제，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경험 등

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사범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성교육 및 인성지도의 목표는 올바른 교사의 자질함량이

나 참된 교원 양성 등으로 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함양을 우선으로 하였다. 사범대생

이 기대하는 면담 지도교수님은 친근한 상담자 혹은 인생의 스승이며， 전문지식 전달자

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또한 면담을 받고 싶은 지도 교수념의 성품으로도

학생에게 관심이 많고 배려하는 교수님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진로의 방향을 제

시해 줄 수 있는 교수님을 바란다고 하였다. 교수님과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교수님이

관심 갖기를 원하는 학교행사로는 학회관련 세미나， 신입생 환영회， 흠커밍데이 등을 꼽

았다

지도교수님과 의논하고 싶은 주제로는 ‘앞으로의 진로’가 두드러지게 높았고， 더불어

학업문제와 전공지식， 인생관과 삶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했다. 또한 평소

학업 및 진로분야의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의 진로이며， 교사의 장래성에 대한 확신

부족도 많은 학생이 고민하는 문제였다.

이에 따라 현재 필요한 도움은 다양한 분야 진출에 관한 정보가 가장 필요하며，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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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로서의 조언이나 현장 선배와의 만남도 바란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도 교수님

에게 졸업 후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얻고 진로에 대한 교수님의 경험담을 튿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진심 어린 인간적 대화 역시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교수님에게 상담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며 가장 펼요로 하는 도움이 진로

문제 라는 것이다.

지도교수님과 면담을 해본 학생 (60 .6%)이 하지 않은 학생 (39.4%)보다 많았는데， 면담

은 대부분 한 학기에 한번 정도 이루어졌다. 면담의 주제로는 진로문제가 가장 많았고，

학엽관련조언이나 교수님의 여러 경험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면담의

좋은 점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교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면담

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 면담이 활성화되지 않은 전공분위기 때문에 면담을 하기가 어

렵다고 하였으며， 교수님의 무관심， 나의 용기부족도 하나의 이유라고 하였다.

형식적으로 방치된 면담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담에서 활용 가능한 원북을 제작，

교수들을 위한 면담지도 세미나와 워크삽 기획， 학생면담의 의무화， 면담지도의 학점화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 주요어 : 인성교육， 지도교수， 면담지도



사범대학에서의 인성교육 효율화 방안을 위한 조사 연구 : 지도교수 변담 지도를 중심으로 3

I. 서 료ζ
'--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불음에 대한 답은 개개의 기대와 입장에 따라서 달라

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학문탐구와 인성교육， 즉 전공에 대한 지식과 기숨의 향상과 그

외의 도덕적 품성이나 인성 함양을 들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책무 중 전자에 대한 일방

적 강조에 반하는 공감대는 커져가고 있다. 지식위주 교육이 수단에 치중한 교육이라는

비판 속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반드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며 타언을 배려하거나 항상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

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안적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등교

육기관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미비하다. 우리의 대학은 지난 20여 년간 학생

수가 폭증하였으며 교수 · 학생간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학생들의 교양과 인성을 계발하

기 위한 교양교육 역시 전공을 위한 기초 도구과목으로 변질되어 버렸으며， 학생을 위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회적이고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같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성교육의 부재는 시급한 문제일진데， 중 · 고등학교의 교사

의 양성대학인 사범대학의 경우는 특히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언론을 통해 확인되는 중 ·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위험수위에 이르렀으

며， 이와 더불어 교사의 촌지와 심한 체벌 등의 교사의 자질문제 역시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교직 적성 · 인성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 면접시간을 증가시키고 면접을 강

화하며，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로 바람직한 인성과 적성이 펼요함을 보여주고 있

다. 좋은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사가 필요하며 이에 예비교사의 인성측면의

교육이 강조된다.

교양수엽과 같은 강의장면이외의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교수와 임직원， 또래관계， 학교 외 활동이라는 세 가

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교수와 임직원과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인성발

달펴 질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이 큰 자원에 해당된다. 교수는 성인으로서의

모델이며， 학업지도와 면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조력자이다. 사범대의 경우 교수는 일반적인 전공 지식전문가， 인격자로서의 모델일 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수는 강의를 통한 전공 지식 전달만이

아년 학생인성의 발달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는 상당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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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편이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원장 김계현)이 지난해 말 2002학년도 학사과정 졸

업생 2천151명을 상대로 항목별로 1-5점 (매우 낮다~매우 높다) 등 5단계로 배점，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로 두드러진 점은 지도교수의 학생 지도 및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2.35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대학신문.I 5월 14일자 설문조사에서도 학부생

의 60.4%가 f교수와 한 번도 상담해본 적이 없다f라고 답했고， 23.8%가 r지도교수가 누

군지 모른다I고 답해 학부생들과 지도교수간의 교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더욱이 2002년 『대학신문』 의 10월 14일자 실시한 「서울대인 의식조사」 에서 ‘지도교

수의 학업 및 진로 지도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사범대학생 (2.09)이 가장 큰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모집단위의 광역화로 학생들은 과 결정에서부터 더

많은 진로지도를 필요로 하나 이에 반하여 교수와의 면담이나 관계는 더욱 소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범대생이 예비교원임을 감안할 때， 사범대생의 인성교육은 보다 중요

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지도교수 면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여 교수가 어떤 주의나 교리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권리를 남용하여 권위적인 태도를 지니거나 학생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그들의 인성발달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하시킬 우려가 있

다. 이를 위해 교수-학생의 관계는 적절한 거리와 전문성이 존재해야 하며， 발전적인 관

계와 효과적인 면담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술을 요한다.

특히 신엄 교수들에게 학생의 면담은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보통의 연구자는

연구실에서 흔자하는 작업에 익숙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함께 연구하는 동료나 권

위있는 사회인들과의 만남에 보다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한 신임교수가 학생에게 도움

을 주고자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여도 학생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조력

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면담 지도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따라 교수가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교수 원갚과 프로

그램 개발， 설제적인 지침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의 인성교육 차원의 지도교수 면담에 대한 선행 연구

물을 정리하고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선행 문헌과 조사 연구를 통하여 첫째， 어떤 종류의 인성교

육 프로그램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되었는지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인성교육 프로그

램이 대학생틀의 인성개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정리하며， 셋째，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생들이 요구하는 교수와의 면담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지도교수가

학생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실제적인 지침을 구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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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가. 개념 정의

대학에서의 ‘인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성’

과 ‘인성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L 언생

‘인성’의 개념정의를 사전적 의미， 학문적 의미， 사회적 맥락에서의 의미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다(김신일외， 2001), 인성개념의 사전적 의미로는 • 인성은 개인적이며 타인

과 구별되는 어떤 특성 • 인성은 부분적인 특성보다는 전체적인 특성 일시적이 아닌

인성은 지속성을 가진 특성 인성은 ‘성격’과는 달리 가치판단의 요소가 포함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학문적 차원에서 인성을 정의한다면 먼저 인성개념이 내포한 가치로는 가치 중립적인

정의， 도덕적 가치， 적응적 가치가 있다. 여기서 도덕적 가치란 주로 윤리적， 철학적인

가치를 의미하며， 윤리학자들에 의해 중시된다. 또한 적응적 가치란 주로 심리학적， 정

신건강 측면에서의 가치를 의미하며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에 이해 중시되논 것이다. 이

와 같이 인성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 가치를 내포한 개념

으로만 사용될 수 없고， 이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인성의 다양한 개념정의가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 집하는가에 따라서 실제

적으로 활용되는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판섬을 갖는 ‘인성’의 개념은 적응

적 가치를 주로 한 것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2. 인성교육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그에 대한 개념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양하게 요구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류로 자리매김한 인성교육은 도덕교육이나 윤리교육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교육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성교육을 도덕성 교육이나 윤리교육과

동일시할 경우， 현재의 사회적 맥락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현 사회는 대인관계의 문제， 집단따돌림， 비행 등의 문제 때문에 인성교육이 필요하

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범， 덕목중심의 교육 관점으로 접근할

때 현실과 교육내용 및 방법간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김신일외， 2001) 특히 대학에서

의 인성교육은 건전한 시민， 바람진한 사회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도덕성과 구별하여

도덕교육 외에 적응의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 타인 빛 집단과의 의사소통 기술의 문제

등을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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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국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제공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

하다. 특히 미국에서 더욱 그러한데， Bloom(1987) 와 Lamm(l986) 그리고 Levine(l980)

은 고등교육기관은 1960년대의 사회변화에 부흥해야하는데， 학생의 인성 발달에 있어서

는 미비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 대학 총장 Derek Bok(1988)은 미국 고

등교육의 200여 년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의 인성 함양은 최소한 지적 향상만큼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대학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며， 대학이 어

떠한 방식으로든지 학생의 인성개발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Nebraska• Lincoln 대

학의 철학과에서는 몇몇의 윤리강의를 개설했으면 경영， 교육， 언론， 기계 등 많은 전공

과정에 윤리학을 편입시켰다. 이라한 편입된 교과과정은 대학의 “가치와 윤리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같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다. 교수의 인성교육

고등교육의 목표가 학생의 학업 성취에서 학생 전체의 발달로 바뀌어 감에 따라 많은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업 지식들이 학생의 생활전반과

통합될 수 있도록 톱는 것인데， 이에 따라 교수들의 역할도 확대되어 강조되고 있다. 그

리하여 교수들은 보통의 학업지도 책무뿐 아니라 학생과의 상담이라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교수들이 최소한 인간의 성격 역동에 대해 알고 있어야하며 학생 생활

의 정서적 부분과 학엽의 부분을 공존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교

수들이 학업문제 뿐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를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Blum(l98D이 제시한 다음의 어려움들로 인해 교수의 학생상담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교수에게 중요한 가치로 매겨지는 것은 연구업적， 대학원생 훈습， 학자로서

의 명성 등이고， 학부 수엽이나 학생의 개인의 필요에 대해서 등한시하기 쉽다. 게다가

많은 교수들은 학생들과익 면담보다는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연구에 몰두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

이라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로서의 교수의 역할은 필요성에 있어서나 실제에

있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여러 논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학생 면담을 효과적으

로 이끌 수 있는 변인이 무엇인가이다. 가장 주요 변인으로 꼽히는 것은 교수의 인성인

데， 상담자로서 좋은 자질은 타인에게 편안함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그들의 문

제를 구별하여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Crowder(198l)은 교수가 이

러한 상담자 역할을 할 때의 지침을 8가지를 제시하였다.1.전공 과목뿐 아니라 학생에

게도 관심을 두어라. 2.학생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러한 사인들에 민감해라. 3.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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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가능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라. 4.제3의 귀로 들어라. 5.대화

를 할 때는 간접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해라. 6.학생과의 면담을 비밀로 지켜라. 7.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8. 당신이 줄 수 있는 도움의 선을 제시하라.

1. 학업상담자로서 교수

대부분의 교수들은 임용초기에 학생들과의 면담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교

수들이 학업 조력자라는 새롭게 부과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업문제에 대해

서만 다루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교수는 학생 생활의 중심인 학업의 조력자이자 상담자

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Pennsylvania University 교육상담 분야의 모든 교수들에게 이틀

간의 종합 세미나를 받도록 한다. 이 세미나에서 교수들은 면담에 필요한 과정과 앞으

로 당면하게될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공한다. Weinberg(l983)는 교수와 학생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교수들이

임용과 함께 연수를 받도록 한다. 둘째， 면담교수는 역할의 반은 가르치는 영역， 나머지

반은 지도면담의 영역으로 임무를 부과한다. 셋째， 컴퓨터를 지도떤담에 활용한다는 것

이 그것이다. Iowa State University에서는 교수들에게 학생면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 1·2학년 학생들의 면담만을 담당하는 전담교수를 채용하기도 하였다.

2. 지도교수 면담의 효과

Hardee(1970)은 교수가 학업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때 5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지도교수는 학업에서 학생의 흥미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지도교수는 강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수강계획을 돕

는다. 셋째， 지도교수는 학생의 공부방법， 동기， 독해력， 시험대비와 같은 부분에 도움을

준다. 넷째， 지도교수는 또한 학생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벙법을 개발하도록 돕는

다. 다섯째， 지도교수는 학생의 장기적인 진로를 고려하여 각 학생이 기회를 잘 발휘하

도록 돕는다. Fred(l982)는 교수와 학생이 교수의 학업지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보는 연구에서 강의 전반에 대한 논의， 수강 계획， 학업계획， 개인적 문제， 진로 계획을

그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1) 교수와 학생의 관계와 대학 1년의 교육효과

Spady(l970)는 학생과 교수의 대인관계 양식은 지적 흥미와 관섬의 개발뿐 아니라

객관적인 학업성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ascarella와 Terenzini(1978)

는 학생과 교수가 면담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과 전공에 대한 논의를 한 빈도와 학업

수행과 인성개발이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Patrick (l980)은 Spady의 이

론에 따른 초기 검사를 통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교수들의 변탐 빈도는 학생의 학업



8 師 大 論 龍 (65)

성적과 지적인 면 그리고 언성의 발달과 긍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게다가 초대졸 후의

차이까지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의 질적인 측면은 오직 인성과 지적인 면의

발달과만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관계들은 학생들의 개개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

타났다. 이외에도 교수의 학업지도가 학생의 도덕성 (Wilder,1981) , 학점 (Morehead &

Johnson, 1964)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있다.

2)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많은 논문들이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과 학업 성취와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등의 결과 변인의 관계를 주제로 연구되었다. Tinto(l987)는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학생의 학업과 지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교수와

면담이 활발했던 학생은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Wilson과 동료들

(1975)은 강의 실 밖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원하며 즐기는 교수는 수업시간에도 학

생들과 활발하게 교류한다고 하였다.

3. 학생의 특성과 펼요로 하는 학업지도

많은 연구자들은 학생의 인성 특성과 드러나는 성격이 그들의 면담요구와 어떤 관계

가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 Andrew와 그의 동료(1987)들은 정보， 개인적 지지의

필요와 교수와의 면담빈도는 학생의 정서적 표현과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주장하였

다. 게다가 Weissberg 등(1982)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탐색과 개인적 갈등에 대해

서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원한다고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수의 학생 학업지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는 못하다. 학업 조력자로는 또래에 의

한 것과 교수에 의한 것 두 가지 모델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래의 조력 체제가

실제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Cartensen과 Silberhom(1979)는 교수의 학업 조력이 80%

의 주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수의 학업 조력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고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면담에서 어떠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적 정보가 부족하다. 조력자의 잠재적으로 기본적으로 학생의 학엽

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에서부터 극단적이고 복잡한 개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도울 수 있

다. 이에 따라 연구는 좋은 조력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수

의 관점 (McKinney & h앞twig， 1981), 학생의 관점 (Trombley， 1984)이 무엇이고 그 차

이는 어떠한가(Stickle， 1982)를 보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이라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좋은 면담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관점에는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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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공통적으로 꼽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

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하는 것이다.

Trombley(I984)는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을 정보와 상담이라 명명하였다. 그는 면담자와

학생의 관계가 발전되어감에 따라서 면담욕구가 변화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

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학생은 개인의 학업성적이나 성격 등의 특성에 따라서 면담 요

구가 다를 수 있다. 기존에는 면담체제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대부분이 모든 학생에게

같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Marti와 그의 동료(1987)들은 학생의 개인 특성에 따라 필

요로 하는 학업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에서 도출한 학

엽지도의 두 가지 요인은 정보필요와 개인적지지 필요이다. 보통 높은 정보펄요를 원하

는 학생은 연령대가 낮으며， 보다 정서적인 표현을 잘하는 학생이다. 학점이 낮고 정서

표현력이 높은 학생은 면담자의 개인적 지지를 보다 필요로 한다. 매우 민감하고 정서

적으로 풍부한 학생들이 면담 빈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학생들의 개인 인성에 따라 학

업지도 요구가 다르며 효과적인 면담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펼요하다.

4. 학생과 교수의 면당에서 교육 성향과 선호

근래에 관섬이 집중되는 영역은 어떠한 대학환경이 학생의 학업과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가 잇다. 여기에는 두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학생과 교수의 면담 빈

도와 질이다. 학생들은 대학교수로부터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면담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학생은 이에 따라 학업 수행과 지적 흥미， 대인관계 기술， 진로목표 발전

등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잇다. 게다가 교수는 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합하고 조정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lexitch( 1994)에 의하면 학생들은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상담자에게 받은 조언보다 교수와의 면담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많

은 연구들에서 주장되기를 학생들은 종종 교수들에게서 진로와 학업에 대한 조언 뿐 아

니라 개인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교수들은 또한 종종 학생들에게 강의

에 필요한 정보， 진로선택， 대학원 진학， 개인적 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조언과 정보

를 주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학습지향이 높은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일반적 교육， 의

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에 간다. 이러한 학생들은 전공과 진로선택에 있어

서 흥미， 지적 도전의식 그라고 창의성을 고려한다. 반대로 성적 지향의 학생들은 더 나

은 미래의 진로의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 대학을 간다. 이러한 학생들은 세상을 현실적

으로 바라보며 전공과 진로선택의 기준으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중요

하게 고려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학습지향의 학생들과 성적 지향의

학생들은 떤담에서 서로 다른 것을 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지향이 높은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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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넓은 범위의 학업에 대한 주제와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다.

성적지향 학생들은 최종 결과가 무엇인가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이와는

다르다. Alexitch(1997)는 면담의 선호경향을 면담방식， 대학 정책 탐색， 진로계획， 개인

성장， 학업기술， 학엽계획을 변인으로 이와 학생의 성별， 나이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 면

담 경험， 교육지향 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

들이 원하는 면담의 선호경향은 학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면담 경험， 교육지향에 따라

서 차이가 있었다. 학점이 낮은 여학생은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기본적인 학업기술

에 대하서 도움 받고자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Crochkett와 Crawford(1989)

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결정에 있어서 보다 발전적인 면담을 원한다고 주장하였

다. 여학생은 뿐만 아니라 모든 면담활동에 대해서 남학생보다 높은 선호를 보였다. 학

점이 낮은 학생은 강의에 대한 조언과 학엽기술， 시간관리 기술에 대해서 면담받고 싶

어했다.

ill.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예벼연구

예비 설문은 서울대 사범대 학생 중에서 200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교육심리학’ 강의

를 수강하는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지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

어 있고， 지도교수의 면담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제시되어 되었다. 각 영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유목별로 정리하고 연구자들

의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설문 내용을 구제화하였다

2) 본 조사 연구

예비 연구 결과를 중섬으로 본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본 조사 연구는 서울대 사범대

학생들 대상으로 인성교육 설문지를 제시하였다. 설문지의 중섬내용은 인성교육에서 지

도교수와의 면담에 대한 것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남학생은 75명(41.4%)， 여학

생은 106명(58.6%)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명 (1.1%) ， 2학년

이 95명(52.5%) ， 3학년이 49명(27.1%) ， 4학년이 34명(18.8%)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공과 그 비율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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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공별 학생 수와 비율

학생수(명) 백분율(%)

교육학과 9 5

국어교육과 31 17.1

영어교육과 8 4.4

독어교육과 9 5.0

불어교육과 7 3.9

사회교육과 17 9.4

역사교육과 6 3.3

지리교육과 6 3.3

국민윤리교육과 3 1.7

수학교육과 19 10.5

물리교육학과 12 6.6

화학교육과 6 3.3

생불교육과 9 5.0

지구과학교육과 6 3.3

체육교육과 33 18.2

계 181 100

또한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도교수님을 알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151

명 (83.4%)의 학생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30명(16.6%)의 학생이 지도교수님을 모

르고 았다고 하였다. 지도교수님을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대부분 2학년 학생이며

이중 4학년 학생도 4명 포함되어 있다.

탐구
연

n/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인성교육， 특히 지도교수

와의 면담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제

작되었다. 설문 제작은 [> 선행연구 조사 p 예비설문 제작 P 본 설문 제작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1) 예비설문지

인성교육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설문지 제작에 앞서 인성교육과 학교생

활만족， 대학에서의 도덕교육，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의 영향 등에 관한 연구물틀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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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과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지도교수의 면담에 대한 의견을 불었다.

설문지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면담 활동을 중심으로 한 언성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口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

용 디 바람직한 면담지도교수님 口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내용 口 진로 및 학업 口 개언

적인 문제 口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경험 등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2) 본 절문

본 설문은 예비설문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한 절문지로 각 질문에 대해 4~107~ 의 응

답을 제시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1~5(1-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지의 구성 구체적 항목

사범대 인성교육의 목표 사범대 인성교육의 목표

· 지도교수님에게 기대하는 역할

· 면담을 받고 실은 지도 교수님의 성품

· 지도교수님이 관섬 갖기를 바라는 학교 행사
변담 지도교수

· 면담에서 의논하고 싶은 주제

·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 지도교수에게 받고 싶은

도움

· 학업/진로 선택에서 겪고 있는 고민

· 필요한 학업/진로의 도움
현재의 고민

·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고민을 나누는 상대

·면담 경험 유무

·면담에서 다룬 주제
지도교수와의 면담 경험

· 면담 후 좋았던 점

·면담 경험이 없는 이유

지도교수의 면담이 활성화되지
지도교수의 변담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못한이유

면담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면담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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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결과

본 설문지를 통해 사범대생들이 생각하는 인성교육 응답들을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사범대학의 인성교육 및 인성지도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에 대해 올바른 교사의 자질 함량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참된 교원 양성， 올

바른 사고를 지난 전문인 등의 순으로 응탑하였다. 학생개인의 사회성 발달은 상대적으

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표2>에 개별 순위와 응답비율을 제시하였다.

<표 2> 사범대학의 인성교육 및 인성지도의 목표

1- 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순위 인성교육의 목표

명(%)

1 올바른 교사의 자질 함량

2 참된교원양성

3 올바른 사고를 지닌 전문인 양성

4 전인적인 인격완성

5 학생 개언의 사회성 발달

1 2 3 4 5

3(1.7) 8(4.4) 28(15.5) 61(33.7) 81(44.8)

7(3.9) 18(9.9) 31(17,1) 56(30.9) 68(37.6)

9(5.이 8(4.4) 46(25.4) 66(36.5) 52(28.7)

7(3.9) 21(11.6) 57(31.5) 58(32.0) 38(21.0)

14(7.7) 26(14.4) 60(33.1) 68(37.6) 13(7.2)

뺀
=
때

mm

짧
때μ3

지도교수님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친근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이다. 그에 이어 인생의 스승， 진로 안내자， 교사로서의

본보기， 전문지식 전달자 순이었는데， 각각의 응답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 지도교수님에게 기대하는 역할

4 5

1- 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명(%)

순위 지도교수념에 대한 기대역할 1 32

1 친근한 상담자 9(5.0) 13(7.2) 28(15.5) 65(35.9) 66(36.5)

2 인생의 스승 10(5.5) 12(6.6) 46(25.4) 61(33.7) 52(28.7)

3 진로안내자 13(7.2) 19(10.5) 43(23.8) 55(30.4) 51(28.2)

4 교사로서의 본보기 10(5.5) 24(13.3) 48(26.5) 55(30.4) 44(24.3)

5 전문지식전달자 14(7.7) 16(8.8) 51(28.2) 67(37.0) 33(18.2)

랜
=
댔않
%
μ때
싸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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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담을 받고 싶은 지도교수님 상이 어떤 분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바라는 모습으로

학생에게 관심이 많고 배려하는 교수님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진로에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교수님이라고 하였고， 친절하고 자상한 성품의 교수님을 세 번째

로 꼽았다. 그 외에 학생의 이야기를 질 들어주는 교수님， 전공 분야에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는 교수님을 바란다고 하였다.

<표 4> 면담 받고 싶은 지도교수님

1- 그러하지 않음----5←매 우 그러합 명(%)

순위 면담 받고 싶은 지도교수님 1 2 3 4 5 평균

1 학생에게 관심이 많고 배려함 5(2.8) 1(0.6) 17(9.4) 64(35.4) 91(50.3) 4.32

2 진로의 방향을 제시해 줌 6(3.3) 15(8.3) 27(14.9) 64(35.4) 64(35.4) 3.94

3 친절하고 자상함 성품을 가짐 7(3.9) 8(4.4) 46(25.4) 70(38.7) 47(26.0) 3.80

4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 8(4.4) 11(6.1) 36(19.9) 83(45.9) 39(21.5) 3.76

5 전공 분야의 주관이 뚜렷함 7(3.9) 20(11.0) 47(26.0) 63(34.8) 41(22.7) 3.62

6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함 8(4.4) 15(8.3) 59(32.6) 61(33.7) 33(18.2) 3.55

학교의 여러 행사가운데， 교수님들이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행사가 어떤 것

이냐는 물음에 학회관련 세미나를 가장 우선으로 응답하였다. 선입생 환영회， 흠커밍데

이， MT도 함께 참여하길 기대하는 행사로 응답하였다. 모든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는 정도는 낮은 순위로 응답하였다.

<표 5> 교수님의 관심을 받고 싶은 학교행사

1• 그러하지 않음←→--5-매 우 그러함 명(%)

순위 관심을 받고 싶은 학교행사

1 학회관련세미나

2 신입생환영회

2 흠커밍데이

4 MT

5 축제

6 모든 행사

7 종합체육대회

1 2 3 4 5

11(6 .1) 16(8.8) 55(30.4) 57(31.5) 38(21.0)

11«6. 1) 16(8.8) 55(30.4) 57(31.5) 36(19.9)

14(7.7) 1900.5) 50(27.6) 46(25.4) 46(25.4)

19(10.5) 26(14.4) 57(31.5) 47(26.0) 25(13.8)

20(11.0) 34(18.8) 71(39.2) 33(18.2) 15(8.3)

29(16.0) 33(18.2) 68(37.6) 28(15.5) 16(8.8)

25(13.8) 44(24.3) 67(37.0) 2604.4) 12(6.6)

핸
=
잃짧
짧
뾰
W짧
얘
@때



사범대학에서의 인성교육 효율화 방안을 위한 조사 연구 : 지도교수 면담 지도를 중심으로 15

지도교수념과 면담에서 의논하고 싶은 주제를 물었을 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이

야기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학엽문제와 전공지식 그리고 인생관 및

삶의 전반에 대해서도 높은 응답 비율로 지도교수님과 의논하고 싶다고 탑하였다. 가정

환경 등의 어려움이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6> 면담에서 의논하고 싶은 주제

F 그러하지 않음 --• 5 매우 그러함 명(%)

순위 면담에서 의논하고 싶은 주제 1 2 3 4 5 평균

1 앞으로의 진로 6(3.3) 5(2.8) 19(10.5) 63(34.8) 85(47.0) 4.21

2 학업문제와 전공지식 4(2.2) 5(2.8) 48(26.5) 60(33.1) 61(33.7) 3.95

3 인생관 및 삶의 전반 5(2.8) 15(8.3) 49(27.1) 65(35.9) 43(23.8) 3.71

4 장학금과 기숙사 등 학교생활 30(16.6) 38(21.0) 57(31.5) 29(16.0> 22(12.2) 2.86

5 가정환경 등의 어려움 62(34.3) 58(32.0) 43(23.8) 11(6.1) 2(1.1) 2.05

6 병역문제 103(56.9) 20(11.0) 33(18.2) 6(3.3) 2(1.1) 1.68

현재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것으로 어떤 고민이 있는가를 묻

는 질문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졸엽 후 진로라고 하였다. 교사의 장래성에 대해

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전공공부의 어려움 등이 고민 중 하나라고 응답하였다.

<표 7> 학업 및 진로에서의 고민

1• 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명(%)

순위 학업 및 진로에서의 고민 1 2 3 4 5 평균

1 졸업 후 진로 7(3.9) 12(6.6) 15(8.3) 51(28.2) 95(52.5) 4.19

2 교사의 장래성에 대한 확신부족 20(11.0) 27(14.9) 45(24.9> 43(23.8) 44(24.3) 3.36

3 전공 공부의 어려움 11(6‘1) 37(20.4) 61(33.7) 56(30.9) 15(8.3) 3.15

4 적성과 맞지 않은 현재 전공 56(30.9) 40(22.1) 31(17.1) 32(17.7) 21(11.6) 2.57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학업 및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며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원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 진출에 관한 정보，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 현장의

선배와의 만남， 교사 임용고시를 위한 준비， 어학 연수 빚 유학에 관한 정보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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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학업 및 진로에 문제에서 필요한 도움

1- 그러하지 않음----5-매 우 그러합 명(%)

순위 학엽/진로 필요한 도움 1 2 3 4 5 평균

1 다양한 분야 진출에 관한 정보 7(3.9) 19(10.5) 22(12.2) 57(31.5) 75(41.4) 3.97

2 인생의 선배로서의 조언 11(6.1) 9(5.0) 52(28.7) 63(34.8) 43(23.8) 3.66

3 현장의 선배와의 만남 18(9.9) 25(13.8) 36(19.9) 56(30.9) 44(24.3) 3.46

4 교사 임용고시를 위한 준비자료 27(14.9) 28(15.5) 24(13.3) 43(23.8) 57(31.5) 3.42

5 어학연수 및 유학에 관한 정보 19(10.5) 25(13.8) 47(26.0) 44(24.3) 40(22.1) 3.35

6 교육현장 실습 확대 16(8.8) 33(18.2) 50(27.6) 48(26.5) 32(17.7) 3.26

7 대학원 입학지도 26(14.4) 25(13.8) 42(23.2) 52(28.7) 32(17.7) 3.22

보다 구체적으로 지도 교수님께 바라는 학업과 진로지도가 무엇인가를 붙였을 때， 졸

업 후 진로탐색에 대한 도움을 가장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진로에 대한 교수

님의 경험담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진섬 어린 인간적 대화도 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배들의 진로진출 현황을 알고 사례를 듣고 싶다고 하였고， 현재의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택할 때에도 도움을 받고 싶어하였다. 수강정보나 졸엽정보 그리고

병역 문제에 있어서는 지도 교수님께 기대하는 도움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표 9> 지도교수님께 바라는 학업 및 진로지도

1- 그러하지 않음----5-매 우 그러함 명(%)

순위 교수님께 바라는 학엽/진로지도 1 2 3 4 5 평균

1 졸엽 후 진로탐색 2(1.1) 4(2.2) 27(14.9) 64(35.4) 82(45.3) 4.23

2 진로에 대한 교수님이 경험담 4(2.2) 11(6.1) 35(19.3) 76(42.0) 53(29.3) 3.91

3 진심 어린 언간적 대화 8(4.4) 10(5.5) 35(19.3) 72(39.8) 53(29.3) 3.85

4 선배들의 진로진출 현황과 사례 7(3.9) 15(8.3) 41(22.7) 65(35.9) 53(29.3) 3.78

5 전공과다른 진로선택시 연계와 소개 10(5.5) 19(10.5) 37(20.4) 63(34.8) 49(27.1) 3.69

6 전문적인 지식전달 4(2.2) 25(13.8) 56(30.9) 58(32.0) 37(20.4) 3.55

7 의도적인 대화 기회마련 9(5.0) 18(9.9) 55(30.4) 58(32.0) 37(20.4) 3.54

8 대학원 입학지도 13(7.2) 27(14.9) 57(31.5) 54(29.8) 26(14.4) 3.30

9 수강정보 및 졸엽 학점 정보 39(21.5) 44(24.3) 61(33.7) 25(13.8) 9(5.0) 2.56

10 병역문제 100(55.2) 31(17.1) 24(13.3) 9(5.0) 1(0.6)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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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어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진로선택의 어려움이

가장 두드러진 고민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0>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1- 그러하지 않음 • 5 매우 그러함 명(%)

순위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l 2 3 4 5 평균

1 진로 선택시 어려움 11(6.1) 23(12.7) 33(18.2) 55(30.4) 54(29.8) 3.67

2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움 28(15.5) 43(23.8) 71(39.2) 28(15.5) 6(3.3) 2.66

3 장학금 및 경제적인 어려움 34(18.8) 59(32.6) 41(22.7) 26(14.4) 15(8.3) 2.59

4 적성과 맞지 않은 현재천공 49(27.1) 45(24.9) 29(16.0) 37(20.4) 16(8.8) 2.58

5 대인관계의 어려움 38(21.0) 53(29.3) 48(26.5) 28(15.5) 9(5‘0) 2.53

6 기숙사생활의 어려움 116(64.1) 31(17.1) 19(10.5) 1(0.6) 2(1.1) 1.47

위에서 말한 고민들의 의논상대로는 친구가 가장 많았고 혼자 고민한다는 응답도 높

았다. 대학생활문화원의 상담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응탑하였다.

<표 11 > 고민의 의논 상대

1- 그러하지 않음 5 매우 그러함 명(%)

순위 고민의 의논 상대 1 2 3 4 5 평균

1 친구 7(3.9) 8(4.4) 33(18.2) 77(42.5) 51(28.2) 3.89

2 혼자고민 9(5.0) 17(9.4) 31(17.1) 67(37.0) 52(28.7) 3.77

3 부모님 26(14.4) 48(26.5) 48(26.5) 31(17.1) 22(12.2) 2.86

4 선배 43(23.8) 42(23.2) 36(19.9) 36(19.9) 17(9.4) 2.67

5 목사님 등 종교적 λ승 140(77.3 9(5.0) 10(5.5) 9(5.0) 4(2.2) 1.42

6 대학생활문화원(상담) 132(72.9) 20(11.0) 16(8.8) 4(2.2) 2(1.1) 1.41

앞서서 질문한 개인적인 어려움의 경우 지도교수님이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라는가를 물

었을 때，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 교수님의 경험에 바탕한 조언， 좋은 책을 추천해주거나

학업계획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중

요하며 적절한 공부방법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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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학교생활 고민에 필요한 교수님의 도움

1• 그러하지 않음----5 매우 그러함 명(%)

순위 받고 싶은 교수님의 도움 1 2 3 4 5 평균

1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 9(5.0) 10(5.5) 24(13.3) 64(35.4) 68(37.6) 3.98

2 교수님의 경험에 바탕한 조언 8(4.4) 8(4.4) 42(23.2) 72(39.8) 45(24.9) 3.79

3 도서 추천 및 학업계획관련 조언 11(6.1) 18(9.9) 48(26.5) 57(31.5) 40(22.1) 3.56

4 따뜻한 위로와 격려 15(8.3) 24(13.3) 45(24.9) 59(32.6) 33(18.2) 3.40

5 적절한 공부방법제시 15(8.3) 26(14.4) 49(27.1) 56(30.9) 27(14.9) 3.31

6 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 지도 25(13.8) 25(13.8) 50(27.6) 47(26.0) 28(15.5) 3.16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경혐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109명(60.6%)의 학생이 한번도 없었

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71명(39.4%)은 있다고 답하였다.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이 한 학

기에 가장 많은 경우는 3번이 었고， 대부분은 1회 에 그쳤다.

지도교수님과 면담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면담을 할 때 나누었던 주제가 무엇이었는

지를 물었다. 이에 진로문제 학엽관련 조언， 교수님의 경험담 등의 이야기를 주제로 이

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였다.

<표 13> 면담의 주제

1- 그러하지 않음← 5 매우 그러함 명(%)

순위 면담의 주제 1 2 3 4 5 평균

1 진로문제 8(4.4) 9(5.0) 11(6.1) 20(11.0) 23(12.7) 1.41

2 학업관련조언 16(8.8) 14(7.7) 14(7.7) 19(10.5) 8(4.4) 1.12

3 교수님의 여러 경험담 23(12.7) 13(7.2) 11(6.1) 16(8.8) 8(4.4) 1.03

4 휴학과 장학금문제 29(16.0) 15(8.3) 14(7.7) 5(2.8) 8(4.4) 0.90

5 대인관계 32(17.7) 14(7.7) 16(8.8) 8(4.4) lCO.6) 0.81

6 학생회 사업관련 47(26.0) 14(7.7) 5(2.8) lCO.6) 4(2.2) 0.64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경험으로 좋았던 점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교수님과 가까워지

는 계기가 된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외에도 진로에 대한 생각의 폭의 넓어

진 점，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며， 다양한 정보를 획득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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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면담 후 좋은 점

1- 그러하지 않음 5-매 우 그러함 명(%)

순위 면담 후 좋은 점 1 2 3 4 5 평균

1 교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 17(9.4) 10(5.5) 9(5.0) 24(13.3) 12(6.6) 1.22

2 진로에 대한 생각 폭의 다양화 18(9.9) 15(8.3) 16(8.8) 17(9.4) 6(3.3) 1.07

3 격려와 위로 17(9.4) 15(8.3) 21(11.6) 13(7.2) 6(3.3) 1.06

4 다양한 정보 획득 21(11.6) 19(10.5) 18(9.9) 9(5.0) 5(2.8) 0.96

니〔 대인관계와 리더쉽에 대한 조언 32(17.7) 21(11.6) 12(6.6) 3(1.7) 2(1.1) 0.73

면담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그 이유를 불었는데， 많은 학생이 면담이 비활성화된

전공분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였고， 교수님의 무관심도 면담이 꺼려지는 이유이

며 나의 용기부족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교수님의 바쁜 일정과 권위적인 태도가

면담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변담할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표 15> 면담을 못한 이유

1- 그러하지 않음 5-매 우 그러함 명(%)

순위 면담을 못한 이유 1 2 3 4 5

1 면담이 비활성화된 전공분위기 1(0.6) 4(2.2) 7(3.9) 25(13.8) 60(33.1)

2 교수님의 무관심 4(2.2) 11(6.1) 28(15.5) 20(11.0) 32(17.7)

3 나의 용기부족 10)5.5) 4(2.2) 27(14.9) 37(20.4) 20(11.0)

4 교수님의 바쁜 일정 13(7.2) 8(4.4) 25(13.8) 28(15.5) 22(12.2)

5 교수님의 권위적인 태도 26(14.4) 17(9.4) 24(13.3) 12(6.6) 13(7.2)

6 면담할 문제 없음 35(19.3) 20(11.0) 22(12.2) 7(3.9) 5(2.8)

햄
=mμ
π씨
때mm

띠
띠m
μ

이상과 같이 각 문항에 따른 응답순위와 응답비율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

라 응답순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설문 응답자 중 ‘교육 심리학’을 듣는 수강생 82명 에 게 마지막 문항으로 ‘면담받고 싶

은 내 마음의 스승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첨가하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은 응

답하지 않거나 ‘아직없다’고 응답하였고 원하는 교수님의 이름을 언급한 학생은 5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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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님을 알고 있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들이 응답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 부분은 1)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적성에 맞지 않은 현재의 전공이라는 응답

으로 그 비율에 있어서 지도교수님을 모르는 학생이 (3.37) 지도교수님을 아는 학생(2.42)

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어 려움에 대해서 지도교수님

께 받고 싶은 도움으로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응탑을 한 비율에서도 지도교수님

을 모르는 학생이 (4.38> 지도교수님을 아는 학생 (3.90)이 더 높게 나타났다.

상별의 차이를 보인 문항은 1) 지도교수님에게 기대하는 역할 5개의 문항 모두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기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문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

을 여학생이 (3.67) 남학생 (3.24)보다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2) 면담받고 싶은 지도교수님

의 성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뚜렷한 성향에 대한 선호를 보였는데，

여학생(4.12)이 남학생 (3.69)보다 진로의 방향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교수님을 원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3) 교수님과 의논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진로’라는

응답에서 여학생 (4.43)이 남학생 (3.91)보다 더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4) 현재의 학엽/

진로에서의 고민에 대해서도 여학생 (4. 16)이 남학생 (3.69)보다 졸업후의 진로에 대해 많

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대 사범대 학생을 대상으로 사범대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붙는 설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78명의 사범대생을 대상으로 ‘사범대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예비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학생들이 사범대의 인

성교육， 특히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설

문은 예비설문의 내용과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바람직한 면담지도교수님，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내용， 진로 및 학엽， 개인적인 문제， 지

도교수님과의 변탐 경험 등을 중심으로 학생의 의견을 불었다. 질문지는 각 문항에 대

한 중요도를 1-5로(1 그러하지 않음← 5 매우 그러함)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에는 사범대생 181명 이 참여하였으며 참여학생 중 여학생(58.6%)이 남학생

(41.4%)보다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52.5%)이 가장 많았고 3학년(27.1%) ， 4학년

(18.8%), 1학년(1.1%) 순으로 많았다. 학생의 전공은 사범대 15개 학과에 걸쳐 있으며

국어교육과(17.1%)， 수학교육과(10.5%)， 사회교육과(9.4%) 학생이 다른 과에 비 해 많은

편이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지도교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83.4%)

가 모르는 경우(16.6%)보다 많았다.

본 조사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범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성교육

및 인성지도의 목표는 올바른 교사의 자질함량이나 참된 교원 양성 등과 같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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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특히， 사범대 학생

들이 면담 지도교수님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친근한 상담자 혹은 인생의 스승이라고 하

였다. 이에 비해 전문지식 전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또한 면담을

받고 싶은 지도 교수님의 성품으로도 학생에게 관섬이 많고 배려하는 교수님을 가장 많

이 꼽았다. 이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진로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수님을

바란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지도교수님은 학생들이 상담자가에 기대하는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진

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도움 받을수 있는 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교수님이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학교행사로는 학회관련 세미나， 신입생 환영회， 홈

커밍데이 등을 꼽았다. 지도교수님과 의논하고 싶은 주제로는 ‘앞으로의 진로’가 두드러

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더불어 학업문제와 전공지식， 인생관과 삶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

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학업 및 진로분야에서 가장 큰 고민으로는 졸업 후의 진로를 꼽았다. 또한

교사의 장래성에 대한 확신부족에 대해서도 많은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도움받고 싶은 바는 다양한 분야 진출에 관한 정보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생 선매로서의 조언이나 현장 선배와의 만남도 바란다고 하였다.

사범대생들은 앞선 고민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에게 바라는 바는 졸업 후의 진로 탐

색， 진로에 대한 교수님의 경험담을 듣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진심 어린 인간적 대화

역시 많은 학생들이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의 질문에서의 응답처럼 학생들이 교

수님에게 상담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이 진로에 대하나 도

움임을 나타낸다.

사범대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대인관계보다는 진로선택의 어려움이 많다고

응탑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주로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고 아니면 혼자 고민한다고 응

답하였다. 지도교수님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어떤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수님의 경험에 바탕

한 조언을 듣고 싶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지도교수님과 면담을 해본 학생 (60.6%)이 하지 않은 학생 (39.4%)보다 많았으며 면담

이 경험이 있었던 학생은 대부분 한학기에 한번의 면담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지도교수

님과 면담을 할 때 나누는 주제로는 진로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엽관련

조언이나 교수님의 여러 경험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면담을 하여 좋

았던 점으로는 교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면담 경

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 면담이 활성화되지 않은 전공분위기 때문에 면담을 하기가 어렵

다고 하였으며， 교수님의 무관심， 나의 용기부족도 하나의 이유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사범대에서의 인성교육 일환으로 지도교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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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활성화를 꼽았으며 이를 중심으로 사범대 학생들의 면담에서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사범대생의 요구를 분석한 것으로 성별의 차이는 살펴볼

수 있었으나 학년의 차이는 사례수가 작아 차이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둘째， 면담대상자

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만을 요구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서 면담을 수행하는 교

수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더한다변 효과적인 면담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채택한 리커르트 질문지는 그 속성상 평균치의 편차가 크지 않

으므로 순위의 해석에 보다 주의를 요한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이 았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범대에서의 인성교육 목표는 교사의 자질함량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사

범대에서의 인성교육은 일반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인성교육의 목표인 ‘전인적 인격완성’

보다는 구체화 · 특수화되어 ‘올바른 교사의 자질 함량’ 혹은 ‘참된 교원 양성’과 같은 내

용이 인성교육의 목표가 된다. 문용린(1999)은 전문인 도덕성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직 도덕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교직활동과 관련하여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딜레마를 제시하고 섬사숙고할 기회를 준 후 또래， 선배， 교수들과 토론하

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범대생의 인성교육

은 보다 전문화되어야 하며， 교수님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범대생이 면담교수로써 원하는 상은 친근한 상탐자이다. 학생들은 교수의 모

습에서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배려해 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성품을

기대한다. 하지만 앞서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 집중해온 교수에게는 ‘상담자’라논 또

하나의 역할이 막연하고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신임교수의 경우는 ‘연구자’에

서 ‘교수’로 새롭게 부과되는 역할에 더하여 학생의 면담지도에 시간을 할애하고 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 학생들은 면담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교수님의 무

관심과 바쁜 일정 그리고 권위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

안할 때， 신임교수를 위한 연수에 ‘학생 상담과 지도’를 위한 세미나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교수에게 주어지는 역할 중에서 ‘상담’의 영역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

셋째， 사범대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학엽 및 진로 문제이며 지도 교

수님에게 도움 받고 싶은 부분도 이 영역이다. 이는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실시한

2001년 신입생 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신입생들은 기→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와 입학 후 예상되는 걱정거리를 각각 적성 및 진로에 대한 문제와 학교공부를 1순

위로 꼽았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에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고 현재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졸업 후의 진로’라고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사범대학이라는 특수목적을 가진 곳에 입학하였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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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기대와 달리 진로에 대한 그림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봉환

(1997)의 논의처럼 사범대생들이 교사가 되고 싶은 바람은 강하나 이의 달성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학생들은 또한 진로 고민으로 f교사의 장래성에 대한 확

산부족‘을 많이 꼽았으며， 진로에 도움을 받을 때도 ’다양한 분야 진출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싶다고 답하였다. 학생들은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보다 확선을 갖고자 하며， 교사 외의 진로모색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구하고 있다.

넷째， 위와 같은 진로에 대한 고민의 강도는 여학생이 보다 강하며 지도교수님을 모

르는 학생일 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진로개척이 어려운 현

실에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여학생들은 지도교수님이 진로의 방향을 제시해주

기를 바라는 성향이 보다 강하며 졸엽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고하였다.

다섯째， 사범대에서의 면담지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설문

에 응한 학생 중 지도교수와의 떤담경험이 있는 학생은 60.6%이며 이들 대부분은 한

학기에 1회의 면답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면담지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면담의

의무화’를 적극 원하고 있다 한 학기에 1회 이상의 면담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제적으

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학생틀이 변담을 시도하지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전공에서

의 면담 비활성화 분위기’라고 하였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지도 교

수제를 보다 강화하고 의무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필

요하다면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학점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떤람 의무화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앞서 논의한 교수들의 학생

상담을 위한 연수이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밥이다. 이에 따라 지도 교수가 사범대학

생과의 면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탐지도 원북(Workbook)"을 개발하고 실제 교수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북에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설명

에서부터 면담의 사전 겸사로 활용이 용이한 검사-대학생활적응도 테스트， 진로성숙도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집단프

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도움 받고자하는 친로부분의 활동이 유익할

수 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일생을 두고 하게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진로생애 무지개’를 그려보도록 할 수 있고， 그 동안의 꿈이 어떻게 변해왔고 왜 그랬

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내 꿈의 변천사’ 써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제

시함으로 교수가 상횡에 적절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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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ilitating character education in college of education: With

special regard to faculty advisors

Kim, Dong-it· Kim, Tae-Sun**

The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has been well

documented. For students' character development at college level, faculty members

provide significant role models which serve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professional

community. The student-faculty interactions are so important that faculty members

are often in a position to perform counseling functions as an adjunct to their

regular academic du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tudents' perception of character

education in college of education and to analyze their needs for advice from the

professor. The participants consist of 181 undergraduate students at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 questionnaire contains goal of character

education in teachers' college, desirable personality of an advisor, personal problems,

perceptions of students' advising needs and quality, and the frequency of

student-faculty contact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students regard "being a good teacher" as

a goal of character education in the college of education. They also expect a

professor to be an attentive counselor. In addition, it is critical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on career options. The major problem that the students face in the

university is their long-term career plan. Around 40% of the students never

contacted their professors formally or informally. Much less , about 17% of the

students even don’t know who their advisor is. They have difficulty in making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Graduat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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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professors because professors are so busy and students haγe lack of

courage as well.

To facilitate faculty •student advising sessions, an action plan is needed, including

a) a workbook of advising /counseling programs for faculty members; b) a

compulsory faculty orientation program for all the new-coming faculty members;

c) giving a concrete credit for advi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