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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연구

김 하 연

  본 연구는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요인으로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에 주목하여,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개선 방

안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교육은 오랫동안 학교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자 핵심 기능으로 상정되어 왔고, 특히 최근 들어 사회의 도덕

적·윤리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학교 인성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

리가 보다 힘을 얻고 있다. 학교 인성교육의 강화는 인성교육에 대한 교

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로 직결되는 만큼, 성공적인 학교 인성교육을 위

해서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 인성교육 실행 주체인 교사에 대한 관심은 상대

적으로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교사가 갖추

어야 할 전문성은 무엇이며, 그러한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한 채 인성교육 실행만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

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이론적 토대 검

토 및 개념 규정에서 출발하여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선정 준

거에 따라 추출하여 체계화한 후, 이에 근거하여 현행 교사 교육을 비판

적으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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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이란, ‘학습자의 인성 발달을 위해 인성교육

자로서 내면적 자질을 갖추고, 인성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실제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지식, 기술, 성향 등을 고도로 내면화하여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사의 인성교육 전

문성은 기존의 교사 전문성 논의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본

질적이고도 온전한 의미에서의 교사 전문성으로서 위상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는 실행 주체로서 ‘교사’, 실제 ‘인성

교육 실천’, 인성교육을 위한 ‘환경’이라는 학교 인성교육의 영역을 

선정 준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선정되었다. 첫째, 교사 측

면에서는 내면적 자질로 ‘교육 철학 및 신념, 도덕적 품성’, 둘째, 인

성교육 실천 측면에서는 실제 인성교육 실행과 관련한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자

원 활용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셋째, 환경 측면에서는 

인성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이 선정되었다. 또한 각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에 지식, 기술, 

성향으로 구성되는 열두 가지의 하위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나아가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에 근거하여 인성교육 전문성 신

장을 위한 교사 교육 현황을 진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첫째, 교사 양성 

교육 기관인 교육 대학교와 사범 대학교, 교사 현직 교육 기관으로서 교

육 연수원 중 대표성을 갖는 한 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교육과정 문서 및 

강의 계획서를 분석하였다. 둘째,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교사의 인식

과 교사들이 경험한 양성 및 현직 교육 경험이 실제 인성교육 전문성 신

장에 유의미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법을 활용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기준으로 한 교사 양성 및 현직 교

육과정과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교사의 인식 및 교사 교육 경험을 분

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현행 교사 교육을 목표, 내용, 방법 측면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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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으로 논의하였다.

  경험적 근거에 기초하여 논의된 현행 교사 교육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교사 교육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교사 교육 현황을 비판적으로 논의한 목표, 내용, 방법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교육 목표 개선과 관련하여,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교사

들의 높지 않은 자기 효능감, 영역 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결여한 교사 

교육 과정, 교사의 소속 학교급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자기 인

식 및 교사 교육 경험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인성교육 전문가로서의 이

상적 교사상을 제시하였고,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교사가 정체성을 형성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과정별 

목표의 세분화 및 보완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사 교육 내용 개선과 관련하여, 현행 교사 교육의 내용이 일

부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교육의 내용 선정 원리로‘계열성, 포괄성, 통합성, 차별성’을 제시하였

다. 또한 이러한 내용 선정 원리와 함께 적용도·활용도가 높은 형태의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교사 교육 과정별 내용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교사 교육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현직 교사들이 인성교육 전문

성 신장을 위해 자신의 경험과 동료 교사들의 조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의 실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실습 혹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을 고려하여, 반

성적 실천을 촉진하는 집단적 반성과 협력적 학습을 위한 교사 학습 공

동체의 활용 방안을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와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제안

하였다.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질수록 교사의 인성교육 전

문성은 보다 높게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념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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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계화함으로써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

모하였다. 또한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기준으로 한 현행 교사 교육 과

정 분석과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교사의 인식 및 교사 교육 경험에 대

한 조사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행 교사 

교육을 비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한 후, 실효성 있는 교사 교육 개선 방

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체

계적인 논의를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적 지원에 관한 논의도 포함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

는다. 

주요어: 인성교육, 인성교육 전문성, 교사 전문성, 교사 교육

학  번: 2013-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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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교육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인성교육(人性敎育)은 

학령기 이전의 아동에 대한 가정 교육에서부터 성인들의 성공적인 사회

적 삶을 위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청

소년 인성교육의 경우, 청소년 교육을 전담하는 유일한 공식 교육 기관

인 학교에 그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학교가 인성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인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교육의 핵심 주체로서 

학교의 역할과 교육 본연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학교는 청소년 인성교

육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가 인성교육에 무관심했거나 인성교육에 실패했다는 비판

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이와 같은 비판에 최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교육 목표이자 방향으

로 자리한 ‘창의·인성교육’이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교육 과정1)을 

꿰어 내고 각종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시도 역시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약물 복용, 십대 미혼모, 낙태, 가출, 

살인, 자살 등 늘어가는 청소년 윤리 문제로 인해 학교는 인성교육의 무

력함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에 제기되는 비판과 요구는 2015년 

12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 

실행의 핵심 기관으로서 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의 책임

과 의무를 강화하며, 이를 위한 교육 기관의 지원 체제 확립을 기본 골

자로 한다. 하지만 인성교육을 법제화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

1)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교육의 과정을 의미하는 경우 ‘교육 과정’으로 표기하고, 교육
과정 문서를 의미하는 경우 ‘교육과정’으로 표기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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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고, 인성교육진흥법이 제

시하고 있는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과 그 성격에 대한 교육계의 이견

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학교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사회 구성원

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학교 교육의 전면에 인성교육을 

내세우게 하는 명시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비판하고 학교 인성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교 인성교육 실행의 핵심 주체

인 교사가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러한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대

다수의 교육 주체들이 인성교육의 타당성에 대해 동의하고 또 그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는 현 상황과는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인성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인성교육 실행 주체인 교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 구조, 교권 추락, 사

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개인주의 풍토 등은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교사가 보유한 인성교육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문화적·구조적 요인으

로 지적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사 개인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논의와 그

것들을 신장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던 것이다. 

  학교 인성교육과 교사에 관한 선행 연구에는 이러한 실태가 반영되어 

있다. 학교 인성교육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인성교육에 대한 이

론적 이해에 관한 연구(김민수, 2014; 신차균, 2000; 장성모, 1996; 정

창우, 2015; 한국교육학회, 1998), 인성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혹은 대안 설정에 관한 연구(강선보 외, 2008; 강충열, 2013; 박

병기, 2014; 서덕희, 2012; 윤영돈, 2009; 이인경, 2014; 이종현, 

2014; 천세영 외, 2012; 최준환 외, 2009), 인성교육의 실천 양상을 

분석하거나 비판적으로 접근한 연구(김수진, 2015; 김지자, 2010; 박균

섭, 2008; 엄상현, 2014; 현주 외, 2009; 홍후조 외, 2013), 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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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관련한 연구(김명진, 2007a/2007b; 박소영, 2013; 박종덕, 

2014; 양승실, 2012; 양정실 외, 2013; 장경숙 외, 2015a/2015b)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 개혁 방안’ 발표를 이후로 인성교육의 개념을 체계화하고 

인성교육의 실천 방법을 강구하며 학교 인성교육의 실행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기초로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학교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접근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학교 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방

안을 모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학교 인성교육 실행의 핵심 주체가 교

사임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까지 인성교육 실행 주체로서 교사에 대한 논

의가 비교적 부족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과 관련한 연구는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김국현, 2012/2013; 박

종덕, 2007),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혹은 역량(김

광민, 2001; 정윤경, 2015; 정창우 외, 2016; 조난심, 2015; 윤영돈, 

2015a; 이인재, 2016), 교사 양성 교육 혹은 현직 교육의 교육과정 분

석(정광희 외, 2015; 현주 외, 2013/2014)에 기초하여 교사 교육을 제

안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다. 학교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

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역할을 논의한 연구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포괄성과 체계성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며, 인성교육과 관련한 기존의 

교사 교육 과정 분석에 근거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그마저도 단 세 편(정

광희 외, 2015; 현주 외, 2013/2014)에 불과하고, 교사의 인성교육 전

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교사의 전문성은 실제 학교 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에 틀림없고, 특히 초·중등학교가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유일

한 형식적·공식적인 교육 기관임을 고려해 볼 때, 인성교육 관련 교사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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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연구는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것에 비추

어 인성교육의 실행 주체인 교사들이 인성교육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타당하고 충분했는가

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학교 인성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교사

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주목하고,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은 무엇이며,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재 교사 교육2)이 어떻게 개선되

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교육 전문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넷째,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

성 신장을 위한 교육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 인성

교육 전문성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우선 교사 전문성의 의미를 파악하

고, 현재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한정한 후, 

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념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신장하기를 기대하는 인성교육 전문

성의 의미와 이론적 기초를 분명히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인성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

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한다. 앞서 논의한 인성교육 전문성의 

2) 현행 교사 교육은 목적에 따라 크게 ‘교사 양성 교육’과 ‘교사 현직 교육’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 교육과 현직 교육을 모두 포함하여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을 논의한다. 다만 교사들의 교사 교육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
의 경우 설문 문항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교사들은 ‘교사 현직 교육’이라는 용어
에 익숙하지 않고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현직 교육이 교사 연수라는 지적이 제기
됨에 따라, Ⅴ장에서는 ‘교사 현직 교육’을 ‘교사 연수’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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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그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하여 인성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 

즉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이는 인성교육 실행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

할과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및 역량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지만, 이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현실 진단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교사 교육 과

정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교사들이 인성

교육 전문성에 대해 갖는 인식 및 교사 교육 경험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이후 제시할 교사 교육 개선 방안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연구자의 주관에 의한 임의성과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 교육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제적인 교사 교육 개선 방안을 목표, 내

용, 방법 측면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재까지 교사들이 인성교육 신장을 위해 교사 교육을 어떻게 받아

왔으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때

문에 본 연구는 조사 연구를 통해 교사들의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교사 

교육 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연구 문제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앞서 분석한 교

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현황에 기초하여 교사 교

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작업

에 해당한다. 이는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행 교사 교육 과정, 

교사들이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해 갖는 인식 및 교사 교육 경험을 기초

로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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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성공적인 학교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규명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현행 교사 교육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교

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사 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탐색적 연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탐색적 연구는 

새로운 문제나 쟁점을 제기하고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나 방향’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연구(김구, 2011: 82)로, 본 연구

가 그간 불분명하게 논의되어 왔던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명료화하

고, 이를 토대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다양한 분야의 문헌 연구를 

통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학제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윤리학, 

도덕 심리학, 도덕 교육학, 교육 철학, 교육 심리학, 교육 사회학, 교육 

행정학, 교육 측정 및 평가, 교육 과정, 교육 공학 등 관련 분야의 논문, 

연구 보고서, 단행본 등을 검토하여,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그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는 이론적 토대로 삼을 것이

다.

  둘째,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현황을 분석하기 위

해 교사 교육 기관의 양성 교육과정과 현직 교육과정을 분석하고자 한

다. 교육과정 분석 대상과 범위 선정, 분석 결과의 타당성 확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Ⅳ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셋째,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사 교육 경험의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

자의 주관을 최소화하고 결과의 비교가 용이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설문조사법을 활용함으로써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

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경로, 교사 교육에 대한 만족도 등 교사 

교육 경험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 조사 도구,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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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조사 연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Ⅳ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Ⅱ장에서는 교

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사 전문성’의 개념과 범위를 고찰한 후, 교사 전문성을 이루는 토

대를 지식·기술·성향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 전

문성’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인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고찰한 후 

인성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

념과 성격을 규정할 것이다. 셋째, 최종적으로 교사 전문성과 인성교육 

전문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며 교사 전문성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이 갖는 

위상을 논의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첫째,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선정하기 위한 준거를 설

정할 것이다. 둘째, 윤리학, 도덕 심리학, 도덕 교육학, 교육 철학, 교육 

심리학, 교육 사회학, 교육 행정학, 교육 측정 및 평가, 교육 과정, 교육 

공학 등 인성교육과 관련된 이론을 망라하여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추

출할 것이다. 셋째, 이렇게 추출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선정 

준거에 따라 체계화하여, 최종적으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체

계’를 제시할 것이다. 이는 이후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을 분석하

고 교사 교육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Ⅳ장에서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행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 기관을 

선정하고 각 기관의 교육과정을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기준으로 분석

할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교육 경험 실

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를 모집단으

로 표본을 수집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설문 조사의 결과 분석을 통

해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방법

인 교사 교육의 경험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

정 분석 및 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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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행 교사 교육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Ⅴ장에서는 앞서 체계화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과 현행 교사 교육

의 특징 및 한계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토대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을 위한 교사 교육 개선 방안을 목표, 내용, 방법 측면에서 제시할 것이

다. 교사 교육의 목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인성교

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과정별 목표를 세분화하여 보완할 것

이다. 교사 교육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의 내용 선정 원리를 제시하고, 교사 양성 교육 및 현직 교육

의 내용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교사 교육의 방법을 개

선하기 위해 교사 교육 과정에서 유의미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그것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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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이해

  이 장에서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 교사 전문성의 개념과 범위, 토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인성교육 전문성의 의미를 규명하고, 교사 전문성으로서 인성교육 

전문성이 갖는 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교사 전문성의 의미

  이 절에서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인성교육 전문성이 기존에 이루어진 

교사의 전문성 논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교사 전문성의 

개념과 범위, 교사 전문성의 토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다음 절에서 

논의할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성격을 이해하는 첫 단계

가 된다.

    1) 교사 전문성의 개념 및 범위

  교육학 분야에서 교사 전문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연구는 매

우 드물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사 전문성의 개념 규정을 건너뛴 채 교

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성격, 구성 요소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전문성의 개념을 살펴보는 작업은 전문적인 교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동시에,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의 담

론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보유한 

특성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기능 등을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한 

전문성 연구의 영향을 받았다. Berliner(1988)를 시작으로 1980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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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본격화된 전문적인 교사의 속성과 특징에 기초한 교사 발달 단계 연

구는, 교사 전문성의 개념 및 특징과 그 발달에 대한 기초 연구로 교사 

전문성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 전문성 연구에서와 같이 교사의 전문성 

연구 역시 전문성의 발달에 초점을 두고 ‘초보’교사와 ‘전문’교사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에서 기인하는지에 주목하여 전문성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력의 교사와 초임 교사가 교직 업무 수행 능력에서 보

이는 차이에 기초하여 전문적인 교사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

으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사 전문성의 개념과 내용을 규명해 내

기는 쉽지 않다. 전문적인 교사의 의미는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따라 결

정되고,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자질은 시대 상황과 사회 구조적 변

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신장

시킬 필요가 있거나, 청소년들의 윤리 의식 결여로 인한 문제 혹은 사회 

병리 현상에 직면하면 그 원인과 처방책을 교육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

다. 문제 상황의 원인 혹은 처방을 교육에서만 찾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

려우나, 일면 교육을 통해 예방 혹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다 근본

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는 통상적으로 교사들이 변해

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고, 교사 변화를 요청하는 목소

리는 교사 전문성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있다. 이

로 인해 교사 전문성의 내용은 변화 요구의 배경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교사 효과성, 수업 전문성, 교과 전문성, 교원 전문성’ 등 

유사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교사 전문성의 개념과 그 내용

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능력과 자질을 모두 포함하는 동시에, 시

대·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담론으로서

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사 전문성은 교과 교육 전문성에 국한되어 교과 지식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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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기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교사 전문성에 

대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교사가 가르쳐야 할 교과의 학문 내용을 강조

하는 학문적 접근(academic orientation)과 교사 효과성과 관련된 업무 

영역에서의 행동 범주를 강조하는 교육 공학적 접근(the technological 

orientation)에 주로 치중됨에 따라, 교사 전문성 개념이 교사에게 요구

되는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한명희, 

1997: 174).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

선 첫째, 교사의 주요 업무가 수업으로 인식되고 수업은 교과 내용 지식

의 전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1960년대 대학의 학문 구조가 

학교 교과로 번역되었고(Pinar et al, 1995; 소경희, 2003: 91에서 재

인용) 그에 따라 대학에서의 교사 양성 과정이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이다(소경희, 2003: 91).

  교과 전문성으로 제한된 교사 전문성 이해는 교사로 하여금 학문의 구

조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교과의 내용 지식을 충실하게 습득하여 학생들

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찾게 한다. 그러나 

지식 기반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교사가 보유하는 교과 내용 지식만으로

는 더 이상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과 자질을 교과 내용 지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과 내용 지식의 습득과 전달을 

넘어서 그것의 효과적인 전달을 이끌어 내는 교수 내용 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교사의 교육관 및 신념, 가치관과 태도를 포함한  

인성, 열정, 인내, 책임감, 성실성 등과 같은 교육자로서의 미덕 등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찾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규정되고 있는 교사 전문성의 개념을 

연구자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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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 제시된 학자들의 교사 전문성의 개념 정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이 교과 교육 혹은 수업 전문성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교사 전문성은 교육 목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러한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능력, 태도, 성향, 자질, 

연구자 개념 정의

Castetter
(1986)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

Lange
(1990)

교사가 되기 이전과 이후의 모든 과정 동안 이루어지는 지속적

인 지적, 경험적, 태도의 성장

Englund
(1996)

학교와 교실에서 교육 내용, 학습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능력

한명희
(1997)

교사에게 주어진 업무 상황에서 필요한 능력, 자질, 성향, 가치, 

기술, 행동 양식 등과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을 포함하는 개념

McBer
(2000)

우수한 교사가 보여 주는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행동 패턴

김혜숙
(2003)

교과에 대한 지식, 교과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 능력, 학생 

상담 및 지도 능력, 학급 관리 능력, 교육적 안목·가치관·태

도, 평생학습자로서의 자기 계발 능력 등의 총합

김이경
(2004)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 능력, 기술, 

태도,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및 지적 수월성

과 교사로서의 지속적인 성찰을 유인하는 심층적 특성

이종재
(2004)

학생의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자기의 활동에서 구현할 수 있고,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하고, 교육적 필요를 충족해 교육적 성장

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

고재천
(2008)

훌륭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과 능력

이우태
(2012)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 개인 차원, 조직 차원, 사회 차원에서 요구되어지는 교

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적 능력

과 자질

<표 1> 연구자별 교사 전문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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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행동 양식, 역량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다면적인 개념이

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명희(1997: 178)는 교사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 지

식·기술뿐만 아니라 교육 상황 특유의 요구와 관련된 교사의 인간적·

도덕적·감성적·지각적 능력을 포함해야 함을, 이돈희(1999)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각과 함께 ‘어떻게’일을 해야 하는지,‘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인지하며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업무 

수행 능력을 포함해야 함을(김혜숙, 2003: 95에서 재인용), 최희선

(1999: 10, 157)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 도덕적·사회적 성숙성, 교육

자로서의 인성 및 태도, 동료 교사와의 인화 등을 포괄해야 함을, 김혜

숙(2003: 97)은 현재 갖고 있는 상태에 대한 기술적인 진술뿐만 아니

라 미래에 기대되는 규범적 능력까지 포함해야 함을, 오욱환(2005: 

72-74)은 교사의 전문성을 교과 지식에 국한하지 않고 교수 지식과 기

술, 학생에 대한 지식과 기술, 교육적 열정까지 포함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과거에는 교사의 전문성을 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한‘효율적인 

교수 능력’으로 간주했다면, 오늘날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점과 요

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 지식 외의 다른 요소를 교사 전문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주장이라 할 수는 없다. 교사 전문성의 개념은 상

당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각각에 대한 접근 방법 및 강조점을 달리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 전문성의 개념을 교사의 교

육적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지식과 기술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교사의 태도, 가치관, 인성 등의 내적 측면을 포함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것으로,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및 역량과 상통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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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사 전문성의 토대

  교사 전문성을 이루는 토대는 교사의 업무 영역에서 필요한 전문성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분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는 교사에게 업무 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능력, 자질, 태도, 가치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사 전문성의 토대를 지식(knowledge), 기술

(skill), 그리고 성향(disposition)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의 교

사 교육 인증 평가 협회(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이하 NCATE)가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NCATE(2001: 12)의 발표 이후 교사 전문

성의 토대와 구성 요소에 대한 접근 기준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Leblance, P. R. et al, 2009).

  한편 지식, 기술, 성향이라는 세 요소는 상호 독립적이고 환원 가능한 

요소가 아니라, 상호 연계적이고 순환적인 관계에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지식에 의존하고, 지식과 기술은 성향을 뒷받침하며, 지식

과 성향은 기술을 실행에 옮기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세 요

소의 상호 관계를 유념하며 교사 전문성의 토대로서 지식과 기술, 성향

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지식

  전문가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지식에 대한 논의는 Schulman이 

전문적 지식 기반을 제시한 이후로 보다 활발하게, 보다 체계적으로 전

개되어 왔다. 그는 가르침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 기반

을 7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는데 1) (교과)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2) 일반 교육학 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3) 교육 과정 지식(curriculum knowledge), 4) 교수 내용 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5) 학습자와 그들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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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식(knowledge of learn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6) 교

육 맥락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educational contexts), 7) 교육 

목적, 목표, 가치와 그것들의 철학적·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educational ends, purposes, and values, and their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grounds)이 이에 해당한다(Shulman, 

1987: 8). 

  Shulman의 교사 지식에 대한 논의는 1980-90년대에 걸쳐 교사 지

식을 중심으로 교사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그가 제

시한 PCK 개념은 ‘내용(content)과 교수법(pedagogy)’ 또는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과 교수 지식(pedagogical knowledge)’ 간

의 연결 고리를 제공하여 교과 내용별로 특수하게 존재하는 교수법에 대

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교사 전문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발판을 마련

한 것이었다(조대훈, 2015: 119).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을 제시해 오고 있으나 

범주화를 달리할 뿐 그 종류와 범위는 Shulman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김옥예, 2006; 조동섭, 2005; Grossman, 1990; Fincher et al, 

1994). 그 결과 전문적인 교사는 교과를 잘 가르치는 교사이고, 특히  

교과의 내용 지식과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관련 교수 지식을 잘 알아야

만 잘 가르칠 수 있다고 간주되어 왔다. ‘잘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

다’는 명제는 교사 업무 수행을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체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사

가 갖춘 지식의 ‘성격’에 대한 논의까지 발전시키게 된다. 교사 지식

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은 교과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가르침을 위한 충

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고, 교사의 ‘앎’의 

대상과 성격을 인지 영역으로 제한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전이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우리는 교사의 앎이 훌륭한 가르침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해 왔다. 잘 아는 교사가 잘 가르치지 못할 때 그 원인은 가르치는 



- 16 -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기술 부족, 교수자의 앎과 행동의 불일치 등 다양하게 지적된다. 

교사의 지식이 내용, 대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쉽게 전이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 상황이 일반화 가능하고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 상황은 구성원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이

고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은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교과 내용 및 교육학 지식에 그칠 수가 

없다. 전문적인 교사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능력을 갖추

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성격의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인 교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가르치는 대상인 학습자, 교육 상황을 둘러싼 맥

락,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가치 

등에 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체득하고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영역에 해

당하는 지식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성격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지식은 크게 명제적 지식 혹은 선언적 지식

(propositional knowledge, declarative knowledge)과 절차적 지식 혹

은 방법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과 암묵적 지식 혹은 묵시적 지식(implicit knowledge, 

tacit knowledge)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명제적 지식은 사물, 즉 그 무엇을 아는 지식으로‘know-that’ 혹

은 ‘know-what’으로 표현된다. 교사의 명제적 지식으로는 교과 내

용 지식, 학습자 특성에 대한 일반적 지식, 교육학에 대한 일반적 지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절차적 지식은 수행 방법, 즉 무엇을 할 줄 

아는 지식으로‘know-how’로 표현된다. 교사의 절차적 지식은 교과 

내용 지식과 교육학적 지식, 상황적 지식이 통합된 교수 내용 지식

(PCK)이 대표적이다. 교수 내용 지식은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기술

이자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이 지식은 교사가 교수 행위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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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독자적으로 구성한 방법적 지식인 것이다. 

  한편 명시적 지식은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으며 주의를 기울임

으로써 알게 되는 지식을 의미하고, 암묵적 지식은 언어로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없고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묵시적 성격의 지식을 의미한

다. 가령 우리가 일상에서 걷고,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비록 알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암묵적 지식이다

(Polanyi, 1962: 601). 두 지식은 논리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

지만, 많은 학자들은 명제적 지식이건 절차적 지식이건 모든 종류의 지

식은 어느 정도의 명시적 부분과 어느 정도의 암묵적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Oakeshott, 1962; Polanyni, 1958/1962; Schӧn, 

1983; 장상호, 1994; 허경철 외, 2001: 239-240에서 재인용).

  절차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에 대한 조명은 지식의 종류와 성격을 다양

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 수행을 위한 기술을 구

성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절차와 방법을 안다는 것은 곧 수행

을 위한 기술을 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

에게 요구되는 지식은 교과, 학습자, 교육 상황에 대해 언어로 설명 가

능한 명제적, 명시적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적 실천을 위해 요구되는 교

수 방법, 의사소통, 원만한 관계, 가치와 태도 등과 관련한 절차적이고  

암묵적 지식까지 포함함으로써, 실제로 교육을 실천하는 능력에 해당하

는 기술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게 된다. 다음 항에서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은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갖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술

  기술(skills)은 방법적 지식(know-how)을 의미하거나 또는 축적된 

지식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옥예, 2006: 144). 여기

서 노하우(know-how)란 오랫동안 훈련을 거듭하여 체화(embodie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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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식으로,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수행에 옮길 수 있는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노하

우는 기계적인 앎이나 지식이 아닌, 숙고를 동반한 시행착오의 경험이 

축적된 ‘지혜’에 가깝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기술을 이론적 지식(theoretical knowledge)이 실천적 지

식(practical knowledge)으로 전이되는 것, 즉 ‘아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교사 전문성과 관련된 기술 역

시 교수·학습 방법, 생활 지도, 학급 경영 등의 학교 조직에서 사용하

는 독특한 기술이 실제 수행되고 적용되어 장기간의 경험 속에서 축적된 

방법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옥예, 2006: 144-145). 

  그러나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술은 단순히 수단적 의미만을 갖지 않는

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술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교사의 실천이 교육적으로 적절하고 타당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에 대한 앎과 함께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

단에 대한 앎 역시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교사 전문성

의 토대로서의 기술은 단순히 테크닉에 그치는 수단이 되어서도, 기계적

인 방법적 지식 그 자체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전문적인 교사가 갖추어

야 하는 기술은 이론적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공동선에 기여하는 교

육적 기능 수행을 위한 실천적 지식이자 노하우인 것이다.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실천이자 가치 함

축적 행위라는 점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이 전적으로 수단에 국한

되지는 않는다는 이러한 주장은 Aristotle의 ‘실천적 지식’을 통해 보

다 잘 이해될 수 있다.

  Aristotle은 테크네(techne)와 프로네시스(phronesis)를 두 가지 종

류의 실천적 지식으로 제시하였다(홍윤경, 2012: 196). 두 개념을 구분

3) 체화란 최근 인지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몸과 인지, 몸과 마음을 분
리하지 않고 상황과 함께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Descartes류의 이원론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몸과 마음의 통합
적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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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핵심은 ‘제작’에 관여하는 것인가 ‘행위’에 관여하는 것인가에 

있다. 테크네는 ‘기예’혹은 ‘기술적 지식’으로 번역되는데, 참된 이

성을 동반하여 무엇인가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적 품성 상태’로

(Aristotle, 이창우 외 역, 2006: 209-210), 특정 분야에서 유용한 것

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지식이자 기술에 해당한다. 반면 프로네시스는 

‘실천적 지혜’로 번역되는데, 참된 이성을 동반하는 ‘실천적 품성 상

태’로, 부분적인 것에서 무엇이 좋은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

로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잘 숙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Aristotle, 이창우 외 역, 2006: 209-210). 

  결국 Aristotle에 따르면, 제작과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람직한 

목적에 기여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천적 지혜는

‘좋은 삶’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내재된 실천적 

지식이지만, 기예는 옳지 못한 목적 혹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도 사

용될 수 있는 도구적 지식인 것이다. 따라서 기예는 실천적 지혜의 인도 

하에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으므로, 좋은 삶을 위해서는 실

천적 지혜의 안내 하에 기예를 함께 겸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은 비단 테크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사의 기술은 바람직한 목적에 대한 앎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앎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가령 

테크네가 수업을 능숙하게 설계하고 설계안대로 수업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자 도구적 지식이라면, 프로네시스는 무엇이 올바른 

수업이고, 그러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치 지향적 실천력을 말한다(유영만, 2015: 189). 두 요

소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교사의 실천은 완전하지 못하다. 

교육 목적을 결여한 교사의 실천은 효율적인 가르침을 위한 하나의 테크

닉에 불과하며,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한 실천은 그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은 교육 목적에 대한 앎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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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앎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효과

적인 가르침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전략, 학생 상담 및 생활 지도 

방법, 학급 경영 방법, 학생·학부모·동료 교사·지역 사회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방법 등은 교육적 목적과 수단에 대한 앎을 모두 포함한 기

술이자 노하우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지식에 의존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교육적 실천을 위한 앎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

지와 동기, 품성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

사의 전문성을 위해 ‘성향’이 요청된다.

    (3) 성향

  전문적 교사가 갖추어야 할 성향(disposition)에 대한 논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논의만큼 명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성향이 정

의적인 성격을 가진 개인 내적 측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교사 

전문성의 토대로서 성향은 지식과 기술에 비해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사 전문성 평가 기준으로 NCATE(2001: 30)가 

정의한 교사의 성향 개념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성향이란 학생, 가족, 동료, 공동체를 향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자의 전문적 발달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동

기,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치이자 헌신, 전문적 윤리이

다. 성향은 배려, 공정성, 정직, 책임감, 사회 정의와 같은 가

치와 관련된 신념과 태도에 의해 안내된다. 예를 들어, 성향

은 모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는 신념, 높고 도전적인 기준

에 대한 비전, 혹은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습 환경에 대한 헌

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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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ATE가 제시한 성향의 개념 정의는 ‘신념과 태도’를 의미하는

데, 대인 관계 수준에서의 배려에서부터 보다 넓은 사회적 수준의 정의

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덕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고자 한 것

으로 보인다(Damon, 2007: 366). 즉 교사는 교육에 있어 개인적·사

회적 차원의 ‘도덕적 신념과 태도’에 따라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성

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교사의 성향은 도덕적 ‘가치’, 교

육적 ‘신념’, 헌신적 ‘태도’ 등 교육자로서 내면화할 것으로 기대되

는 정의적 측면과 그것이 일관되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로서 교사의 성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첫

째, 성향은 지식과 기술에 의존한다(Murrell et al, 2010: 9). 교사의 

전문적 성향에 대해 연구한 Murrell과 그의 동료들은 성향을 ‘지식, 기

술, 열정의 교차로’에 비유하며, 기량이 뛰어난 교사의 성향, 지식, 기

술은 서로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며 훌륭한 가르침으로 나타난다

(Murrell et al, 2010: 9-10)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식과 기술은 교사 

전문성의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지식과 기술이 훌륭한 가르침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적 열정과 헌신, 도덕적 신

념과 태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성향은 홀로 

교사 전문성의 지표가 될 수 없다. 성향은 지식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온전하게 개발될 수 있고, 나아가 훌륭한 가르침으로 발휘될 수 있으며, 

가르침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향은 도덕적·윤리적 행동에 관한 것이다(Damon, 2007: 

366-368; Murrell et al, 2010: 11). 전문적 교사는 옳고 그름과 관련

된 도덕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실천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는다. 교사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고자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은 모

두 도덕적·윤리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교사의 신념과 태도는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상실한 교육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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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능 수행 측면에서 뛰어

난 숙달 수준을 보이는 학습자를 배출했을지라도 그 교육 결과는 결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교사의 교육 실천은 미성숙한 인간을 성장시킨

다는 규범적 목표를 지향하고 그 과정 역시 ‘교육적’일 때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성향은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과 관련한다(Murrell et al, 2010: 

12).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이란 ‘교사가 전문가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

식하는가?’, ‘전문적 교사로서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등의 물음과 

관련된 교사의 인지적·정서적 자기 이해이다.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은 

교사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기대’와 ‘개인 내적 의사 결정’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도덕적 행동)’와 ‘무엇을 

하고자 선택할 것인가(윤리적 주체)’라는 전문적 정체성의 두 영역을 

구성한다(Murrell et al, 2010: 12-13). 이렇게 볼 때,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은 역할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에서부터 보다 넓은 차원의 도덕적 

실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교육 실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 

실제로 교과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과정, 생활 지도, 학생 

상담 등 학교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사의 가르침

은 가치 함축적이다. 교사는 자신의 실천과 현재 교수 상황 맥락에 내재

되어 있는 가치를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며, 이러한 안목은 

교사가 수행하는 가르침의 ‘관점’이 되고, 이는 교사로서 갖는 정체성

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넷째, 성향은 개발, 함양될 수 있는 자질이다(Jung et al, 2008:  

651; Murrell et al, 2010: 15). Dewey(1916/1922)는 성향은 곧 교

육 경험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인간의 자질이라고 하며, 생득적이고 고

정적인 성격의 특질(trait), 기질(temperament)과는 달리 습득되고 개

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Jung, E. et al, 2008: 651에서 재인

용). 이는 신념, 가치, 태도, 의지와 같은 인격 요소들은 타고난 특질과 

기질에 머물지 않고 지식과 기술의 학습과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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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향을 지식 및 기술과 함께 지속적으

로 교육함으로써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주요 교육 영역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교사 전문성 논의에서 이러한 교사의 성향을 포함하는 것은 수량화 및 

표준화 가능한 기준으로 전문성을 평가하려는 편협한 접근을 넘어, 교사

의 생득적인 기질과 후천적 경험의 복합적인 결과로 형성된 신념 체계와 

태도 등의 내면적 자질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가시화된 성과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평가함에 

따라, 교사의 정의적·행동적 측면을 간과하고 교사를 일종의 ‘기능

인’으로 간주해 온 경향에 대한 보완이자 전환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교사 전문성의 논의를 토대로, 교사에

게 요구되는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격을 밝히는 등 인성

교육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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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성교육 전문성의 의미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는 그 형태와 이름을 교체하며 꾸준히 이어져왔

다. 특히 최근 들어 창의·인성교육,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

형 인재 양성 교육 등 인성 개념이 또 다른 교육 목적으로 상정되는 용

어들과 탄력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접

근들은 교육 논리에 입각한 충분한 검증과 학계 및 교육 주체들의 합의

를 이루어 내기도 전에 하나의 정책적 목표로서 정립되고 시행되었다. 

교육 논리와 이론적 토대가 불명확한 인성교육의 개념은 새로운 접근들

을 계속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커다란 ‘우산 개념’의 인성교육을 양산하

는 결과를 낳았다. 인성교육이 외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그 본질적 

목표와 성격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적용 가능한 인성교육 개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체들은 각기 

서로 다른 인성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령 도덕, 예술, 문학, 체육 등

의 교육 학계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이렇게 인성교육에 대한 관점, 접근 

방식, 실행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상황은 학교 현장

의 교사들에게 일관된 인성교육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혼

란을 가중시킨다. 인성교육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통

된 개념의 부재는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합의와 근거가 부실한 인성교육 담론은 자연히 그 방향성이 모호하게 

되어 인간성과 관련한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산 개념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교육 담론의 가장 큰 화두인 인성교육의 개념이 사회

적 합의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타당한 이론적 근거

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개념

을 도출하는 작업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인성을 구성하는 요

인이 다양한 만큼 인성교육의 대상과 목표점은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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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인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교육의 방법과 정도가 

다르게 처방될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 전문성을 규정하기에 앞서 인

성 및 인성교육의 올바른 개념 이해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인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 인성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살

펴보고 이를 토대로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념과 성격을 도출함으로써 교

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교육 전문성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1) 인성의 개념 및 구성 요소

    (1) 인성의 개념

    

  인성(人性)은 인간의 성품 혹은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

동 특성을 일컫는데, 여기서 ‘성품(性品)’이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

이를 뜻한다(국립 국어원, 2016). 인성을 ‘인간의 성질이나 됨됨이’

로 해석할 경우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성품을 의미하게 된다. 

반면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으로 해석하게 되면 

전자에 비해 규범적인 어조가 약화되고, 보다 가치 중립적인 ‘성격’으

로서의 의미에 더 가까워진다.

  인성에 대한 이러한 의미 차이는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간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성은 ‘character’ 혹은 ‘personality’로 번

역되는데 전자는 가치 함축적이고 규범적인 의미를, 후자는 가치 중립적

이고 타인과는 차별화되는 특수한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개념

은 ‘morality’와의 관계 속에서 그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character’에는 ‘personality’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도덕적 함

축이 있으나 ‘morality’보다는 인간관계와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

치는 것들이 보다 폭넓게 반영되어 있기에 personality – character - 

morality의 순으로 도덕적 어조(moral tone)가 강해진다(정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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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7-68). 결국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성이라는 용어는 이 중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personality와 

character가 혼합된 것으로서 ‘인간의 바람직한 성향’을 뜻하고(추병

완, 2004a: 826-827), 이는 인간다운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의 성격, 

성향, 심성, 성품, 자질, 덕성, 인격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다운 가치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

향하고 성취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규범이라는 점에서, 인성의 중심에

는 도덕성이 자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인성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노력은 인성의 어떤 측면에 중

점을 두어 강조하는가에 따라 그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였지만, 대체적으

로 앞서 논의한 인성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인성 개념을 연구자에 따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인성의 개념

황응현

(1992)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행동 및 태도, 동기, 

경향성, 인생 과정들의 총합. 사람들에게 있어 시간과 상

황에 걸쳐 지속되는 독특한 구조이며, 인성은 어떠한 경험

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 포함

이근철

(1996)

좁게는 도덕성, 사회성, 정서(감정) 등을 의미하고, 넓게는 

지·덕·체 또는 지·정·의를 골고루 갖춘 전인성

한국 교육학회

(1998)

인성은 사람의 바탕이 어떠하며 사람 된 모습이 어떠한지

를 말하는 개념으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

남궁달화

(1999)

인간의 성품으로, 성품은 인간의 성질(性質)과 품격(品格)

으로 구성됨. 여기서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

람됨의 바탕

조난심 외

(2004)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특질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인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화

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

<표 2> 연구자별 인성의 개념(정창우, 2015: 70에서 일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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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철학, 심리학, 교육학 등 연구자마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토대로 인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

미 교육부

(2007, 2008)

존중, 공정성, 보살핌 등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책임감, 

신뢰, 시민성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정서적, 지적, 도덕적 자질은 물론 이러한 자질들이 친사

회적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을 포함

조연순

(2007)

자신의 내면적 요구와 사회 환경적 필요를 지혜롭게 잘 조

화시킴으로써 세상에 유익함을 미치는 인간의 특성

강선보 외

(2008)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인 인간다운 성품, 인간 본연

의 모습, 인간다운 품성, 인격

교육과학기술부

(2012)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역량으로 도덕성, 사회성, 

감성

박성미 외

(2012)

인간이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심성과 사회적으

로 갖추어야 할 가치 있는 인격 및 행동 특성

천세영 외

(2012)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품성과 역량

양정실 외

(2013)

인간다운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덕성과 시민

윤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참된 본성과 전인성의 토대 위에

서 미래 사회를 위한 도덕적, 사회적, 감성적인 소양을 일

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태

박병기 외

(2014)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 과정

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만한 성격 및 본래적으로 갖추

고 있을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선한 본성

현주 외

(2014)

긍정적이고 건강한 개인의 삶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질과 역량

정창우

(2015)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및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이인재

(2016)

긍정적이고 건강한 개인의 삶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품성과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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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 연구자별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표현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

양하게 이루어진 인성의 개념 정의 속에는 ‘인간다움, 바람직함, 선

(善)함, 변화 가능성, 친사회성’이라는 공통된 이해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성이 본질적으로 도덕성, 정서 혹은 감성, 사회성, 교

육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인성교육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 인성을 ‘전인(全人)’과 같은 폭넓은 개념으로 접근하

기보다 가치 중립적인 측면은 배제한 ‘도덕성’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인성교육의 본질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성장’이라는 도

덕적 가치 지향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고, 가치 중립적인 차원의 인성

교육의 타당성과 그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

문이다. 또한 가치 중립적인 성격(personality)으로서의 인성 개념을 적

용할 경우, 유교와 불교를 배경으로 한 우리의 전통적 인성 개념과 충돌

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의 목표가 원만한 성격 형성 정

도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박병기, 2014: 36).

  실제로 우리 교육의 담론에서 ‘인성교육’의 개념과 성격을 명료화하

기 위해 논의되는 인성 개념은, 가치 중립적인 성격적 특질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대변되어 온 군자(君子)와 붓

다(buddha)의 인성에 훨씬 가깝다. 보다 자세히 논의하면, 군자의 덕성

(德性)과 붓다의 불성(佛性)은 도덕적 옳음과 선(善)함의 실천에 그 핵

심이 있다. 오늘날 도덕적 옳음과 선(善)함을 추구하는 삶은 곧 자신의 

내면과 행위에 대한 성찰,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동체적 사안에의 

적극적인 참여,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헌신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

는데, 민주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시민적 덕성으로 논의되기도 하는 이

러한 삶의 바탕에는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인정해 온 훌륭한 인성의 

본질인 ‘도덕성’이 자리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에 접근할 때, 인간으로 하여금 내면화하

고 함양하기를 기대하는 바람직한 가치 및 규범인 ‘도덕성’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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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 맥락 및 교육 담론에서 논의되는 인성 개념과 

실제 교육 실천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타당한 접근이라 하겠다.

    (2) 인성의 차원 및 구성 요소

  인성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는 인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만큼이나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인성의 차원에 대한 대표적인 이해는 도덕성, 사

회성, 정서라는 인간의 심리적 차원 중심의 접근이다. 1995년 교육 개

혁 위원회(1995: 46)에서 제시한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인성을 도덕성, 사회

성, 정서 등으로 제시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러한 구분은 심리학적 관

점에 근거한 것으로(강선보 외, 2008a: 201; 윤영돈, 2009: 130; 장성

모, 1996: 8; 정창우, 2013: 85), 인성의 총체적이고 통합적 성격에 주

목하기보다는 인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기술(記述)적 분석에 가깝다.

  이후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인성이 다양하게 조명되어 왔는

데, ‘도덕성, 사회성, 정서’라는 세 가지 심리적 차원을 중심으로 인성 

관련 요소들이 가감되고, 요소 간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논의하는 양상

을 보여 왔다. 가령 인성의 차원으로 유병열(2006: 220)은 도덕성, 사

회성, 순화된 정서와 원만한 자아 개념을, 강선보(2008a: 199)는 사회

성과 정서를, 천세영 외(2012: 51)는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정창우

(2013: 86-91)는 도덕성을 중심으로 사회성, 정서, 자아 정체성을, 윤

영돈 외(2015: 38)는 도덕성, 사회성, 정서에 더하여 상상력을 제시하

였다. 인성의 차원에 대한 연구자별 이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인성의 심리적 차원

교육 개혁 위원회

(1995)
체계화된 인성은 곧 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으로 구성

<표 3> 연구자별 인성의 심리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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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논의의 흐름은 인성을 점차 도덕성을 중심으로 사회성, 정서, 

자아 정체성 등의 심리적 차원이 상호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성 개념에서 ‘도덕성’

이라는 구심점을 설정하지 않은 채 창의성, 정서, 사회성, 상상력, 영성, 

개성 등과 같은 개념들을 열거하게 되면 개념 간의 기능이 통합되기 보

다는 단순한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해 질 수 있고, 인성의 개념에는 궁극

적으로 우리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 및 품성과 자

질이 내포되어 있기에 인성의 핵심적인 차원은 도덕성과 관련되는 것(정

창우, 2013: 85)이라는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성과 관련한 최근 논의 중에는 인성의 차원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체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성 개념의 본질에 보다 가깝게 접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에 논의되

고 있던 인성의 심리적 차원을 중심으로 구성 요소를 보다 풍부하게 분

석하거나, 심리적 측면을 포함하여 교육학, 철학 등의 학문을 기반으로 

인성의 차원을 재구성하고 각 인성 차원을 이루는 요소를 가치·덕목과 

역량으로 분류하는 시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다차원적·통합적인 

인성을 체계화하려는 시도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여 연도순으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유병열

(2006)

건전한 도덕성, 사회성, 순화된 정서, 원만한 자아 개념 

등으로 구성

강선보 외

(2008a)
인성은 사회성과 정서를 내포

천세영 외

(2012)
인성은 사회성, 도덕성, 감성으로 구성

정창우

(2013)

인성은 구심점에 해당하는 도덕성을 중심으로 정서, 사

회성, 자아 정체성의 차원으로 구성

윤영돈 외

(2015)

인성의 구성 요소는 보편적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

로서 도덕성, 사회성, 감정이 있으며, 개인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담아내기 위한 상상력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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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성의 차원 및 구성 요소

박성미 외
(2012)

■ 개인 가치 :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
              (긍정적 생활 태도, 심미적 소양, 도덕적 판단력)
■ 대인 가치 :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치
              (타인 이해와 사랑, 타인에 대한 용서와 관용)
■ 사회 가치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사회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세계 시민 정신)

천세영 외
(2012)

■ 도덕성 :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
인지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책임 있는 의사 결
정을 하는 능력

■ 사회성 :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타인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파악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유
지하고 소통하려는 능력

■ 감  성 : 자신의 강점, 약점, 흥미, 능력 등을 파악하며, 개인
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생각
과 행동을 조절·실행하려는 능력

역량 핵심 덕목
도덕성 핵심 가치 인식, 책임 있는 의사 결정 정직, 책임
사회성 사회적 인식, 대인 관계 공감, 소통
감성 자기 인식, 자기 관리 긍정, 자율

<표 5> 인성의 차원별 역량 및 덕목(천세영 외, 2012: 53)

김국현
(2013)

■ 도덕적 인성 : 좋음과 옳음을 추구하려는 성향
■ 시민적 인성 : 참여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성에 필요한 지식, 

기능, 덕, 헌신
■ 지적 인성 : 마음의 습관, 사고의 유형, 사고하려는 성향
■ 수행적 인성 : 개인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성

향, 덕, 자질

지은림 외
(2014)

■ 도덕성 : 정직, 책임, 준법(윤리)
■ 사회성 : 공감(배려), 소통(개방성), 봉사(협력)
■ 정서성 : 자기 이해, 자기 존중, 자기 조절

정창우
(2015)

■ 지적 인성 : 바람직한 사고와 관련된 덕과 인성 역량
■ 도덕적 인성 : 바람직한 내면 및 인간관계 형성과 관련된 덕

과 인성 역량
■ 시민적 인성 : 바람직한 시민성 발달과 관련된 덕과 인성 역량

인간다운 성품(덕성) 핵심 인성 역량

지적 
인성

지적 덕목 지적 인성 역량

(실천적) 지혜 등
도덕적 문제 해결 능력
(도덕적 추론 능력) 등

<표 6> 인성의 요소(정창우, 2015: 74)

<표 4> 연구자별 인성의 차원 및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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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세영 외(2012: 53), 지은림 외(2014: 159)는 인성의 심리적 차원

에 해당하는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중심으로 덕목과 역량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반면 박성미 외(2012: 43), 김국현(2013: 135), 정창우

(2015: 74)는 각각 상이한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인성의 다양한 기반을 

망라하여 인성을 크게 개인 내적, 대인 관계적, 공동체적(시민 사회, 국

제 사회 등) 차원을 중심으로 인성을 재구성하고 각각을 구성하는 가

치·덕목, 역량 등을 추출하여 체계화를 시도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덕목(virtue)이란 통합적이고 추상적인 덕(德)을 구체화한 명

목으로, 덕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성품’이다. 덕은 동·서

양의 오랜 윤리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도덕적 실천을 위

한 판단, 의지, 행위와 관련된 지식과 성향과 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덕은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며, ‘덕스러운 성

품’을 갖출수록 훌륭한 인성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편 핵심 인성 역량(core character competency)이란, 인성교육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적·도덕적·친사회

적 핵심 역량으로, 이는 학교 교육 담론에서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여기서 핵심 역량은 ‘능력, 지식, 이해, 행동, 기술, 경험, 동기’와 같

은 요소를 망라하는 개념으로, 성공적인 사회적 삶을 달성할 수 있는 성

향이자 능력에 해당한다(Klieme, 2004: 66). 

  핵심 역량에 대한 주목은 기존의 학교 교육이 지식에 대한 인지적 이

해에 그치거나 새로운 상황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죽은 지식(inert 

knowledge)’을 가르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적 
인성

시민적 덕목 시민적 인성 역량
인권 존중, 준법, 협동, 
(사회적) 책임, 정의 등

공동체 의식, 다문화-세계 시민 의식, 
환경 윤리 의식 등

도덕적 
인성

도덕적 덕목 도덕적 인성 역량
성실(정직), 용기, 절제, 
배려, 예(禮), 효(孝) 등

도덕적 자기 관리 능력, 긍정적 태도, 
도덕적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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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에서의 수행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핵심 역

량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할 때, 핵심 인성 역량이란 인성 친화적인 지

식과 기술, 태도를 갖추고 상황 맥락을 이해하며, 도덕적이고 친사회적

인 동기로부터 바람직한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지적·정의적·실

천적 능력의 총체라 하겠다.

  오랜 철학적 전통에 기반을 둔 ‘덕목’과 최근 심리학 및 교육학의 

맥락에서 등장한 ‘역량’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역량’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성격이 강

하기에 ‘인성 역량’으로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하고, ‘덕’은 행위 성

향의 측면과 함께 실천력을 포함하는 행위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덕

이 인성 역량을 포함하여 선을 동기화한다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으로 받

아들여진다(현주, 2014: 36-37 참고). 여기서 역량을 다분히 가치 함

축적인 인성 역량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덕목은 인성 역량에 행

위의 지향성을 제공하고 인성 역량은 덕목의 실천력과 수행력을 강화하

여 구체적인 행위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촉진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정창우, 2015: 72).

  결론적으로 인성교육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인성은 심리적 차원만을 고

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철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폭넓은 기반을 토대로 

그 차원을 논의할 때 도덕성을 핵심으로 하는 인성의 본질에 보다 가까

워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가치·덕목과 역량을 포함하는 최근

의 담론을 통해 인성의 차원과 그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성은 철학, 심리학, 교

육학 등을 토대로 하는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개인적·관계

적·공동체적 삶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요청되는 바람직한 

덕과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인성교육의 개념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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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성교육의 개념

  인성에 대한 여러 개념 정의에 기초해 볼 때, 인성교육의 궁극적 지향

점은 바람직한 인성 함양, 즉 인간다움을 가르치고 인간다운 존재를 길

러내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다. 인성교육의 최종 목표는 인성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인간다운 성품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

하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성의 차원 및 구성 요소가 다양한 만큼 인성교육의 개념에 대

한 다양한 견해 역시 존재한다. 인성을 성격으로 볼 것인가, 인격 혹은 

성품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교육적 접근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1995년 교육 개혁 위원회의 ‘5.31 교육 개혁 방안’ 발표 이후 인성

교육은 성격 심리학의 관점에서 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 인성의 각 심

리적 차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으나, 최근 인성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맥락4)과 인성교육의 지나친 외연 확장의 문제에 따라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개념 합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성의 개념과 인성교육의 목적을 분석하여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

규범에 초점을 두고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

어지고 있다(강선보 외, 2008; 김명진, 2007a; 김민수, 2014; 남궁달

화, 1999; 신차균, 2000; 유병열, 2006; 이인재, 2016; 이철주, 2014; 

장성모, 1996; 정창우, 2013/2015; 조난심 외, 2003; 조연순, 2007; 

천세영 외, 2012; 현주 외, 2009). 이러한 시도는 가치 중립적인 성격

적 차원 보다는 인성이 갖는 도덕적 가치 지향과 규범성에 주목하여 교

육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라 하겠다. 

4)  2015년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인성교육 강화 기본 계획에는 학교 인성교육 강화의 
배경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는 국민의 48%가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를 가
장 시급한 교육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연구 결과를 인용하
며, 인간의 존엄성,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통해 성숙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성과 가치·도덕 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인성교육 강화의 추진 배경으
로 설명하고 있다(교육부, 2015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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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논의된 인성교육의 개념 중 대표적인 것을 학자별로 정리하

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인성교육의 개념

남궁달화

(1999)

지, 정, 의를 조화롭게 발달시켜 마음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의 교육

신차균

(2000)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 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인간으

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품성을 형성하는 교육

조난심 외

(2003)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품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김명진

(2007a)

인간성을 기르는 교육,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 사람을 사

람답게 하는 교육

조연순

(2007)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여 사회와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

는 인간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교육 

강선보 외

(2008)

인간다운 품성인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이며, 인간이 갖추

어야 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성취하는 것

현주 외

(2009)

학생들로 하여금 존중, 정의, 민주 시민적 자질, 자기 자신

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 등의 핵심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는 학습 과정이며, 이를 토

대로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보증하는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게 하려는 것 

천세영 외

(2012)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마땅히 지녀야 할 능력으

로서 품성과 역량을 가르치고 길러주는 교육

정창우

(2013/2015)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

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주는 일

미 교육부

(2014)

긍정적인 인성 발달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존중, 정의, 

시민적 덕성 및 시민성,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 등

과 같은 핵심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며, 실

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과정

이인재

(2016)

가족, 친구, 이웃, 지역 사회, 국가,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

로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의 습관화를 위한 일련의 교육

<표 7> 연구자별 인성교육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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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을 ‘학습자들의 바른 인성, 인간다운 성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목소리는, 인성교육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발전하여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인성교육진흥법은 그간 논

의되어 온 인성 및 인성교육의 의미를 함축하여, 인성교육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2015a: 1).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

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

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

사소통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

다.

  학교 인성교육의 지침이 될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개인 내적 

측면의 인성이요, 둘째는 사회적 측면의 인성이 그것이다. 인성교육을 

함에 있어 기대되는 효과는 개인의 내면적 건강도 있지만, 나아가 그것

을 토대로 타인 및 공동체, 자연과의 원만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

며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이해는 도덕적 

삶을 위해서는 개인적 인격에 대한 관심에 해당하는 사적 도덕성

(private morality)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정치적·공동체적 삶에서의 

도덕적 의무에 해당하는 공적 도덕성(public morality)이 요구된다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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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철학 및 심리학의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의 인성을 포함하는 시도

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 가치 덕목과 역량

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가령 공정성과 공평성에 대한 지향, 권리의식 

등을 기초로 하는 ‘정의(justice)’와 같은 덕, 사회 질서와 존립의 바

탕이 되는 법과 도덕, 의무 준수를 포함하는 ‘준법’과 같은 덕이 명시

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측면의 인성을 충분히 포함해 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게 한다. 또한 핵심 인성 역량 역시 단순히 소통 

및 갈등 해결과 같은 몇 가지의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삶, 

관계적 삶,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종류의 

덕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의식과 자세, 태도, 능력 등을 포괄

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학문적 논의를 충분하게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비판

을 받기도 하며, 현재 인성교육진흥법의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

지고 있다(김녕, 2016; 박혜경, 2015; 장승희,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규명함에 있어 앞으로 

학교 인성교육에 구속력을 갖게 될 인성교육진흥법의 개념 정의를 따르

되,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포함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핵심 덕목과 역량에 대해서는 보완하며 접근

하고자 한다. 즉 인성교육을 도덕적·친사회적 가치 지향을 함축하고 있

는 일련의 교육 활동으로 이해하되, 개인 내면의 인성 함양에만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의 

인성을 포괄적으로 신장하는 교육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2) 인성교육의 범위

  인성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인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과 요

인 중 핵심을 무엇으로 간주하는가는 인성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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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교육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과 

관련된 핵심 가치·덕목 및 인성 역량을 신장하고자 하는 일련의 형식

적·무형식적 교육 과정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도덕성을 중심으로 한 인성의 차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김

국현, 2013; 정창우, 2015)를 반영하여, 인성교육의 범위를 인성 발달

을 촉진하려는 지식 교육, 시민 교육, 도덕 교육 영역으로 범주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지식 교육은 인성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온 경

향이 있다. 이는 학업과 인성은 비례할 수 없다는 오래된 선입견이자 오

해와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지식 교육의 목적이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왜곡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식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의 지식 교육은 곧 학문 교육으

로 정착되어, 학문 탐구의 결과를 반영한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교육으

로 이해되었다. 그 결과 학교의 지식 교육은 탐구 방법과 과정은 생략된 

명제적 지식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의 지식 교육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 지식이 담고 

있는 가치와 지식이 자신의 삶에 갖는 의미 등을 함께 학습하는 것에 있

고, 그러한 지식을 내면화하여 삶에 적용하는 것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

다. 따라서 지식 교육이 지식을 탐구하고 결과를 수용하고 해석하며 삶

에 적용하는 등 지식에 대한 자세와 태도까지 포함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때, 지식 교육은 인성교육의 일부가 된다고 하겠다.

  실제로 학습자가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구되는 지식이 존재한다.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치 및 관계 갈등 상

황에서 올바른 판단과 대처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 친사회적 가치, 도덕

적 규범 등 기초 소양에 해당하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

식 교육과 인성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식 교육의 과정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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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이 실행되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지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학습된 지식이 실제 학생의 삶에서 인성 친화적으로 활용될 것

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교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 수업은 반드시 인성교육이라는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민 교육은 인성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자 목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앞서 인성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타인·공동체·자연

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에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성품과 역량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

가기 위해 요청되는 자질로 시민성(citizenship)을 의미한다. 시민성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시민권)를 갖는 것과 시민으로서의 의무·책임(시민

적 예의와 교양), 의식(신념)과 행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전자는 인

권·시민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도덕성·인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심성보, 2015: 168) 

  인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 만들기’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차원, 즉 ‘인간다운 인간 만들기’에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 범위의 시

민 교육은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도덕성과 인격을 강조하는 시민성 교육

이 중심이 된다. 이때의 시민성은 도덕적·윤리적 의미가 내포된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으로, 공적 영역 혹은 공동선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 등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 의식, 자질, 덕성 등을 의미한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

은 물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삶, 즉 바람직한 공동체적 삶

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교육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자아 

개념을 확립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 이해를 

토대로 공동체에 갖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덕과 역량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곧 타인, 공동체와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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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형성하고 발전시키는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이

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핵심으로 하는 정체성을 

확립한 개인은, 앞으로 발생하는 학습을 포함한 모든 경험을 공동체의 

맥락에서 소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시민 교육이 단순히 사회 질서와 체제 유지를 위한 개인의 문화화

(enculturation) 혹은 사회화(socialization)에 그쳐 순응적인 구성원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goods)을 유지·발전·개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사회 구성원이 적극적이고 비판적이며 변화 지향적

인 존재가 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학교 인성교육은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 내면에 대한 교

육에서부터 사회적 삶을 지탱하는 시민적 덕성 함양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포괄해야 한다. 가령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 주체적이

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 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의 함양 등이 추구되어야 하며, 교육

의 장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 소수 의견의 

존중, 그리고 공동체적 사안에 적극적인 참여 등(강선보 외, 2008a: 

288)과 관련한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교과 교육, 범교과 교육, 무형식

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학교 교육 과정이 인성교육에 속한다.

  한편 ‘인성의 핵심은 도덕성’이라는 본 연구자의 인성에 대한 이해

를 적용하면 ‘인성교육의 핵심은 도덕 교육’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바람직한 인성 함양’이라는 인성교육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가

치 지향을 함축하고 있기에, 반드시 도덕 교육을 그 핵심으로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은 ‘인간됨’교육으로, 반드시 도덕성과 결부

되어 있지 않은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 가령 건강한 내면과 원만한 사회

적 관계 유지에 반드시 요청되는 사회적·정서적 기술과 역량은 사회적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 도덕적인 삶을 담보해 줄 수 없

고 때로는 부도덕한 삶의 효과적인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도덕 교육과 인성교육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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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을 갖춘 개인의 판단과 행동은 모두 도덕적 지향을 함축하고 이루어

지며,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성교육을 요청할 때 

그러한 목소리의 중심에는 도덕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성의 심리

적 차원에 해당하는 사회성, 정서, 자아 정체성 등은 모두 도덕적 지향

을 가지고 신장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인성의 중요

한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인성교육

을 위한 도덕 교육은 개인의 도덕적 자아 정체성 형성을 시작으로 하여, 

가치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도출할 수 있는 도덕적 탐

구·반성 능력을 신장하고, 사적 도덕성뿐만 아니라 공적 도덕성을 신장

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역량을 기르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화와 발달이라는 도덕 심리학적 

축을 넘나들며, 도덕적 가치·덕목을 내면화하는 동시에 정의(justice)

와 같은 사회 구조적 도덕성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도덕성을 함

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덕 교육의 주요 영역이자 방법으로 도덕 교과를 설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덕과 교육은 그 자체로 한 형태의 도덕 교육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공교육 체제 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도덕 

교육의 형태이기도 하다(박병기 외, 2007: 57). 이와 관련하여 국가 교

육과정은 인성교육 핵심 교과로서 도덕 교과의 위상과 성격을 다음과 같

이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c: 3-4).

1.  도덕과는 학교 인성 교육의 핵심 교과이다. 도덕적인 인

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중첩된 인간상을 지향점으로 

삼아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인성의 기본 

요소인 핵심 가치를 확고하게 내면화하고, 학생의 경험 세

계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둘러싼 현상을 탐구하고 내면의 

도덕성을 성찰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추구하는 ‘도덕함’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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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이다. 

2.  도덕과는 학교가 인성 교육의 중심축 역할을 해 내야 한

다는 시대적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바람직한 인성

의 핵심인 도덕성 발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사회

적 건강을 제고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타 교과 및 학교생활 

전반을 통한 인성교육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도덕과의 성격은 도덕 교육 차원의 인성교육의 범위를 제시하

고 있다. 인성교육을 위한 도덕 교육은 도덕적 존재로서 개인의 인성뿐

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다시 말해 인성교육의 일환인 도덕 교육은 일상적 삶에서 무엇

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며 행동하는데 필요한 가

치·덕목을 내면화하고, 자기 내면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현상에 대한 도덕적 탐구 및 성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

록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해 보면, 인성의 지적·시민적·도덕적 요소를 신장하기 위한 교

육은 각각 지식 교육, 시민 교육, 도덕 교육으로 접근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각 요소에 대한 교육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통합적 

인성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인위적인 삼분법적·환원적 

접근은 각 인성 요소 간의 긴밀한 상호 연관 관계를 간과하게 되고, 그 

결과 각 인성 요소에 국한하여 접근하거나 각 요소의 기능적인 측면에 

천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지식 교육, 시민 교육, 도덕 교육으로 범주화하여 

접근하더라도 각 교육 영역은 ‘인성 함양’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한 

상호 보완 및 상호 촉진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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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인성의 중요한 요소인 시민성과 도덕성을 신장

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식이 인성의 한 부분

으로 내면화되기 위해 요청되는 도덕 교육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도

덕 교육은 사적 도덕성뿐만 아니라 공적 도덕성을 함양하도록 이루어짐

으로써 공동체적 가치를 존속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안에 적극적

이고 비판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

는 시민 교육과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식 교육, 

시민 교육, 도덕 교육은 ‘인성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각 교육 

영역이 신장할 수 있는 고유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개인의 내면적 인성과 사회적 인

성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의 범위가 이와 같다면, 인성교육 전문성은 학습자의 인성 함

양을 위한 지식 교육, 시민 교육, 도덕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포함한다

고 하겠다. 다시 말해 교사가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주요 교육 영역과 방

법이 지식 교육, 시민 교육, 도덕 교육으로 대표될 수 있다면 교사는 자

신의 업무 영역, 가령 생활 지도, 학급 경영, 교과 수업 등 학교생활 전

반에서 학생으로 하여금 인성 발달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시민성과 

도덕성을 함양하도록 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지금까지 논의한 인성의 개념 및 구성 요소, 인성교육의 개념 

및 범위에 기초하여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본 논문의 핵심 개념인 인성교육 전문성의 의미를 이해하

고자 한다.

  3)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념 및 성격

  전문성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인 성질 또는 특성’으로, 여기서 

‘전문적’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6). 결국 전문성이란 ‘어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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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 성질 또는 특성’이

라 하겠다. 전문성은 일반적으로 expertise로 번역되는데, 이는 특정 분

야에서의 ‘전문적(expert) 기술 혹은 지식’으로, 여기서 ‘전문적

(expert)’이란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Oxford Dictionary, 2016). 전문성에 대한 국어와 

영어의 사전적 정의를 토대로 한다면, 전문성은 ‘상당한 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이라 하겠다.

  전문가들의 수행은 장시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하게 된 실천적 

지식인 노하우가 발휘된 결과라는 점에서, 전문성의 본질은 양적·질적

으로 고도화된 지식과 기술에 있다. 그러나 전문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

들은 전문성의 속성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Bereiter et al, 1993: 

77), 적극적인 자기 개발 의지와 고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취적인 

학습자세(박선형, 2005: 97), 헌신적 태도 및 타인과의 협업 능력

(Garman et al, 2006: 219-220), 전문성의 핵심으로서 열정(오욱환, 

2005: 16) 등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의지, 정신, 태도, 자세 등과 같

은 정의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전문성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

다. 이는 전문성을 지식 기반의 인지적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의적 

영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다. 

  이렇게 본다면 인성교육 전문성이란 ‘오랜 시간 상당한 훈련과 경험

을 토대로 고도의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가능한 전문적인 인성교

육 수행 능력’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학습자의 인성 발달을 

위해 인성교육자로서 내면적 자질을 갖추고, 인성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

성하며, 실제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지식, 기술, 성향 등을 고도로 내

면화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겠다.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념은 인성교육자로서 교사의 ‘내면적 자질’과, 

인성교육을 위한 ‘환경’, 실제 ‘인성교육 실천’ 영역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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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있다. 이는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으로 

교사가 실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혹은 교사의 의도와 관계없이 인성교

육이 실행되는 학교 교육 영역을 고려한 결과이다. 즉 인성교육자로서 

교사의 ‘내면적 자질’은 교사가 삶과 교육에 대해 갖는 철학, 가치관, 

성품, 인격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됨으로써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을, 인성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암묵적이지만 강력

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실과 학교의 지향, 풍토, 분위기를 통해 인성교

육을 실천하는 방법을, 실제 ‘인성교육 실천’은 교사가 담당 교과 수

업, 범교과 교육 과정 운영, 학급 경영, 학생 상담, 생활 지도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방위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을 의미

한다.

  UNESCO의 Delors 보고서 ‘학습 : 그 안의 보물(Learning : The 

Treasure Within)’은 학습의 4가지 핵심 기둥으로 1) 알기 위한 학습 

2) 행동하기 위한 학습 3) 존재하기 위한 학습 4)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을 제시한 바 있다(Hargreaves, 곽덕주 외 역, 2011: 109). 이는 모든 

종류의 앎을 학습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진정한 학습은 알고 행동하고 

존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유의미한 학습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강조하

는 것이다.

  알고, 행동하며, 자신의 존재 방식을 형성하고, 나아가 타인 및 공동체

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신장하는데 기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의 학습은 인성교육의 목표와 맞닿아 있다. 학교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이 학습자로 하여금 알고, 행동하고, 자신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며, 타인 및 공동체 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

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네 가지 학습이 학생

들에게 온전히 일어났을 때 그 학습을 인성교육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모든 가르침의 내용과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

자들의 진정한 학습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곧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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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 때 인성교육 전문성은 연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

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인성교육 전문성이 연계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

은, 특정 교과에 국한하여 교사 전문성을 논의해 온 기존의 분절적·고

립적 접근에서 탈피하고 교과 영역을 넘어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직면

하는 실제에 기초하여, 다양한 교과 내용 및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계성

에 기초한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Young(1998)의 주장과 상응하

는 것이다(소경희, 2003: 91-92 참고). 연계적 전문성은 최근 교사 전

문성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문성의 성격으로, ‘학생

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교사가 지닌 여러 지식과 자산들을 동원하여 

수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최적의 연계를 창출하는 능력이며, 

맥락과 상황에 따라 연계의 양상을 재구조화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김민성, 2012: 43).

  인성교육 전문성을 연계적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은 교과 특수 역량에 

기초한 교사 전문성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통합, 융합’ 담론을 적용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교 교육 과정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교과 수업, 학생 상담, 생활 지도,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

다. 교사는 이러한 시간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의도적·형식적으로, 동

시에 암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사에게 

요구되는 인성교육 전문성은 학습자의 인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

한 내용과 활동,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교사의 연계적 

전문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은 ‘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낡고 편협하게 

접근되어 온 교과 전문성의 한 측면과는 차별화된다.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는 인성 친화적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교과의 내용과 방법을 넘나들

며, 일종의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교육 과정을 통합하

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교사는 교육 과정의 실천적 맥

락, 즉 수업이나 학교 교육 중에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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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교육 방법, 학생과의 상호 작용 등에 인성 친화적 가치와 태도를 

포함하고 다양한 경험과 실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발달

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교육의 실제에서 항상 ‘바람직한 인성 함양’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인식하고, 상황에 담겨있는 인성교육 요소를 민감하게 인지하며, 

인성교육을 위해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교육적 판단 및 의사 결정을 내리

고, 그에 입각하여 인성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열정과 의지, 신념 등 인

성교육을 위한 지식, 기술, 성향을 고르게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인성교

육 전문성은 현재 당면한 교육 상황 전반과 시행되고 있는 교육 과정을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메타적인 성

격이 강하며,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인성교육이라는 목적하에 꿰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계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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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사 전문성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이 갖는 위상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볼 때,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은 기존의 교사 

전문성과는 별도로 새롭게 요구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교사 전문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는 학생들의 인지 발달뿐만 아니라 정의적·행동적 

발달 역시 촉진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고, 학교 교육의 

목적과 교사의 업무에 따른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이미 교사 전문성 속에

는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논의가 전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교육 현실은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신장과 발

휘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교사 전문성이 수업과 관련한 

교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접근됨에 따라 전문성 학습 및 실천 영역에서 

인성교육은 교과 다음으로 관심과 우선순위가 밀려나 있었던 현실, 둘

째, 교사 책무성이 학생들의 인성 발달보다는 가시화되는 학업 성적이나 

교육 사업에서 보이는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되는 현실, 셋째, 인성교육

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공유된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담론 형성 과정

이 결여된 채 인성교육이 하나의 정책적 목표로 상정되어 교사는 그저 

현장에서 실행에 옮길 것을 강요받는 현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 전문성

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지적된 네 가지 문제

의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교사를 자율적인 의사 결정자라기보다는 가르침

을 실행하는 ‘기능인’으로 평가 절하 하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

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기능인으

로서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서 교사의 존재, 교사와 학생의 전인

격적 관계, 교육의 본래적 목표로 인성교육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인식을 보여 준다. 이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강조가 수업 전문성에 국한되어 점차 평가 절하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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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성숙한 존재를 가르치고 길러낸다는 교사의 역할은 이미 규범성을 

담고 있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성취도뿐만 아니라 인격을, 인지적 학습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학습을, 전문적 지식의 학습뿐만 아니

라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개발을, 협동뿐만 아니라 집단의 삶을, 인지뿐

만 아니라 배려를, 모험과 변화에 대한 촉진뿐만 아니라 일관성과 안정

성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의미한다(Hargreaves, 곽덕주 외, 

2011: 126). 즉, 교사의 존재 의미와 역할에 이미 인성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인성교육 전문성은 새롭게 추가된 교사 전

문성의 종류 혹은 구성 요소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은 교사의 본래적 역할인 ‘가르치는 일’이 지식 전달 그 자체에 

머물거나 효과적인 기능 수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 친화적 가치

를 지향해야 하고 학생들이 친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 이끌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동체의 도덕적 번

영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은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온전한 의

미에서의 교사의 전문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교사는 

마땅히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신

장할 수 있도록 교사 스스로 인성교육자로서의 내면적 자질을 갖추고, 

교실과 학교에 인성교육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실제 인성교육

을 실천하는 총체적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성향을 

체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사가 학교 교육 과정 전반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데 유의미한 명제적, 절차적, 암묵적 지식에 기초하여, 인성교육의 목적

에 대한 앎과 인성교육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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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앎,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실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술을 체

득하고,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인성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 태도를 동

력으로 하여 일관되게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인

성교육 전문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이 교사에게 요구되는 새

로운 종류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교사 전문성에 

이미 그 의미가 내포되어있던 것으로, 최근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

가 높아짐에 따라 인성교육에서의 교사 역할을 강조하고 인성교육자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임

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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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선정 및 체계화

  이 장에서는 교사 전문성으로서 인성교육 전문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성 요소를 선정할 것이다. 우선 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

교육 전문성 요소의 선정 준거를 마련하고, 그에 입각하여 인성교육 전

문성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추출된 요소를 교사 전문성의 토

대인 지식, 기술, 성향으로 구체화하여, 최종적으로 교사의 인성교육 전

문성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의 선정 준거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를 추출

하기 위한 선정 준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정 준거 마련은 인성교육

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요소를 무분별하게 포함하는 임

의적인 작업이 되는 것을 지양하고 선정된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한 절차에 해당한다.

  우선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의 선정 준거를 제시하기에 앞서, 

Ⅱ장에서 정의한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념을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인성

교육 전문성이란, ‘학습자의 인성 발달을 위해 인성교육자로서 내면적 

자질을 갖추고, 인성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실제 인성교육 실천

에 필요한 지식, 기술, 성향 등을 고도로 내면화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념 속에는 인성교육자로서 

‘교사’, 인성교육을 위한 ‘환경’, 실제 인성교육 ‘실천’이라는 영

역이 내포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학교 인성교육의 영역을 반

영하여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선정의 준거와 이에 따라 선정된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인성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그에 따라 요구되는 자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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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오래된 명

제처럼, 학교 인성교육의 성패 역시 무엇보다 인성교육자로서 교사의 전

문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 교육 

과정 중에 인성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인성교육이 학교 교육 전반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인성교

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자질과 역량에 인성교육의 성패가 집중되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인성교육은 공식화된 형식적 교육 과정에 따라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학생에게 드러나는 교사의 모든 

종류의 실천이 비형식적·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교육 

내용이 되어 암묵적으로 학생에게 전달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교사가 견지하는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목표하는 바, 즉 교육에 대한 

관점과 철학, 신념 등은 교육 실천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내용과 질을 

담보하는 매우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 인성교육

에 교사가 갖는 영향력은 상당하며, ‘교사가 곧 인성교육’이라고 보아

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이에 학교 인성교육에 있어 교사의 위상과 역할, 교사가 갖추어야 할 

내면적 자질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고려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과 신념’, 인성교육자로서 ‘도덕적 품성’을 선정하

였다.

  둘째, 인성교육이 실행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고

려하였다. 학교 교육 과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교

사의 의도에 따라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형식적 교육 과정이요, 다른 하

나는 교사의 의도와 관계없이 실행되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 그것이다. 

교사는 형식적 교육 과정과 잠재적 교육 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학교의 

거의 대부분 영역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가 교육과정 문서상에는 인성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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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 과정,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범교과 교육 과

정, 학생 상담, 생활 지도, 학급 담임 시간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 등 학교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즉 교사가 인성교육에 대한 명시적·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는 교육은 물론이고, 암묵적·무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역시 

인성교육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선정

함에 있어 학생이 경험하는 학교 교육 과정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성격

을 고려하여, 실제 인성교육 ‘실천’과 관련한 전문성으로는 수업, 범

교과 활동, 학생 상담 및 생활 지도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요구되는 

요소를 선정하였다. 다시 말해 수업, 범교과 활동, 학생 상담 및 생활 지

도를 통해 학생의 인성이 함양되도록 하는 교사의 사전 준비와 실제 실

행 능력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사는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이해하고, 인성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의 종

류를 알며, 학생과 깊은 라포르(rapport)를 형성하여 교육적 관계를 맺

을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 발달 수준을 파악하여 그에 효과적

인 교수법을 활용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인성교

육에 유의미하면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

실 및 학교의 구조와 분위기가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암묵적이고 지속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실과 학교의 풍토를 인성교육에 적합하도

록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정 준거에 따라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요소로

는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

용 능력’을, 인성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요소로

는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을 선정하였다.

  셋째, 각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의 하위 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교사 



- 54 -

전문성의 토대를 고려하였다. 앞서 인성교육 전문성은 교사의 가장 본질

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자질로, 이미 교사 전문성 논의에 포함

되어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교사에게 요

구되는 전문성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교사 전문성을 이루는 토대인 

지식, 기술, 성향을 중심으로 추출하여,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 각각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지식’은 해당 전문

성을 갖추기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지식들로 구성되고, ‘기술’은 

인성교육과 관련한 앎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술들로 구성되며, ‘성

향’은 인성교육 실천에 적합한 교사의 정의적 소양이자 가치 지향으로 

구성된다. 

  정리하면, 학교 교육 과정의 포괄적인 영역, 학교 인성교육에서 교사

의 위상과 역할과 자질을 준거로 하여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구성하

는 요소를 크게 ‘내면적 자질’, ‘인성교육 실천’, ‘환경 조성’영

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영역에 포함되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

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내면적 자질’영역에 해당하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

성 요소는 ‘교육 철학 및 신념’, ‘도덕적 품성’이다. 둘째, ‘인성교

육 실천’영역에 해당하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는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

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조성’영역에 해당하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는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이다. 이와 같은 내용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 요소

내면적 자질
교육 철학 및 신념

도덕적 품성

<표 8>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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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사, 인성교육 실천, 

환경’이라는 범주와 선정된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의 관계를 보다 잘 이

해하기 위하여,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영역에 따라 각각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가시화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영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다음 절에서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해당하는 7가지 요소의 의

미를 살펴보며 각 전문성 요소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를 교사 전문성의 

토대인 ‘지식, 기술, 성향’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인성교육 실천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환경 조성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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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이 장에서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내면적 자질’ 영역의 

두 가지 요소, ‘인성교육 실천’ 영역의 네 가지 요소, ‘환경 조성’ 

영역의 한 가지 요소의 의미와 각각의 하위 요소 열두 개를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교육 철학 및 신념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교사는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과 신념을 확

립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 철학이란 교육 과학과 경험이 만들어내는 지

식과 정보를 토대로 바람직한 교육 행위가 어떤 것인지 탐구하려는 활동

으로, 대체로 규범적이며 비판적인 성향을 갖는다(신득렬, 2008: 99). 

교육 철학은 교사의 실천과 개선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교육 철학의 역할과 의미를 교육 철학의 다섯 가지 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칭찬, 2005: 186).

1. 교육 철학은 궁극적으로 최선의 교육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바지한다.

2. 교육 철학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최선의 교육

이라는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해 준다.

3. 교육 철학은 교육 원리와 교육 정책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활용한다.

4. 교육 철학은 실증적 연구나 합리적 재검토를 통해 해결되어

야 할, 교육 정책과 교육 실제의 문제들에 주의를 집중한다.

5. 교육 철학은 고등 학문에 본질적인 경험의 체계를 평가하

고, 정당화하고, 개선하려는 입장에서 교육 사업 전반에 대

한 탐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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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 때 교사의 교육 철학은 현재 교육의 현상에 대한 해석을 담

아 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추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교사가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을 확립한다는 

것은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교육 전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교육 현

상을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인성교육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준이자 지침을 갖는다는 것과 연결된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교육 철학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교육의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물음의 중심에 인성교육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답 역시도 인성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귀결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성교육은 단지 바람직한 행동과 성향을 갖도록 

인간을 변화시키는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

는 소양과 능력을 길러주는 본질적인 교육이므로, 교사는 인성교육적인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바라볼 수 있는 사유 및 탐구 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교육 철학은 교육의 전반, 즉 교육의 

총체를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며 개선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교육 철학은 학교, 교사, 학생, 지식 등과 관련한 교육 현상에 대한 철

학적 이해를 도모하는 학문이다. 교사가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식과 학생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가지고, 이

를 토대로 인성교육에 유의미한 교육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

야 한다. 이것은 교사 나름대로 다양한 교육 철학적 사조를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 학생의 인성 발달을 성장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조형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사회의 가치를 주입할 

것인가 학생의 타고난 내면을 발현시킬 것인가 등에 관하여 교사가 갖는 

관점과 생각이 인성교육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에게 있어 교육 철학은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고 성장하며 좋은 삶

을 살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신념 체계라 할 수 있는데, 

수업과 학습, 학생,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지식에 관한 교사의 신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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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가져야 하는 교육 철학의 기초에 해당한다(이칭찬, 2005: 184, 

190). 교사의 신념은 가르쳐지는 학문적 내용, 교실, 학생에 대한 암묵

적이고 무의식적인 가정(assumptions)으로,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

의된다(Kagan, 1992: 65). 이처럼 교사의 신념은 교사가 자신이 가르

치는 교육 내용, 교육 대상, 교육 환경에 대해 갖는 일종의 가치판단이

기 때문에, 학생에게 제공하는 가르침의 성격과 본질을 결정하게 된다. 

교사가 교육에 갖는 신념이나 인식, 자기 정체성 등이 수업 실제에서 교

사 전문성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 순간적인 상황 

판단을 요구하는 교실 상황에서 주로 의존하는 것이 교육학적 이론이나 

지식보다는 학습자나 수업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라는 사실은, 교사가 교

육에 갖는 철학과 신념이 교육의 실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Fairbanks et al, 2010; Lefrancois, 1997; 김민

성, 2012: 45에서 재인용). 

  인성교육자로서 교사는 학생을 미성숙하지만 ‘발달하는 존재’로 간

주해야 한다. 학생 존재와 학생 발달을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고 학생의 

전체적 발달과 그러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에 주목해야 

한다(정영근 외, 2006: 41). 교사가 학생을 발달하는 존재이자 하나의 

전체로서 바라본다는 것은, 미성숙한 현재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상의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학생의 발달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에 대한 교사

의 신뢰에서 비롯한다. 교사가 학생에 대해 갖는 발달적 신념은 학생의 

인성 발달의 과정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학생들의 인성 발달 및 도덕적·친사회적 삶에 대한 효능감을 진작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교사는 지식에 대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성교

육을 위한 지식은 고정·불변하는 객관적 성격의 지식이 아니다. 인성교

육을 위한 지식은 인간에 관한 것이고, 도덕에 관한 것이며, 공동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지식은 절대적인 것으로 주입되어야 



- 59 -

할 대상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의미와 성격이 변화하며, 궁극

적으로는 개개인 주체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

사가 지식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과 신념에 입각하여 교육한다는 것은 

곧 학생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지식을 형성하는 

교육을 시도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인성교육을 위해

서는 지식 교육과 인성 교육을 별개의 것으로 상정하여 학생의 경험과 

분리된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사고방식, 가치관, 

정체성 등을 형성하는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학자 Herbart(1919)가 학생의 마음을 움직

이는, 즉 인격, 가치관,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을 전달해야만 교

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정영근 외, 2006: 56에서 재인

용), 지식 교육 역시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때 그 교

육적 가치가 있다는 통찰로 이해할 수 있겠다.

  사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교육 과정 중 일부는 인성교육과 무

관하게 이루어지거나 오히려 인성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학교 교육의 실제가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있는지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사는 인성교육에 유의미한 교육 

형태가 무엇인지 알고, 인성교육적 안목에 입각하여 현재의 교육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전달되는 교육 내

용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 환경과 분위기 등을 통해 암묵적으로 전달되

는 지식과 가치·규범이 모두 학생의 인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

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점검할 수 있

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일 현재의 교육 상황이 인성교육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도

달하였다면, 교사는 교육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학교 인

성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목적 중 인성교

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로 상정하여, 교육의 핵심이자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반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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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인성교육의 기준에서 타당하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들

의 인성 발달을 위한 교육을 설계하는 데 몰두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고 답을 구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태도의 다른 표현

이라 할 수 있겠다.

  교사가 자신의 교육 철학이 옳다고 믿는 일종의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교육적 앎과 행동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정

체성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교사의 신념은 교사가 갖는 다른 요소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변화에 저항하는 성격을 갖는다(Kagan, 

1992: 66). 신념은 교사가 교육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규범이자 가치이

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고 실현하려는 의지를 동반

한다. 또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규범은 자아를 이해하고 정의하

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교사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에 있

어 교육 철학과 신념은 ‘나는 어떤 교사인가?’, ‘교사로서 나는 어떻

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의 기준이 되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결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 

그에 입각하여 교육을 바라보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의 준거에 인성교육

이 포함될 때에야 비로소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과 신념을 확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인성교육자로서 교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교사가 인성교육자로서 자아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에 대하여 인

성교육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역할에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인성교육자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인성교육자로서 자아를 정

의하는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더 엄격하게 인성교육에 책임

을 갖고 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인성교육을 위한 수많은 시도

와 노력이 결과적으로 학생의 인성 발달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

을 것인가는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좀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인성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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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질 때에도, 교사가 훌륭한 인성교육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인성교육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

할을 수행하려는 교육 철학과 신념을 갖추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철학과 신념이 요구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사가 인성교

육을 실천함에 있어 그 기준과 방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현실적 

여건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과 신념을 형성하는 것은 곧 자신의 실천에 

내재한 신념과 가치를 자각하고, 그것들이 인성교육적으로 타당한 것인

지를 성찰하며, 이러한 자각과 성찰의 과정을 토대로 인성교육을 위한 

자신의 교육 철학을 형성하고, 다양한 교육 목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

성교육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논의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로서 교사의 내면적 

자질에 해당하는 교육 철학 및 신념을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토대 요소 하위 요소

지식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 이해

하기

- 지식에 대한 관점 알기

- 학생에 대한 관점 알기

-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형태 알기

인성교육자에 대해 이해하기
- 인성교육자의 의미 알기

- 인성교육자의 역할 알기

기술

인성교육을 위한 관점 형성하기

- 구성주의적으로 접근하기

- 발달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 인성교육 관점에서 상황 진단하기

인성교육자로서 역할 수행하기
- 인성교육자로서 책임 갖기

- 인성교육자로서 의무 이행하기

성향

인성교육을 위한 태도 갖기

- 지식에 대한 구성주의적 신념 갖기

- 학생에 대한 발달적 신념 갖기

- 교육 상황 개선을 위해 헌신하기

인성교육자로서 정체성 갖기
- 인성교육자로서 자아 개념 갖기

- 인성교육자가 되기 위한 목표 갖기

<표 9> 교사의 교육 철학 및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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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덕적 품성

 

  인성교육을 수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는 것’과 몸소 ‘보여 주는 것’이 

그것이다. 인성교육자로서 교사가 도덕적 품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인

성교육을 위한 중요한 방법인 ‘보여 주기’에 해당하는 동시에 직접적

인 가르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교사는 가르침

의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 사고방식 등 거의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 노

출되고 전달된다. 이렇게 전달된 교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자아 정체

성을 형성하는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의 인격적 모범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학생의 인격 발

달이 학교 교육의 목적으로 인지될 경우, 교사 자신의 인격 및 인격 성

숙은 교육을 위해 교사가 지녀야 할 필연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정영수 

외, 2008: 35). 교사의 지식과 기술만으로 교직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

이 가능할지 모르나, 학교 교육이 지식과 기술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인성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사의 인격에 해당하는 정의적·도

덕적 성숙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의적이고 도덕적인 미덕이 부각되는 교사의 인성은 하나의 이상적이

고 모범적 교사상으로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적 스승관과 밀접

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곽덕주 외, 2016: 53-54). 예로부터 우리는 교

사에게 지적 권위와 함께 도덕적 권위를 부여한 바 있다. 그저 잘 가르

치는 사람, 즉 기술자에 국한하여 교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

어 도덕적 존재자로서 교사를 바라본 것이다. ‘교사(敎師)’라는 단어

가 ‘본을 보임으로써 가르치는 어른’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사범(師範), 사표(師表), 모범(模範)’이 되는 스승이나 

선생으로서의 인격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전, 1996; 

정영수 외, 2008: 15에서 재인용). 따라서 교사의 도덕적 품성은 인성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교사에게 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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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요청되는 소양이자 자질인 것이다.

  다수의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을 한 명의 교사가 이끌어가는 과정에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의 변화와 구성원 간

의 갈등 상황, 새로운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 교육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격을 갖는다. 교육 대상과 상황의 특수성은 그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사에게는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새롭게 인식될 수 있다.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교사는 이러한 교육 상황을 다루는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체득

해야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 품성, 덕

성 등을 내면화하고 있어야 상황의 특수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인성교육

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완전한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실 불가능한 요구이자 이상으로, 지나

치게 높은 인격을 요구함으로써 자칫 교사를 무기력하게 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품성

은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에 

초점을 두고 그 범위를 한정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인성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사의 도덕적 품성을 도덕적 덕성과 역

량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자질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도덕적 모범일 것이다. 교사의 도덕적 실천

이 학생들에게 도덕적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도덕적 

실천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인성교육자로서 교사는 도덕적 실천을 이

끌어내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도덕적 역량이 무엇인지 이해

하기 위해 심리적 기능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도덕 심리학자 Rest는 도덕적 실천 능력이 크게 네 가지의 내적인 심

리적 과정(inner psychological processes)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며,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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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동기화(moral focus), 도덕적 행동(moral action)을 도덕적 행동

을 산출하기 위한 심리적 과정으로 제시한 바 있다(정창우, 2006: 

250). 이러한 네 가지 내적인 심리적 과정을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교사

가 도덕적 실천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심리적 과정으로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민감성은 교육 상황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도덕적 이슈를 지각하여 도덕적 기준에 따라 상황을 해석할 줄 알

며, 자신의 교육적 처방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인가, 즉 인성교육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할 것인가 혹은 부정적이거나 효과가 없을 것인가를 

미리 헤아릴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한다. 이는 현상 이면에 내재한 도덕적 

이슈를 읽어 낼 수 있는 교사의 안목과 관련된 것으로, 교사가 직면한 

상황과 교육적 문제 사태에 내포되어 있는 도덕적 쟁점을 인지함으로써 

인성교육에 적절한 처방을 내리기 위한 기초이자 첫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도덕적 판단은 교육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이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교육 결과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도덕성을 수반하기 위해 요

청되는 능력으로, 인성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과정

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과 관련된다. 교사는 도덕적 

판단 능력을 통해 학생의 인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적 처방을 선

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문제 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해결을 위해 선택한 과정과 방법이 인성교육이라는 교육 목적을 지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다운 삶의 방법을 언어적 가르침을 

통해 전달하는 것보다, 유의미한 성인의 귀감이 되는 모습을 통해 직접 

보고 느끼게 하는 경험이 효과가 높다는 교육적 상식을 상기해 본다면, 

도덕적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으로써 과정의 도덕성을 담보하는 

교사의 도덕적 판단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도덕적 동기화는 교육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 65 -

과정에서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들보다 더 우위에 두려는 동기이다.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그 어떤 다른 가치들보다 도덕적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교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가

치는 곧 학생들에게도 전달되어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일 교사가 도덕적 가치를 외

면한 채 효율성, 수월성, 경쟁, 교사의 권위, 학업 성취도 등을 보다 중

요하게 여긴다면, 그들이 실천하는 교육은 인성교육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넷째,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실천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 요인을 극

복하고 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다. 교육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도덕적 행동을 항상 선택하고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

며,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과정에는 다양한 장애 요인과 외압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일방향적 교육 정책, 학교장이나 부모의 교육관, 학업 성취도

나 인지도에 편향된 교사 평가 및 학교 평가의 기준 등이 때로는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에 강력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과 

외압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극복 

혹은 대처 능력 역시 인성교육자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포함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교사의 최종적인 인성교육 실천인 동시

에, 학생들에게 하나의 바람직한 모범(exemplar)으로 다가가 인성교육

적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인성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교사의 도덕적 역량을 심

리적 과정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역량 정의 요청 근거

도덕적 

민감성

교육 상황에 내포된 도덕적 이슈를 

지각하여 상황을 해석하며, 자신의 

교육적 처방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인가 미리 헤아리는 능력

교육적 문제 사태에 내포되어 

있는 도덕적 이슈를 인지함으

로써, 인성교육에 적절한 처방

을 내리기 위한 기초가 됨

<표 10> 교사의 도덕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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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자로서 교사는 도덕적 역량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

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학생들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교사

가 교육 실천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과 현상에서 도덕적으로 

대응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인성교육자로서 교사의 모범적인 모

습이라 하겠다. 교사의 모범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인성교육 내용이 되어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

이 인성교육을 위해 옳다고 믿는 도덕적 결정을 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도

덕적 실천을 위해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사의 모습은 학생들

에게 하나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신은 

교사들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신념, 즉 자기 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은 다시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준다(Hargreaves et 

al, 진동섭 역, 2014: 122). 이는 교사가 도덕적 실천을 위한 신념과 헌

신의 태도를 통해 두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갖는 

것이 실제 학생의 도덕적 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

라서 교사의 헌신은 인성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교사가 갖추어야 할 도덕적 역량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도덕적 실천을 

위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며, 모든 교육 현상과 상황을 도덕적으로 대응

하고 실천하는 모범으로서 헌신하는 자세는 곧 인성교육자로서 마땅히 

도덕적 

판단

교육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능력

교육적 문제 사태 해결을 위한 

처방, 즉 선택한 방법과 과정

이 인성교육을 지향해야 함

도덕적 

동기화

교육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

정에서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

들보다 더 우위에 두려는 동기

교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은 학생의 가치관 및 인생관 형성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도덕적 

행동

교육적 실천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

고 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절차에 해

당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하

나의 바람직한 모범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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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해야 할 도덕적 삶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도덕적 실천의 과정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천의 지향점이 반드

시 필요하다. 즉 교사의 도덕적 실천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것은 곧 교사가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가치관 혹은 성품으로 

내면화하길 바라는 도덕적 덕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사의 

덕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앞선 Ⅱ장에서 도덕적 덕의 개념과 인성교육에서 갖는 위상, 인성교육

을 위한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논의한 바 있다. 도덕적 덕은 역량에 

대하여 행위의 지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도덕적 역량이 바람

직한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향점으로 설정될 만한 도덕적 덕

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렇게 제시된 덕은 인성교육자로서 갖

추어야 할 덕성으로 교사에게 체화되어야 한다. 도덕적 덕을 체화한다는 

것은 곧 덕을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실천하며 자신의 실천에 대한 반성을 

거듭하는 습관화 과정을 통해, 종국에는 의도적·의식적 노력 없이도 자

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품성을 함양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인성교육

자로서 교사가 도덕적 덕을 체화한다는 것은 교육적 선택과 실천의 과정

에 도덕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선택하는 것이 습관화 된 상

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인성교육자로서 교사가 덕성을 함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도덕적 덕은 연구자에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

시되고 있다.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사의 도덕적·윤리적 덕의 종

류를 연도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교사의 도덕적·윤리적 덕

Brurrup
(1972)

정직, 공정, 차별 금지, 친절 등

Hare
(1983)

정직, 정의감, 보살핌, 겸손, 용기 공정성, 공감, 개방성, 열성, 

판단, 상상력 등

<표 11> 연구자별 교사의 도덕적·윤리적 덕(권낙원, 2009: 28-30에서 일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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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별로 제시하고 있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도덕적 덕은 표현에 있

어서는 상당히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정, 정의, 정직, 신뢰 등과 같

은 불편부당성과 보편성을 핵심으로 하는 덕과, 공감, 배려, 친절, 존중 

등과 같이 관계(relationship)와 상황, 정서 등을 고려한 특수성을 핵심

으로 하는 덕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진

리, 용기, 지혜, 겸손, 열정, 양심, 재치, 관용, 사랑, 통합, 자치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일부는 인성교육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

는 필수적인 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덕의 하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는  덕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자로서 교사가 갖추

어야 할 도덕적 덕 중 배려(caring)와 정의(justice) 혹은 공정

(fairness), 존중(respect)과 책임(responsibility)을 가장 우선적이면서

도 최소한의 덕목으로 제시하며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배려와 정의, 존중과 책임은 실제로 도덕 심리학 및 도덕 교육 논의에

서 중심축이 되어 왔다. Piaget를 시작으로 Kohlberg를 통해 체계화된 

도덕 심리학의 인지 발달 이론은 도덕성을 정의의 문제로 간주하였다. 

도덕성의 본질을 공정성으로 간주하는 아이디어를 핵심으로 하는 이러한 

인지 발달 이론은 오랜 시간 인지주의 혁명과 함께 도덕 심리학의 중심 

패러다임이 되었으나,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거부하는 Gilligan과 

Noddings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배려 윤리와 배려 교육 이

Strike
(1990)

자치, 인내, 합리성, 합의성, 숙의성, 신뢰, 통합, 보살핌, 상충

된 이익의 조정 능력
Sockett
(1993)

진리, 용기, 보살핌, 공정, 실천적 지혜

김태훈
(2008)

성실, 공감, 배려, 공정

권낙원

(2009)
정의, 정직, 겸손, 책임, 의무감 등

유주연 외
(2015)

성실, 인내, 자율, 양심, 열정, 용기, 재치, 정직, 자신감, 공감, 

정의, 관용, 신뢰, 협동, 배려, 감사, 이해, 친밀, 사랑,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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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체계화되었다. 나아가 90년대 미국의 학교 폭력, 가출, 약물 복용, 

십대 미혼모 등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좋은 인격의 부재’에서 찾는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 운동이 일어났는데, 특히 Lickona를 중

심으로 한 인격교육은 인지 발달과 사회화, 인지와 정서, 정의와 배려, 

정의와 공감 등의 쟁점에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존중과 책임과 같은 

윤리적인 핵심 가치를 직접 전수하고자 하였다. 

  도덕 교육 이론 중 발달이론에서 ‘정의’ 혹은 ‘공정’은 핵심 덕이 

되어왔고, 이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의 특수성과 공감

을 비롯한 정서는 ‘배려’가 보완해왔으며, 인지 발달과 성숙주의, 사

회화 접근 등 기존의 인지·정의·행동이라는 삼분법적 접근을 통합하는 

통합적 인격교육 이론을 통해 ‘존중’과 ‘책임’이라는 덕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의(혹은 공정), 배려, 존중, 책

임을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도덕적 덕목으로 선정하였다. 

인성교육자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도덕적 덕으로서 네 가지 덕목을 

차례로 살펴보되, ‘책임’의 경우 앞서 ‘교육 철학 및 신념’에서 구

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우선 교사는 학생을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

생은 교사보다 연령이 낮고 발달 과정에서 교사의 안내와 가르침을 필요

로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힘의 불균형은 

학습자 중심이 아닌 교사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

고 있다. 힘의 불균형이 전제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교사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조됨에 따라 학생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

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이러

한 불균형한 관계의 가능성에 항상 주의하고,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하며 그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교사는 인성 발달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배려해야 한

다. 배려 윤리학자 Noddings(2002: 24)는 도덕적인 삶의 기본이 배려

에 있음을 주장하며, 공감이나 감정 이입과 같은 정서를 기초로 하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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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를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5) 교사가 제공

하는 배려는 학생들에게 배려 받는 경험으로 다가가 학생들의 배려 능력

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교육 방법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

자로서 교사는 배려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사가 학생을 배려한다는 것은 인내와 함께 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포함한다.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교

사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요구가 인성교육에서 적절한 방

식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교사가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려

는 공감, 감정 이입과 같은 정서적 경향성으로, 원칙 혹은 원리가 결여

되어 있는 관계 중심의 윤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6) 물론 전문적인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 교육 상황

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연한 대응 속

에서도 교사가 견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정함이다. 교사는 모

든 학생들을 대할 때 상황 맥락에 따른 유연함 속에서도 공정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공정함은 달리 표현하면 교육과 관계없는 외적인 이유로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거나, 원칙을 따르지 않는 무일관적인 대

응을 지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

5)  Noddings(2002)는 자신의 배려 윤리가 덕 윤리적인 전통과 중요한 특성을 공유하
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덕 윤리학의 한 형태는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다(추병완, 
2004b: 6에서 재인용). Noddings의 배려 윤리는 배려라는 덕이 아닌 배려하는 관계 
자체에 중점을 두어, 행위자가 갖추어야 할 덕으로서 배려가 아닌 배려자와 피배려자 
간의 배려적인 ‘관계’에 주목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
가 갖추어야 할 도덕적 덕으로 배려를 제시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Noddings
의 의도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으로서 배려는 
행위자의 덕 자체에 집중한 것이라기보다는 배려자인 교사와 피배려자인 학생 간의 
배려적 관계에 주목하여 제시하게 된 것이기에 Noddings가 덕 윤리학이 아니라고 
주장한 근거와 일치함을 밝혀 둔다.

6)  이와 관련하여 도덕 심리학에서는 보편성·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Kohlberg의 도
덕 원리에 대한 다양한 반론이 제기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배려 윤리이다. 
상황 맥락과 행위자를 배제한 채 도덕 원리만을 주장하는 견해는 행위자, 상황 맥락, 
정서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접근에 의해 비판 받아 왔고, 이러한 비판적 견해들과
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 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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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에게 인

간다운 삶이 무엇이고, 그를 위해 어떤 인성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가르

치는 일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사가 사사로운 감정, 사적인 

이익, 선입견 등에 가로막혀 교육적 원칙과 인성교육이라는 목적을 상실

한 채 학생들을 대면한다면 그 결과는 인성교육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

지 않고 모든 학생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교실에

는 실로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한다. 구성원 각각은 서로 다른 심리적·

문화적·신체적 상황에 처해 있다. 교사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

에게는 명확한 교육적 기준을 가지고 차별화된 교육적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교사의 이러한 실천은 교실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데 상당

한 영향을 미친다. 즉 교사가 인성교육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원칙을 견

지하며 특정 학생들에게 특별한 배려와 존중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려와 존중, 정의가 무엇인지를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교육 실천에 대해 끊

임없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인성교육은 교사의 의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적인 행위를 통

해서도 이루어진다. 교사는 수업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선언적이고 명

제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업 중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반

(半)언어적·비(非)언어적 표현 등을 통해서도 학생들은 교사가 드러내

는 가치관을 학습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자로서 교

사는 자신의 교육 실천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인성교육

과의 연관성 속에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의 실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특히 교과

의 성격이나 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 교수와 학습에 대한 인식, 학생과

의 관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사 자신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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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지식이 수업 방식으로 변환되는 양상이나 학생과의 상호 작

용 방식이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다(김민성, 2012: 45). 이러한 연구 성

과들은 교사의 성찰 대상에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관점, 사고방식, 정서, 

실천과 그것에 내재한 가치 및 태도 전반을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곧 교사가 인성교육을 기준으로 자신의 인식과 실천을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교사가 인성교육을 위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교육적 실천과 그 질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인성교육을 기준으로 한 교사의 성찰이 중

요한 이유는 실천과 성찰의 반복적 습관화가 결국에는 전문성 발달에 기

여하기 때문이다. 즉 수많은 실천과 그에 대한 반성과 성찰, 개선을 위

한 노력이 거듭된 끝에 교사는 인성교육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체득할 

수 있고, 이는 인성교육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 노

하우인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성찰은 교사의 앎과 실

천을 개선함으로써 인성교육 전문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상 논의한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 중 교사의 내면적 자질에 해당하

는 교사의 도덕적 품성을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로 정리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토대 요소 하위 요소

지식

도덕적 역량 이해하기
- 도덕적 역량의 의미 알기

- 도덕적 역량의 구성 요소 알기

도덕적 덕목 알기
- 도덕적 덕의 의미 알기

- 도덕적 덕의 종류 알기

기술

인성교육자로서 모범 보이기
- 도덕적으로 대응하기

-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도덕적 덕을 습관화하기
- 도덕적 덕을 선택하기

- 도덕적 덕을 실천하기

<표 12> 교사의 도덕적 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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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논의한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는 교사의 내면적 자질에 해

당하는 ‘교육 철학 및 신념’과 ‘도덕적 품성’으로, 이는 인성교육이

라는 학교 교육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미덕이자 기본적인 자질에 해당한다.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 위해 교사의 개인적 품성을 함양하는 것이 도덕

적 강령을 따를 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곽덕주 외, 2016: 53)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어서 ‘인성교육 실천’ 영역에 해당하는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인성

교육 전문성 요소는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이다. 

  3)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업 실제에 적용하기 위한 지식

(knowledge-for-practice)을 가능한 한 많이 습득해야 하는 것처럼

(Cochran-Smith et al, 1999; 소경희, 2009; 곽덕주 외, 2016: 94에

서 재인용), 인성을 잘 가르치는 인성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교사는 인성

교육의 실제에 적용하기 위한 지식을 가능한 한 많이 습득해야 한다. 인

성교육 관련 지식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핵심 배경학문이 

그간 존재하지 않았고, 독립된 교과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인성교육

이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범교과 교육 과정 및 생활 지도 등을 통해 광

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과 내용 지식과는 그 성격과 범위가 다

성향

도덕적 삶을 지향하기
- 도덕적 실천에 의지와 신념 갖기

- 인성교육을 위해 헌신하기

도덕적 덕을 체화하기
- 도덕적 가치 지향하기

- 자기 자신과 교육 실천을 성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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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고 할 수 있다.

  인성교육 관련 지식과 교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구성 요소를 

살펴보기에 앞서, 인성교육 관련 지식은 교사의 자기 존재 인식과의 관

련성 속에서 학습되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교사가 자신을 인

성교육자로서 인식하고, 인성교육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분명한 내

적 동기를 가진 상태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

다. 자신이라는 존재와 분리된 채, 하나의 학문적 지식으로서 인성교육 

관련 지식을 습득해서는 안 된다.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교육자 역시 그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공감, 인성교육에 동참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 등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에야 비로소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 중립적 지식과 

다를 바 없이 접근하거나 지식과 실천이 분리됨으로써, 습득한 지식이 

인성교육의 실제에 전이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공감, 감정 이입, 감화 

등을 유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인성교육자로서 교사는 인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내면화

하기를 기대하는 가치·덕목과 역량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

고, 그 교육적 방법에 있어서도 정통해야 한다. 교사는 비교육적인 방법

들 즉 체벌, 폭언, 위협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형

성해주고 학습의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의 권위자이기를 기

대 받고 있다(신득렬, 2008: 110).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교사

에게 인성교육 관련 지식과 교수 능력이 요구되는데, 각각 인성교육 일

반에 대한 이해, 인성교육 배경 이론에 대한 이해, 학생 인성 발달의 특

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성교육 일반에 대한 이해는 학교 인성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목적, 범위 등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지식을 의미한다. 인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 실행되는 인성교육은 목적과 방향을 

잃기 쉽다. 예컨대 규칙 준수에 대한 교육이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 인

성교육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는 규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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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인식과 방법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인성 발달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규칙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규칙 준수 그 자체를 교

육의 목적으로 하여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발달을 오히려 저해할 것인

가는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사례

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자신이 수행하는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그 목적과 범위는 어디까

지인지 등 인성교육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 실천을 인성

교육의 본질과 가깝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에 인성교육 일반에 대한 

지식은 선행되어야 할 기초 지식이라 할 수 있다.

  교사는 인성교육의 개념과 목적, 범위 등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기초

하여 궁극적으로는 ‘인성교육답게’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육 과

정에서 ‘학생들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

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신장하고자 한

다면, 이러한 목적에 맞는 내용을 선별하고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교사는 외부에서 주어진 정해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기능인에 그 역할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 스스로 인성

교육이라는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교육 여

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실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성 발달을 위한 내용은 교과 교

육 과정, 범교과 교육 과정, 담임 교사의 학급 운영, 학생 상담 등 좁게

는 교사가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에서부터 넓게는 학교 교육 과정 전

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로와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목표 의식과 실천 능력은 학교 인성교

육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교과에 따라 교과 교육 과정에 인성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반영

하는 것은 그 깊이와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 내용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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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경로를 모색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철학

자 Palmer(이종인 외 역, 2015: 119)는 지식은 관계를 추구하는 인간

적인 방식이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만남과 교류

를 경험하게 되는 방식이기에, 가장 깊이 있는 수준에서 볼 때 지식은 

언제나 상호 연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통찰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교사가 선택하는 지식, 지식에 접근하는 관점과 태도, 지식과 상호 작용

하는 방식, 지식을 매개로 타인과 교류하는 과정 등을 통해 그들의 가치

관, 인생관, 세계관을 드러낸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 발달을 위해 직접적인 가르침이 담긴 내용을 선

정할 수도 있지만, 교과에 따라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인성 발

달에 유의미한 방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중등학교 교육 과정의 경우, 담당 교과의 내용 지식이 인성

교육과 관련성이 낮은 교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교과 수업

을 활용한 인성교육에 소극적일 수 있다. 도덕 혹은 사회 교과처럼 도덕

적·친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직접 가르치고자 하는 인성교육의 핵심 교

과와, 문학, 예술작품 등을 통해 친사회적 성향과 가치를 전달하는 인성

교육 관련 교과는 교과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충분히 인성교육적인 내용

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 과학, 기술 등 인성교육과 내용상의 관

련성이 비교적 적은 교과의 경우 협동 학습, 토론 학습 등 인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인성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교과 교육 과정 이외의 과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

다. 특히 교과 수업 외에 교사가 창의적 체험 활동과 같은 범교과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는 넓게 보았을 때 인성교

육과 그 목적이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창의적 체험 활동의 개념과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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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

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초･중등학

교 학생들이 건전하고 다양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

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

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15d: 3). 

  창의적 체험 활동은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

량과 함께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신장하는 하는 것을 

목표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과 교육 목적을 공유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

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네 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학교급 및 학년

에 따라 일정과 시수를 편성·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비롯한 학교 교육 과정을 인성교육에 활용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인성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인성교육의 필

요성에 공감하고 교육자로서 동참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 과정의 대부분은 교과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밖에 창의적 체험 활동, 조·종례를 비롯한 학급 담임 교사의 시간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들이 인성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인성 친화적인 

학교 교육 과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와 그 가능성에 대한 확

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가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자신의 역할 및 책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의 실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참여 

의지나 자신감을 보이지 않은 이유가, 일부 현실적 여건에서 기인하는 

것도 사실이나, 인성교육 일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성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기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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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기 위해서, 도덕 교육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에 기대어 인성교육

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도덕을 가르치는 것(teaching 

morality)이요, 둘째는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것(teaching morally)이다

(Sanger et al, 2013: 3). 그 정도와 수준은 다양하지만 모든 교사는 

수업 중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는 것’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Sanger et al, 2013: 3), 교사는 도덕을 직접적으로 전수하지 

않더라도 항상 다양한 인성 친화적 방법을 통해 ‘도덕적으로’ 가르침

으로써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도덕을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가르칠 수 있기 위한 지식과 기술, 성향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성교육과 관련한 배경 이론을 중심으로 논

의하고자 한다. 

  둘째, 교사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배경 이론을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론적 지식에 의해 어느 

정도 안내를 받은 예비 교사들의 성찰과 사유는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질적 차이는 교사의 실천적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는 실천적 문

제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곽덕주 

외, 2016: 18).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필요한 배경 이론으로는 도덕 철학, 사회 정서 

학습, 긍정 심리학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론은 최근 도덕 교육 및 

교육 심리 분야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론이다. 이외에 일반 교육학 역시 인성교육과 일정정도 연관성이 있지

만, 교사들의 인성교육 실천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7),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도덕성, 사회성, 자아 정체성, 정서 발달을 설명

하고 유의미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학문을 배경 이론으로 선정하고자 하

였다. 각 배경 이론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7) Ⅴ장에서 조사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 79 -

  우선 도덕 철학은 도덕의 본질에 대한 탐구, 도덕성에 대한 이해를 기

초로 도덕적 의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도덕 철학을 이루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는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과 연결될 수 있다. 도

덕적 상대주의, 절대주의, 덕 윤리, 의무론, 목적론 등은 도덕적 삶의 방

향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 철학에 대한 이해는 교사가 교육 상황

에서 직면한 가치 갈등 혹은 규범적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틀이자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교사가 

도덕 철학이라는 학문 지식 그 자체를 아는 것에 그쳐서는 인성교육 전

문성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도덕 철학에 대한 이해와 도덕 철학적 탐구

가 교사들이 직면한 교육 상황과 현재 교육을 둘러싼 현상을 도덕적 관

점에서 읽어내고 그 기저에 담긴 도덕적 이슈에 관심을 갖는 데에 일조

할 때, 도덕 철학은 인성교육을 위한 지식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덕 교육론자 Campbell(2006: 33)은 윤리적 지식이 교사들로 하여금 

정직, 열정, 공정, 타인에 대한 존중 등과 같은 핵심적인 도덕적·윤리적 

가치와 그들의 일상적 선택과 행동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연

결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Campbell(1997: 255/2006: 32-33)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도덕적·윤리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도덕적 주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윤리

적 지식은 교사가 자신의 가르침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오로지 기술

적, 교육학적, 교육 과정적, 훈육적, 평가적 용어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

어서 자신의 실천과 역할을 도덕적으로 반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사

의 전문성을 촉진하는 도덕적 원칙이 된다. 따라서 교사의 도덕 철학적 

소양은 인성교육자로서 자신이 직면한 교육 상황과 그 속에서 자신의 역

할에 대한 도덕적 고려, 자신의 교육적 실천에 대한 도덕적 성찰을 가능

하도록 하기 때문에, 도덕 철학은 인성교육의 중요한 배경 이론이라 하

겠다.

  다음으로 사회 정서 학습은 최근에 등장한 교육 이론 및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학업 및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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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교육 개입 프로그램이다. 학업 및 사회 정서 학습 협회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이하 

CASEL)는 사회 정서 학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 정서 학습이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긍정

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며,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그

것을 표현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태도,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다(CASEL, 2016).

  CASEL(2016)은 이와 같은 지식, 태도, 기술을 ‘사회 정서적 유능

성’이라 칭하며 다섯 가지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기 인식

(self-awareness), 자기 관리(self-management),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관계 관리(relational management), 책임 있는 의사 결정

(responsible decision making)이 그것이다. 사회 정서적 유능성을 구

성하는 다섯 가지 역량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인

식이란 자신의 정서, 인지, 가치, 강점,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둘째, 자기 관리란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

정, 충동, 행동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셋째, 사회적 인

식은 타인의 입장, 차이,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넷째, 관계 

관리란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의사소통하고 협동하며 

타협하고 지지를 주고받는 능력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은 도전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절차를 시행하는 능력, 자

신의 행위를 평가하고 숙고하는 능력, 개인적 책임감을 발달시키는 능력

을 의미한다(Murrell et al, 신현숙 역, 2011: 36). 

  사회 정서 학습의 목표와 그들이 신장하고자 하는 학생의 역량은 자신

에 대한 내적 성찰과 동시에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지향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목표와 상당 부분 교집합이 있다. 그러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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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이

해해서는 곤란하다. 사회 정서 학습이 사회적 맥락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 강조점이 도덕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Elias et al, 2008: 248-249). 또한 사회 정

서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했다고 해서 훌륭한 인성을 갖춘 인간으로 간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서 지능이 높은 마약계의 거물(Kristjanson, 

2010: 289; 정창우, 2013: 294에서 재인용)은 이러한 한계를 설명하

는데 매우 적절한 사례가 된다. 따라서 사회 정서 학습은 그 목표와 방

법의 측면에서 인성교육과 공유하는 바가 분명하기에, 인성교육의 울타

리 속에서 타인 및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에 해당하는 사회 정

서 역량을 신장하는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자로서 교사는 인성교육과 사회 정서 학습의 관계에 대한 분

명한 이해에 기초하여, 사회 정서 학습을 매개로 학습자의 인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에 교사는 교과 수업을 비롯한 구조화된 교

육 과정 속에 사회 정서 기술을 포함하는 등 사회 정서 기술을 활용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는 교과를 통해 사

회 정서 기술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발굴하여 학생들의 바람

직한 정서와 친사회적 성향, 그것의 실천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

이 삶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수업 전문성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유능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사

가 사회 정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사 스스

로가 사회적·정서적 유능성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서와 사회적 

기술을 체득한 존재로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인성은 전

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숙한 관계 설정에 달려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

절하며,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상호 작용하는 모습

은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정서 조절과 대인 관계의 전문가의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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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질 것이다. 정서적 전문가인 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최근 교사와 

학생 간 정서적 존중과 유대감, 친밀감이 학생의 심신의 건강한 발달, 

학업 성취, 행복 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서 

교육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 부각되고 있다. 

  한편 긍정 심리학이란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

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문으로, 개인과 집단, 사회가 

성장하고 번창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을 발견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권석만, 2008: 23). 긍정 심리학은 인간의 근본적 동기는 행복에 

있다고 하며, 행복한 삶의 조건을 ‘즐겁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삶’

으로 제시하고 있다(권석만, 2008: 32-33). 즉 행복한 삶은 긍정적인 

정서를 최대한으로 느끼고, 자신이 강점을 가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몰두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공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미를 발

견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긍정 심리학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긍정적 정서를 극대화하고, 개인이 가진 인격 

강점(character strength)을 발견하고 신장시키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긍정적 성품인 덕성을 계발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긍정 심리학이 제시하는 행복한 삶과 그 방법은 인성교육의 본질과 다

르지 않다. 인성과 행복을 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

는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없다. 인성교육의 목표가 자신의 내면적 건

강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공동체가 번영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

은 곧 행복 교육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인성교

육자로서 교사는 개인의 행복한 삶과 사회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 긍정 

심리학이 인성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긍정 심리학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촉진하는 조직

과 사회에도 관심을 갖는데,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촉진하는 조직과 

사회를 ‘긍정 기관(positive institution)’이라 명명하고, 개인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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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하는 사회로서 긍정 기관을 창출하기 위한 ‘긍정 관여(positive 

engagement)’의 방법을 제시한다(권석만, 2008: 531-532). 긍정 관

여는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촉진하는 상태, 즉 긍정 정서를 느끼고 자

신의 강점과 덕성을 발견하고 계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는 인성교육과 긍정 교육8)이 공유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이러한 긍정 관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긍정 관여의 요소는 우정과 신뢰, 협동적 조직 활동, 진정한 리더십으

로 구성되며(Judge, 2007; 권석만, 2008: 532에서 재인용), 긍정 관여

의 주체인 교사는 학교를 긍정 기관으로 조성해야 한다. 긍정 기관으로

서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상호 간 긍정 정서를 발휘하며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즉 긍정 관여가 가능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학교가 긍정 기관이 

된다는 것은 곧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성, 낙관성, 회복 탄력성 등 긍정

적인 성품과 정서를 토대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며 타인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는 공동체가 된다

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때, 학교를 긍정 기관으로 조성하는 것은 개인

적 측면의 역량에서부터 관계적 측면의 역량, 나아가 구성원의 긍정적 

성품을 신장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역량까지 모두 포괄하는 상당히 광범위

한 접근이라 할 수 있겠다.

  요컨대 긍정 심리학을 인성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사는 첫째, 

교사 스스로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둘째, 학생들의 강점과 덕성을 

계발시키며, 셋째, 학생들이 자신의 긍정적인 정서와 강점, 덕성을 발휘

하며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긍정 관여를 실행하여 학교

를 상호 촉진적 인성 발달이 가능한 협력적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긍정 관여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유의미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는 교사가 자신이 가진 인격 강점을 계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형이 되

어야 한다. 나아가 교사가 학생 개개인이 가진 인격 강점의 존재를 확신

8) 긍정 교육이란, 학교를 하나의 긍정 제도로 파악하고 학교를 행복한 장소로 변화시키
기 위해, 긍정적 특성의 함양과 긍정적 정서 계발을 중시하는 긍정 심리학적 관점의 
교육적 시도이다(추병완, 201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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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것을 계발하는 것에 열정을 보일 때,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에 인

도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강점과 덕성이라는 긍정 정서를 가지고 실패

를 극복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때, 교사는 학생들

에게 삶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방법과 태도를 보여 주는 긍정적 자아의 

전형이 된다. 따라서 인성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는 긍정적 정서를 가지

고 인격 강점 및 덕성을 계발하며, 적극적인 긍정 관여를 실천함으로써 

학교를 긍정 기관으로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인성교육을 위한 지식과 기술은 교사가 인성교육자로서 자신과 인성교

육 방법론에 대한 ‘학습자’로서의 자세를 갖출 때에야 비로소 온전하

게 습득될 수 있다. 물론 교사의 전공 학문에 따라 이러한 배경 이론들

에 보다 친숙한 교사들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에게 도덕 

철학이나 사회 정서 학습 이론, 긍정 심리학 등은 생소할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경 이론들은 인성교육과의 관련성이 분명할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발달을 위해 제시하는 교육의 방향과 

방법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교사가 반드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도덕 철학적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

제 교육 상황에 내재한 도덕적 이슈를 읽어 낼 수 있는 도덕적 안목을 

갖추고자 하는 성향, 사회 정서 학습 이론을 이해하고 그것을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사회 정서적 유능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그것 역시 발달시키고자 하는 성향, 긍정 심리학 이론

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덕성과 강점을 계발할 수 있는 긍정 관여를 실천

하기 위해 스스로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자 하는 성향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곧 인성교육에 유의미한 새로운 관련 이론을 이해하고, 실제에 

적용하고자 노력하며, 그에 적합한 성향을 계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

력하는 ‘학습자’로서의 성향이라 통칭할 수 있겠다.

  셋째, 교사는 학생 인성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인

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학생 인성 발달의 특성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교사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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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진 도덕적 성장의 잠재력을 신

뢰하며, 발달이 가능한 수준을 반영한 교육적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 교사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도덕성 발달의 특성에 대한 이

해를 제시하는 도덕성 발달 이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도덕 심리학 분야에서는 일찍이 아동 및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이론화를 시도해 왔다. 초기의 발달 심리학은 인지 심리학자 Piaget와 

그를 계승한 Kohlberg를 시작으로 하여 보편화를 지향하는 단계 이론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인지’와 ‘보편성’에 반기를 

들고 배려 혹은 공감과 같은 정서주의와의 통합을 시도한 이론, 행동주

의 및 성숙주의와 통합을 시도한 사회 학습 이론, 최근의 뇌 과학 및 신

경 과학의 발전으로 발견하게 된 초·중등 교육 시기 청소년 뇌의 특성

에 기초한 교육 이론 등 접근 방법과 쟁점이 다원화되고 있다. 도덕 심

리학적 논의의 다원화 경향은 인간 도덕성의 다면성에서 기인하기 때문

에 교사는 이러한 도덕성의 다면적 차원을 이해하여 학생들의 인성 발달

에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편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이 갖는 

인성 특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인성은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 

등 맥락 의존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성 특성을 이

해하기에는 일반적인 청소년 인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만으로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성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는 

교사가 인성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판단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령 2013년 교육부에서 수행

한 초·중·고등학생의 인성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들은 학교급을 불문하고 자기 이해와 관련된 정체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

고, 다른 가치규범에 비하여 규칙 준수에 대해 유의미하게 낮은(부정적

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갖는 인성 특성으로 인성교

육을 실행하는 교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정창우 외, 2013 참고).

  따라서 인성교육자로서 교사는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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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성 발달의 사실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시키고자 하는 인성의 

차원과 요소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의 인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발달 가

능성을 판단하여 근접 발달 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9)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 과정에서 교사에게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들이 가진 도덕적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학생의 

인성 발달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그들의 잠재력에 도달시키고자 하는 교

사의 의지는 교사가 학생에게 갖는 일종의 ‘기대’로 작용함으로써 학

생들의 성취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기대는 교사가 학생에게 갖는 일

종의 희망으로, 그 기대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

적으로 유지할 때, 교사와 학생을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Whitaker, 송형호 외 역, 2009: 39, 45).

  교사에게는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발달 가능성

을 고려한 비계(飛階, scaffolding)를 설정하여 그에 따른 교육적 개입

과 처방을 통해 실질적인 인성 발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

다. 비계 설정이란, 성인이 아동에게 도움을 제공할 때 아동의 요구에 

맞게 도움을 조절함으로써 아동의 노력을 지원하는 하나의 체계를 의미

하는 것으로, 아동이 근접 발달 영역의 더 높은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을 은유하는 표현이다(송선희, 2003: 78). 가령 Kohlberg

가 도덕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장한 딜레마 토론 시, 서로 

다른 도덕 추론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함으로써 토론에 의한 인지

적 자극을 통해 아동이 자신이 속한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나아

갈 수 있다(Kurtines et al, 문용린 역, 2004: 98)는 ‘Blatt 효과’는 

구성원 간 성공적인 비계 설정의 예로 이해할 수 있다.

9)  근접 발달 영역은 교육 심리학자 Vygotsky가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학습과 
발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 근접 발달 영역이란, 아동이 독립적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 발달 수준과 성인 혹은 더 유능한 또래와의 협력하
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발달 수준 간의 간격을 의미한다(Vygotsky, 
197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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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는 아동의 실제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실제 

발달 수준이 근접발달영역의 상한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달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비계 설정 기술을 체득해야 한다. 효과적인 비계 설정은 타

인과의 공동 문제 해결,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참여자 간 협의와 타협 

등 상호 작용을 통한 상호주관성, 도움을 제공하는 성인의 칭찬과 격려 

등의 정서적 반응,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와 조절된 성인의 개입 등을 포

함하며(Berk, 1995; 송선희, 2003: 84-85에서 재인용), 교사는 이러

한 비계 설정을 위해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학생과의 관계 설정,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 등과 관련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개별 학생이 보이는 인성의 특수성을 파악하

여 그들이 가진 인성 특성을 존중하고, 그에 입각하여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사가 학생과 맺는 관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앞서 논의한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이해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여기서 인성이 의

미하는 바는 도덕적 인성보다는 가치 중립적인 측면에 가깝다. 즉 개별 

학습자마다 외향성과 내향성, 자아 개념, 성취동기, 귀인 등 인성교육과 

관련되는 학습자의 심리적 혹은 성격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령 

개인의 특성에 따라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드백이 제공되었을 때 더 

효과적인 학생이 있고, 교사와 일 대 일의 관계에서 피드백을 제공받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도 있다. 또한 자기 효능감이 상당히 높아 비판적 평

가를 긍정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학생이 있고, 자기 효능감이 다소 

낮아 칭찬과 격려 등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만 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학생도 있다. 한편 상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효과가 나

타나는 학생도 있고, 오히려 상벌 체제가 수행 동기를 저하시켜 부정적

인 결과가 나타나는 학생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인성 특성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자칫 학생에 

대한 잘못된 접근으로 학생의 인성 발달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학생에 갖는 영향력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이

에 교사는 학생 개인의 인성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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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성 발달을 위한 교육적 개입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차를 반드시 

고려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상에서 논의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 중 인성교육 실천에 

해당하는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을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성향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토대 요소 하위 요소

지식

인성교육 일반에 대해 이해하기

- 인성교육의 개념 알기

- 인성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알기

- 인성교육의 범위 알기

인성교육의 배경 이론 이해하기

- 도덕 철학 이해하기

- 사회 정서 학습 이해하기

- 긍정 심리학 이해하기

학생 인성 발달의 특성 이해하기
- 일반적인 도덕성 발달 이해하기

- 개별적인 인성 특성 파악하기

기술

인성교육답게 가르치기

- 인성 친화적 내용 선정하기

- 인성 친화적 방법 선택하기

- 도덕적으로 가르치기

이론에 근거하여 인성교육하기

- 도덕적 관점 채택하기

- 사회 정서 기술 활용하기

- 긍정 관여하기

인성 특성을 반영하여 인성교육

하기

- 인성 발달을 위한 비계 설정하기

- 개인차를 반영하여 개입하기

성향

인성교육 가능성을 확신하기

- 인성교육에 공감하기

- 인성교육에 동참하기

- 인성교육에 의지 발휘하기

학습자로서의 교사 지향하기

- 도덕적 이슈에 주목하기

- 사회적·정서적 유능성 갖기

- 긍정 정서 갖기

영향력에 주의하기
- 도덕적 잠재력에 도달하기

- 인성의 특수성을 존중하기

<표 13> 교사의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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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교육적 관계란, 교육적 행위가 성립되는 곳에서의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관계, 즉 아동과 성인, 또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관계를 의미한

다(김철, 2005: 3-4). 교육 활동은 교육 주체들 간의 인간관계를 전제

로 이루어지지만, 교사와 학생이 갖는 관계를 일반적인 인간관계로 보아

서는 안 되는 이유가 교육적 관계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다. 교육자와 피

교육자, 아동과 성인,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는 성숙한자가 미성숙한 

자의 발달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성립되기에, 일반적 인간관계

가 아닌 특수한 맥락에서 형성되는 가치 지향적 관계인 것이다.

  학습이 발생했다고 하여 교육적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학생과 

교사 간 교육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때 교육적 관계는 형성될 수 있

다. 교육학자 Herbart가 수업을 지도와 훈육으로부터 구분하는 기준으

로 ‘도덕적 관계에서의 인격 형성’을 제시하며, 수업이 교육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제적인 형태라고 강조(Herbart, 1835; 김철, 2005: 

6-7에서 재인용)한 것은 교육적 관계에 대한 그의 이해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Herbart에게 있어 가르침의 목적은 오직 학생의 도덕적 인격 

성숙에 있고, 교사는 학생들의 도덕적 성품 함양을 위해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 하에 상호 작용할 때 교사

와 학생은 교육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교육 철학자 Nohl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의 인격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 삶의 목적과 가치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교육이며, 이러한 교육은 미성숙자에 

대한 성숙자의 ‘정열적 관계’에 그 기초가 있음을 주장(Nohl, 1927; 

김철, 2005: 13에서 재인용)하였다. Nohl 역시 교육의 출발점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있으며, 그 관계가 교육적 성격을 갖는지의 여부는 교사

가 학생의 삶의 가치와 목적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결정한다고 본 것이

다.  

  교육적 관계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인성교육자로서 교사가 학생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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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관계를 맺을 때, 그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시사한다. 학생의 

인성 발달을 위해 교사는 자기 스스로 혹은 사회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을 적극적으로 인정

하며 그들의 인격적 성숙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상호 작용해야 한

다.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상호 작용은 삶에 대한 도덕적 가치와 목적, 

도덕적 성품을 함양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상호 작

용 과정 자체가 인성교육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맺는 교육적 관계는 학생의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역량

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며,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자 하는 의지와 동기를 형성시킴으로써 학습의 정의적 영역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김민성, 2016: 31). 교사와 학생 간 이루어지는 교육적 상

호 작용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존중과 기대, 신뢰, 열정, 관심, 

태도 등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학습된다. 인성교육에 있어 

교육적 관계와 상호 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교사와 상호 작

용하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교사의 태도와 가치관은 학생이 판단하고 행

동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있어 교사는 

유의미한 성인에 해당하고,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교사의 모든 언행은 의

도와 관계없이 모델링된다. 따라서 인성교육자로서 교사는 자신이 학생

들의 도덕적 발달에 행사하는 영향력을 인지하며 학생과 교육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그들의 인성 발달이라는 분명한 목적하에 상호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 형성한 교육적 관계는 곧 교사가 학생의 

도덕적 성숙을 이끌어 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들의 상호 작용 

역시 이 목적을 지지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정열적 관계에 그 기초가 있다는 Nohl의 통

찰처럼, 교사가 학생과 형성하는 교육적 관계에는 교육애(敎育愛)가 기

반이 되어야 한다. 교육애는 교육의 대상으로서 학생에 대한 사랑과 그

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학생과 교사가 형성하는 교

육적 관계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교사가 현재는 미숙하지만 앞으로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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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교사는 미성숙한 학생들이 일으키는 갈등에 대해 앞으로의 발

달 가능성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데, 교사의 

교육애가 이러한 능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교사의 교육애는 교육 대상에게 갖는 일종의 기대이자 신념으로, 무의

식적이지만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드러나고 학생의 발달과 성취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 Persell(1977)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갖는 기대의 

주요 원천 중 하나가 바로 교사의 인성 특성임을 주장한 바 있다(김병

성, 2004: 232에서 재인용). 교사의 인성 특성 중 특히 교사가 학생에

게 갖는 긍정적인 신뢰와 정서적 반응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에게 전달

됨으로써 그들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

생이라는 교육적 관계가 인성교육을 위해서 타당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미성숙한 학생들의 발달 가능성을 신뢰하고, 그들의 발달을 이끌

어내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는 교사의 성향이자 정서적 능

력인 교육애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겠지

만, 그 무엇보다도 교사가 학생과 교육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

이 필요하다. 여기서 교육적 의사소통이란,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성

과 인격성을 전제로 한 구두적·비구두적 소통으로, 학습자의 경험을 함

께하는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적이고 대화적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가치 지향적이고 가치 성취적 활동을 의미한다(전숙경, 2009: 199, 

209). 교사가 행하는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이 교육적 의미를 갖기 위해

서는 학생에 대한 인격적 존중, 그리고 학생의 성장이라는 분명한 목적

과 방향을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시도하는 의사소통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식과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내면화를 유도하는 사회화 기능, 둘

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앎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발달 

기능, 셋째, 전혀 새로운 종류의 앎을 창조하는 전환10)의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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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자로서 교사는 교육적 의사소통의 의미와 기능을 인식하고, 

인격적 존중과 배려를 전제로 한 학생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들로 하

여금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넘어 삶의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도덕적·친사

회적 가치를 지향하게 하는 교육적 의사소통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

다. 교사와 학생 간 교육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자가 

대화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일찍이 교육 철학자 Buber(1986)는 

교육적 상황에서 인간관계에 주목하여 교육적 관계를 곧 대화적 관계로 

설정하는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Buber에 따르면, 교육이 일정한 목적

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관계적 현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성취시키는 원리는 바로 대화에 있다는 것이다

(김철, 2015: 59-60에서 재인용).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적 관계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으로서의 대화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교육적 의사소통은 일반적

인 의사소통과 달리 교육이라는 목적과 가치 지향이 전제되어, 교사의 

교육적 의도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대화와 차별화된다. 또한 교

사와 학생은 일반적인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와 달리, 상호 대등하지 않

은 비대칭적 관계에 있다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일종

의 교육적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며 교육을 실천한다. 교사의 교

육적 권위는 지위와 역할, 전문성으로부터 부여된 것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비대칭성은 불가피하기에 교사는 자신이 갖는 권위를 항상 인식하

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가운데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10) 전환은 전숙경(2009: 209-211)이 Herbart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제시한 ‘사
고의 전환’ 차원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전숙경에 따르면 전환은 시대적 가치의 공
유와 내면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절대적 인격을 발견하는 차
원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인성교육에 대한 접근이 사회·문화적 규범과 질서를 유
지하고자 하는 접근과, 사회·문화적 규범과 질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개선하
고자 하는 두 가지 접근에 머물렀다면, 이에 더하여 전혀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약적인 변화의 차원을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환에 대
한 강조는 인성교육이 기존 가치 질서에 순응적 인간을 양성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비판적이고 발전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포함하게 하
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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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적 의사소통이 사회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발달과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권위를 학생들과 나눔으로써 인성교육을 실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권능화(empowerment)’로 표현되는데, 학

생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존중의 한 형태이며, 존중은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인성교육의 목표 중 하나이다(장경숙 외, 2015a: 41). 권능화

는 곧 학생들의 자율성 신장에 그 목적이 있고 도덕성의 가장 중요한 기

초가 자율성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권능화는 도덕성 발달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교사는 자신의 권위가 잘못 행사되었을 

때 오히려 인성교육에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고, 상호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개방적인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겠다.

  이에 Burbules(강선보 외 역, 2011: 73)는 정당한 권위의 중요한 측

면으로 ‘경청’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경청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권위의 지위를 바꾸는 구체적인 관계 

활동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 흥미, 그리고 관심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

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Burbules, 강선

보 외 역, 2011: 73).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의 견해를 경청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며, 교사가 가진 권위를 

학생들과 나누는 관계의 기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사는 대화를 본질로 하는 교육적 의사소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성교육에 유의미하도록 학생과 대화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

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과 자신의 비대칭적 관계를 인지하고 유념

하며, 교사의 권위를 인성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사에게는 다양한 의사소통의 종류를 교

육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능력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

다. 이에 교사는 자신이 학교 혹은 교실이라는 교육 상황에서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의사소통의 기능과 특징을 이해하고, 당면한 교육 

상황과 학생의 인성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기술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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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은 형태를 기준으로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언어적 의사소통은 정보 전

달, 설득, 공감, 갈등 해결, 유머 등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의도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이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형식

에 따라서는 음성에 해당하는 말과 비음성에 해당하는 글로 구분되며, 

성격에 따라서는 긍정적 언어와 부정적 언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긍정

적 언어가 부정적 언어에 비해 상호 작용과 학습 지원적인 분위기를 형

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Cooper et al, 이창덕 외 역, 2010: 

151-152). 반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의도와 관계없이도 발생하며 공

간 및 시간 사용, 동작이나 자세, 신체적 특징, 접촉, 표정, 눈빛, 걸음걸

이, 침묵, 호흡 등 언어적 요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비언

어적 의사소통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달리 모호하여 

암묵적인 분위기이자 단서로 작용하지만, 감정과 태도 등 정서적 전달력

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언어

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이러한 차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인성교육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언어적 의사소통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복잡성 1차원적(말로만 전달) 다차원적(목소리, 자세, 몸짓, 거리 등)

흐름
간헐적(말하기와 침묵이 번갈

아 나타남)

연속적(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함)

명료성 해석의 오류가 적음 좀 더 모호함

영향
언어와 비언어적 단서가 모순

되는 경우 영향력 감소

언어와 비언어적 단서가 모순되는 

경우 영향력 증가

의도성 일반적으로 의도적 종종 비의도적

<표 14>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차이(Adler et al, 정태연 역, 2015: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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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비언어적 단서와 모순되는 경우 영향력이 감소하고, 비언어적 

단서의 경우 언어적 단서와 모순되는 경우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다. 이는 교사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친사회적인 내용을 언어적 가르침으

로 제시한다 할지라도 교사의 어조, 말투, 태도, 자세, 동작, 눈빛, 관심, 

열정, 물리적 공간, 시간 활용 등 교육 상황을 이루는 총체적인 요소들

이 언어적 가르침과 상반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

히려 비언어적으로 전달되는 정서적 정보가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

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는 인성교육을 실천할 때, 의식적·무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을 인지하고 학생들에게 영향

을 미치는 정서적 전달력에 주의하며 자신이 학생들에게 신장하고자 하

는 인성 덕목과 역량에 상반되는 비언어적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 논의한 인성교육 실천에 해당하는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

력’을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대 요소 하위 요소

지식

교육적 관계를 이해하기
- 교육적 관계의 의미 알기

- 교육적 관계를 위한 역할 알기

교육적 의사소통 이해하기
- 교육적 의사소통의 의미 알기

- 교육적 의사소통의 종류 알기

기술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기
- 도덕적 발달에 영향력 행사하기

- 상호 작용적 관계 맺기

교육적 의사소통하기
- 대화적 관계 형성하기

-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 활용하기

성향

교육적 관계 지향하기
- 도덕적 목적을 안내하기

- 교육애 갖기

교육적 의사소통 지향하기
- 비대칭적 관계에 유념하기

- 정서적 전달력에 주의하기

<표 15> 교사의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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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인성교육은 교과와 달리 모두가 합의할 만한 배경 학문이 형성되어 있

지 않고 학교 교육 전반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목표라는 사실은, 거꾸

로 인성교육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다양하고 광범위함

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이란, ‘학습 

상황에서 학생의 인성 발달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되고 활용되는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의 총체’로  규정할 수 있다. 교사는 인성교

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알고 적소에 효과적으로 활

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은 인성교육의 

특성상 그 범위가 방대하여 교사의 자원 선별 및 활용 능력이 인성교육

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사는 인성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자

원의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여 선별하며, 인성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자원

은 크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제도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자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 사회의 

구성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인성교육은 교사만의 노력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가정-학교-공동체가 학생의 인성 발달이라는 공동의 

목적하에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인적 자원들이 인성교육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적 관계의 주체는 주로 교사와 학생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

가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부모는 매우 중요한 교육 주체로서 주목받

고 있다. 학부모는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에

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교육열이 때로는 과도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이 또한 새로운 사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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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는 점차 학부모를 불편하고 두려

운 존재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학부모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

다(서현석 외, 2015: 290-295; 손준종, 2012: 42-48).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교사는 그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자로서

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인성교육자로서 교사는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인성교육을 위해 적절하고 유의미하게 발산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의 협력이 없는 인성교육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교사는 학부모를 중요한 인성교육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포함하

며, 그들이 갖는 역할과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인성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관이 서로 충

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충돌의 기저에는 ‘학생의 행복한 삶과 바

람직한 인성 발달’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함을 상기하고, 학부모와 

이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는 교육적 관계의 주체인 학생 및 학부모와 성공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와의 협

력을 통해 학교 인성교육을 가정으로 연장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는 학

생에 대한 존중과 배려, 높은 기대를 보여줌으로써 학부모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형성한 신뢰와 협력의 관

계는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을 지지하는 주춧돌이 되고 인성교육의 효과

를 강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는 교육적 관계의 주체로

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인성교육을 위해 동료 교사를 포함하여 학교 관리자, 교

사, 행정가, 그 밖의 모든 교직원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

다. 특히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이 보유한 

경험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의 인성교육 실천 경험은 

담당 교과, 업무 경험, 교직 경력 등의 배경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는 동료 교사들이 보유한 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들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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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함으로써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자원을 양적·질적으로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성교육을 위한 좋은 학교는 교직원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교직원들 사이에 생각을 공유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Lickona, 

박장호 외 역, 1998: 399). 교사와 관리자, 행정가는 인성교육을 위해 

협력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상호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학

교의 의사소통 구조는 관리자와 교사, 행정가가 서로 분리되어, 공동의 

목표를 선정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교육과 행정의 강한 분리는 상호 소통을 통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

는 것을 가로막기에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이 틀림없다.

  교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인성교육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모든 교직원은 교육에 종사하고 있고, 그들의 존재와 역할이 학

생들에게 모두 드러난다는 점에서 교직원들도 직·간접적으로 인성교육

에 참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의 관리자는 모든 교직

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게 

하고, 인성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역할을 부여하며, 그에 따라 

요구되는 자질을 신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교사는 가정과 학교를 넘어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인성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지와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구성원이 인성

교육에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감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성원을 발굴하여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또래 

학생의 정의롭고 책임 있는 선행을 보여줌으로써 도덕적인 삶에 대한 동

기를 부여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전형이 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동시

에 직업 세계에서 성공한 모델,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일반 시민 등을 

보여줌으로써 도덕적인 삶을 다짐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역량과 덕목을 함양하기 위해 공동체에 소속되

어 있는 다양한 구성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가령 문화적·사회적·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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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관용, 포용, 공존 등의 가치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

의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

원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물적 자원은 교수·학습 자료를 의미한다. 여기서 교수·학습 

자료란, 교수·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으로 학습내

용에서부터 학습 환경, 시설, 시청각 기자재, 인적 자원11)에 이르기까지 

학습자가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는 데에 요구되는 모든 사건을 포함

하는 종합적·포괄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된다(Gerlach et al, 

1980; 차우규 외, 2013: 505에서 재인용). 이렇게 볼 때 물적 자원은 

미시적으로는 ‘내용’으로서 자료가 되지만, 보다 넓게는 인성교육이 

일어나는 장소와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 자료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학습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학습 과정에서 동료 학생이나 교사와

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매개로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

사는 인성교육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수·학습 자료

를 개발 혹은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자료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특히 교사가 중점을 두어야 할 기준은 

‘인성 요소’와 ‘자료의 형식’이다. 

  교수·학습 자료를 선정 및 개발하는 기준으로서 인성 요소를 고려한

다는 것은 교수·학습 자료가 통합적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인성은 특정 요소에 치우쳐서는 올바르게 신장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발달을 위해 인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인성의 요소 및 하위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

는 교수·학습 자료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

11)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 자원은 교수·학습 자료이자 내용으로도 필요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교육 주체 간의 협력과 상호 작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앞서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 100 -

  교수·학습 자료의 형식은 시각 자료, 청각 자료, 시청각 자료, 시설 

자료, 지역 사회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인성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는 교과서와 같이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인쇄 자료

에서부터 다양한 시·청각 자료, 학교의 기자재를 포함한 제반 시설, 나

아가 시민 단체, 종교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 문화 유적지, 자연환

경 등의 지역 사회 자료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술 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고취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인쇄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기자재와 학습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를 비롯한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과거에는 활용할 수 없었던 

자료들을 통해 교수·학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체험의 폭을 

확대하거나 학교에서의 학습이 가정 및 일상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등의 시도가 활발해질 수 있다. 또한 예절실, 운동장, 상담 센

터 등 기존 학교의 시설을 인성교육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보

다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교

육·종교·연구 등 각종 기관, 유·무형 문화재 및 유적지, 자연환경 등

을 인성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라는 물리적 시·공간

의 제약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풍부하

게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업 시간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는 원

자료(raw data)라는 단점을 갖기 때문에, 수업의 목적과 교사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되고 재단되어야 한다(차우규 외, 2013: 515).

  따라서 인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자료를 교

사가 판단하고 선정하여 재구성하며, 인성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적

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교수·학습 자료는 내용을 효과

적으로 전달하고 학생의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기 때문에, 교사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해당 교수·학습 자

료가 인성교육 자료로서 갖는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자원으로는 학교 교육 과정, 교육 정책, 교육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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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될 수 있다. 학교 인성교육의 영역을 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운

영 지침인 국가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제시하면, ‘교과 교육 과정’과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

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제시되고 있는‘범교과 학

습 주제12)’로 구분할 수 있다(교육부, 2015e: 15-16). 교과 교육 과

정의 경우 해당 교과의 목적과 성격이 인성교육과의 관련성에 따라 ‘주

관 교과’와 ‘관련 교과’로 구분될 수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의 경우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소질과 잠재력의 계발·신장’이라는 목표 아래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교육부, 2015d: 4), 학교 교육 과정은 인성교육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교육 정책 역시 인성교육을 위한 제도적 자원에 포함되는데,  

교육 정책은 대부분 학교 교육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가정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시도하는 형태로 접근되고 있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정책으로는 1995년 5.31 교육 개혁을 통한 실천 중심 인성

교육, 2009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로 학교 교육의 목표로서 위상을 갖는 

창의·인성 교육, 2012년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 2013년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립되어 온 인성교육 강화 

기본 계획, 2014년 인성교육 실천 주간 운영,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2016년에 수립된 인성교육 5개년 종합 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인성을 중시하는 범사회적 분위기 

형성, 학교 교육 과정 전반을 활용하는 인성교육, 가정-학교-지역 사회

와의 인성교육 연계성 강화,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주요 골자로 

12) 범교과 학습 주제는 안전·건강 교육, 인성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 가능 발전 교
육으로 제시되고 있다(교육부, 2015e: 16). 인성교육이 독립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만,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환경·지속 가능 발전 교육
은 모두 학생의 정체성 형성, 타인 및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덕성 및 역량
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범교과 학습 주제들은 인성교육과 그 목적
을 공유하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교집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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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학교 인성교육의 강화 방안과 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

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을 지원하는 정책적 

자원에 해당한다.

  특히 2015년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에 대한 법적 자원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학교 폭력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04

년에 제정되어 2008년에 전면 개정 되었으며 지금까지 꾸준히 개정되어 

오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역시 교육적 지원과 

교육 기관의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 지원 체제로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성격이 다분히 처방적이라는 점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으

로서는 한계를 갖는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임

과 의무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교육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화

하여 학교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

서 인성교육을 위한 법적 자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교사는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의 종류와 각각이 갖

는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여 교육 상황과 여건에 적합

하게 재구성하는 등 자원의 활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

으로 교육 상황에서는 다양한 자원이 복합적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교사

는 학교 인성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자원들을 인성교육 목적과 상황에 따

라 선별, 편집하여 재구성하고 적용하며,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통

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야 하겠다. 

  이상 논의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로서 인성교육 실천에 해당

하는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을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성향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토대 요소 하위 요소

지식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알기
- 자원의 종류와 특성 알기

- 자원의 활용 가능성 판단하기

<표 16> 교사의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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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인성교육은 오랜 시간 학교 교육의 핵심 목표로 인정되어 왔지만, 목

표 달성에 대한 평가 체제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인성교육이 교육 목표로서 분명한 위상을 갖는다면, 인성교육이 실제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고 개

선해야 하는지를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인성교육진흥법에도 반영되어, 인성 평가에 대한 관

심과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인성 평가에 대한 관심은 인지적 측면에 치우친 현재의 교육 평가에 

대한 비판 및 보완의 성격을 갖는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 대한 관심이라

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저 단순히 평가 범위와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인성 평가에 대한 우려 속에는 인성 평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의적 영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과 한계, 인성 평

가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위험성 등 현실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이슈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을 결정하고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힘이 

평가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학생의 인성 발달 수준을 확인하고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보여 주며 앞으로의 인성교육 방향을 제안할 수 있

는 인성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내

용과 평가가 인지적 영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은 실제 평가의 

대상과 방법이 인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 즉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교육의 효과를 직접적

기술 자원을 적소에 활용하기
- 다양한 자원을 재구성하기

-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성향 인성교육의 리더 되기
- 자원의 구심점 되기

- 자원을 통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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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드러내는 평가 방식을 기준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 그리고 그 효과

에 대한 판단까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교육의 현주소인 것

이다. 이렇게 볼 때 정의적 영역의 평가를 확대하고, 정성적 평가

(qualitative evaluation)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은 실질적인 교육 과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교사는 학생의 인성 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하여 인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인성 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란, 인성 평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평가 목적을 분명하게 숙지하는 것

에서 출발하여, 교사가 유의해야 할 인성 평가의 특징과 한계를 이해하

는 것, 인성을 평가함에 있어 적합한 평가 종류와 방법, 도구에 대해 아

는 것을 의미한다. 인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인성 평가가 여타 평

가들과 차별적으로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의 모든 영역은 평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

금까지는 인성을 평가한다고 하면 인성의 심리학적 차원인 도덕성, 사회

성, 정서에 대한 ‘측정’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는 인성의 측정 불

가능한 철학적이고 규범적인 영역은 철저히 배제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인성을 측정할 때 도출된 결과가 인성에 대한 설명

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

성을 평가할 때에는 인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과 심리학적 담론이 상보적

으로 작용해야 하고, 나아가 인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곧바로 교육적 

처방이나 교육적 목적의 근거로 사용하는 태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윤

영돈, 2015b: 33-34).

  둘째,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인성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이상과 규범을 담고 있고, 이는 어떤 

한 시점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성 발달 수준의 현재 시점을 ‘측정’하는 것만으로

는 한 개인의 인성을 설명해 내기에 한계가 있고, 규범적이고 변화 가능

한 인성의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인성의 발달 수준에 대한 수량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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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발달 가능성에 대한 예측까지 가능하

게 하는 ‘해석’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성에 대한 해석적 평

가는 평가자인 학생 자신과 교사의 관점을 존중하고, 인성 평가가 이루

어지는 상황 맥락을 반영하며, 수량화하기 어려운 인성의 구성 요소에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인성 평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인성 평가는 오직 학생의 인성 발달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수단이자 방

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결코 평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

다. 평가가 교육을 결정하고 평가를 위한 교육이 실행되는 모순이 인성

교육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학생들의 인성 발달 가능성을 오히려 제한

하거나 학생들로 하여금 타율적 인성을 형성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 평가 영역에서는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그리고 ‘학습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

에 대한 논의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학생들의 

역량을 교사가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위주로 

진행되어 온 전통적 학생 평가 패러다임이 ‘학습으로서의 평가’ 위주

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Earl, 2003; 곽덕주 외, 

2016: 178에서 재인용). 여기서 ‘학습을 위한 평가’는 평가가 학습에 

대한 동기를 진작시키고,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등의 형성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학습으로서의 평가’역시 학습 결

과에 대한 평가를 지양하는 접근으로, 학생들이 자기 평가를 통해 자신

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앞으로의 학습을 계획하는 등 자기 인식, 자기 진

단, 자기 조절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평가 그 자체가 자신에 대한 학습 

과정이 되어야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교사가 주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유는 교사의 평가관이 학생의 자기 주도적 발달의 핵심인 자율성 신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사가 학습을 위한 평가관, 학습으

로서의 평가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인성에 대해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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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진정한 내적 성찰을 유도하지 못하고 

타율적 사유와 실천을 유발함으로써 자율적 인성을 형성시키기 어려워지

기 때문이다. 인성의 구성 요소인 도덕성, 사회성, 자아 정체성, 정서 모

두 자기 조절력이 결여되었을 때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자율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인성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을 평가 

주체로 포함하여 인성 평가가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교사는 인성 평가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발달을 촉진하는 수단이

자 발달 과정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평가의 동기가 오직 학생의 인성 

발달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 인성교육자로서 교사는 오직 학생

의 인성 발달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재 발달 

수준을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현재의 발달 수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앞으로의 인성 발달 가능성을 예측하고, 학생의 인성 발달

에 높은 기대 수준을 가져야 한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인성 발

달의 ‘조력자’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평가가 학습과 발달이라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실적이지만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가져야 한다. 이는 인성교육에도 마찬가

지로 적용되는데, 통합적 인격교육론자 Kirschenbaum(추병완 외 역, 

2006: 142-143)은 가치를 교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교

사가 학생에게 갖는 기대 수준을 제시하며, 교사의 긍정적인 기대 수준

은 곧 학생들이 자신에게 갖는 기대 수준이 되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성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Kirschenbaum은 이러한 높은 기대 수준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기 위해

서는 교사가 높은 기대 수준을 유지하고, 교사 자신을 믿으며, 그러한 

기대 수준을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성공을 

강조하며, 낙담과 실패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제

시하고 있다(Kirschenbaum, 추병완 외 역, 2006: 144-146).

  인성 평가를 위해 교사는 평가 대상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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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인성 평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규

준 참조 평가, 준거 참조 평가, 능력 참조 평가, 성장 참조 평가 등으로, 

평가 방식에 따라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교

사는 인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식을 선별할 수 있

어야 한다. 

  앞서 본 연구에서는 인성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성교

육은 각각의 요소를 신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으로 이루

어져야 함을 논의한 바 있다. 다면적인 인성을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해

서는 평가 역시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성 평가 과

정에서 인성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다면적인 인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각 요소에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인성 평가는 인지적 능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

인지적 능력은 심층적인 심리적 속성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측정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김명화, 2015: 989), 인성을 평가할 때 교

사는 평가 상황, 평가 대상 및 항목,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행동 

관찰, 면담, 질문지 등의 다양한 방법과 동료 평가, 교사 평가, 자기 평

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평가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각 평가 도구와 

방법이 상호 보완하여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중 인성교육 실천에 해

당하는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을 지식, 기술, 성향으로 정리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토대 요소 하위 요소

지식 인성 평가에 대해 이해하기

- 인성 평가 목적과 필요성 알기

- 인성 평가 종류와 방법 알기

- 인성 평가의 특징 알기

<표 17> 교사의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 108 -

  이어서 ‘환경 조성’ 영역에 해당하는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인‘인

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7)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

  개인의 인성은 환경이 결정한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은 

인성 발달의 중요한 요인이다. 학생 개인의 인성 형성에는 교실, 학교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가치 지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는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된 친사회적·도덕적 가치

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학생들에게 친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덕목을 직접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가르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성 친화적인 교실과 학교의 풍토(climate)를 형성하는 능력이 필

요하다.

  실제로 공동체의 풍토는 학생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삶의 방향을 탐색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

인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관심을 가져온 도덕 심

리학자 Narvaez(2010: 661)에 따르면, 풍토는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

고, 타인을 대하며, 특정한 정서와 행동을 북돋게 하거나 억제하는 방법

과 관련을 갖는데, 이는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리더(교육자)가 당

초부터 지지함으로써 집단 전체가 강화해 온 반응과 행동의 ‘습관화된 

방식’과 ‘기대’를 공유하는 일종의 문화이다. Narvaez의 정의를 학

기술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 발달 수준 및 가능성 예측하기

- 다양한 방법 및 도구 활용하기

- 다면 평가하기

성향 인성 발달을 위한 평가 동기 갖기

- 높은 기대 수준 갖기

- 인성 발달의 조력자 지향하기

- 인성 평가의 한계 유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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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인성교육에 대입해 보면, 교사가 학생의 인성 함양을 돕기 위해서는 

인성 친화적인 가치를 옹호함으로써 학생들의 가치관, 즉 사고방식과 태

도, 행동 경향성을 도덕적이고 친사회적으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풍토는 크게 광의의 풍토와 협의의 풍토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풍

토는 사회 환경의 구조,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숨겨져 있는 상벌 체제, 

사회 집단의 목적과 열망, 목표에 대한 일반적인 담론 등을 포함하고, 

협의의 풍토는 타인을 대하는 방법, 함께 일하는 방법, 함께 의사 결정 

하는 방법, 권장되는 감정, 형성된 기대 등을 포함한다(Narvaez, 2007: 

137). 이렇게 볼 때 학교와 교실의 풍토는 ‘총체적’인 것으로서, 다른 

인성교육의 요소들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광의의 풍토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앞서 다른 인성교육 전문성

의 요소를 규명하며 이미 다룬 바 있기에, 여기에서는 협의의 풍토에 해

당하는 타인 및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및 이를 뒷받침하는 구

조에 대한 논의로 범위를 국한하고자 한다.

  타인을 대하고, 함께 일하며, 공동의 의사 결정을 도출하는 등의 능력

은 타인 및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도덕적 역량에 해당하며, 이러한 

역량은 공동체에 형성되어 있는 도덕적인 절차와 구조를 통해 형성되고 

강화될 수 있다. 미국의 인성교육 파트너십(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이하 CEP, 2010)은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열한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네 번째 원리는 ‘교실과 학교를 배려하는 

공동체로 형성할 것’이다. 교실과 학교가 배려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은 곧 학생, 교사,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열망과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함양시키는 공동체가 됨을 의미한다(CEP, 2010). CEP에 따르

면 학생의 인격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풍토는 학교 자체

가 ‘좋은 인격’을 갖추어 정의롭고 배려적인 사회의 축소판이 될 때이

다(Lickona, 1996: 96). 여기서 배려적인 교실 및 학교는 첫째,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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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자기 주도, 영향력, 둘째, 학생 간의 상호 작용, 협동, 열린 토론

에의 참여, 셋째, 교사의 따뜻함, 수용성, 지지, 그리고 모델링, 넷째, 사

회적 기술의 훈련, 다섯째,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추어야 

한다(Solomon et al, 2002; Narvaez, 2007: 137에서 재인용).

  한편 미국 발달 연구 센터(Development Studies Center)는 1980년

대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업·윤리·사회적 발달을 목적으

로 하는 아동 발달 프로젝트(Child Development Project, 이하 CDP) 

를 실행한 바 있다. 이 때 CDP는 초등학생을 통제하는 환경이 아닌, 도

덕 발달을 지지할 수 있는 교실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의롭고 배려적

인 공동체를 조직하는 다음의 네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Watson et 

al, 1989; Watson, 2008: 179에서 재인용). 첫째, 교사와 학생은 따뜻

하고 지지적이며 상호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교실은 각 

아동의 능력, 자율성, 소속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배려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은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교

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넷째, 교사들은 이러한 목적을 촉진(혹은 간과하지 않

도록)하기 위해 친사회적 가치에 따른 학생의 행동을 지지하는 선행(先

行)적이고 반응적인 규제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CEP와 CDP는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교실 및 학교 풍토로 배려

적인 공동체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배려적인 공동체는 학

교 구성원, 특히 교사와 학생이 배려하고 존중하며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생과의 활발

한 상호 작용과 토론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의사 결정에 중요하게 반

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서 교실과 학교에 민주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CEP(2010)가 정의로운 학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치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율과 참여를 강

조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교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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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풍토는 학생들이 공동체적 사안과 토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와 분위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erkowitz와 그의 동료(2008, 정창우 역: 469에서 재인용) 

역시 학교와 교실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진작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

을 발달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Narvaez(2010: 664)는 풍토는 학업 동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제는 단순히 

배려하는 공동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지적인 풍토’를 형성해야 함

을 주장하였다. Narvaez(2010: 664)에 따르면, 지지적인 풍토란 도덕

적 인성 발달을 촉진하는 배려하는 풍토를 넘어, 광범위한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며, 대인 관계를 강화하는 보다 

강력한 풍토로, 사회적 비계(social scaffolding)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다. 배려하는 공동체는 개인 간에 서로 배려하는 관계를 맺는 것을 도덕 

발달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이 배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교실 및 학교의 분위기

가 구성원 간의 배려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Narvaez가 제시하는 지지적인 풍토는 도덕

적이고 친사회적인 존재로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구

조적인 차원에 보다 주목한다. 

  Narvaez가 제시하는 배려하는 풍토와 지지적인 풍토의 이러한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배려하는 풍토 지지적인 풍토

초점 공동체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특징

- 안내의 한 형태로서 관리

- 교실의 일에 대한 공유된 책임

- 또래 간 상호 작용 독려

- 민주적인 실천

- 개인의 목적과 자아실현을 교육 

목적의 중심으로 설정

<표 18> 배려하는 풍토와 지지적인 풍토 비교(Narvaez, 2010: 665에서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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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하는 풍토는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점을 두고, 개인 간의 상호 작용, 교실 일에 대한 책임의 공유, 

타인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학생의 의사 결정에의 참여, 정의롭고 배려

적인 갈등 해결 과정 등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반면 지지적인 풍토

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민주적인 실천, 

집단의 목표, 개인의 목표 및 자아실현에 대한 고려, 개인의 잠재력 증

진, 광범위한 윤리적 기술, 국제적인 안목과 인식 능력, 개인의 리더십 

발달, 양육, 지역 사회와의 연계 등에 주목한다. 즉 배려하는 풍토와 비

교해 보았을 때 지지적인 풍토는 개인 인성의 범위 인식과 교육적 접근

을 보다 거시적이고 광범위하게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실과 학교에 인성 친화적 풍토로 배려적인 동

시에 지지적인 풍토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풍토가 중요한 이유

는 학교가 도덕적·친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배려적이고 지지적인 풍토

로 조성되어 있을 때, 학교의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신뢰

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유대감과 소속감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감과 소속감은 학교에서 공동체적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기초적인 요소로, 인성교육의 효율성은 학생들이 그

들의 학교를 얼마나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의 정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Berkowitz et al, 정창우 역, 2008: 474에서 재인용).

- 의미 있는 의사 결정에 학생

의 목소리 반영

- 타인의 요구와 관점에 대한 

민감성 독려

- 정의와 배려를 통해 갈등을  

공개적으로 해결

- 긍정적인 집단의 목표

- 개인의 잠재력을 증진

- 광범위한 윤리적 기술을 지지

- 리더십 발달

- 국제적 인식 강조

- 양육에 대한 명확한 입장

-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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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교사는 교실과 학교를 인성교육을 위한 최적의 공간인 정의롭

고 배려적이며 민주적이고 지지적인 공동체로 형성하기 위해 친밀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친밀하고 수용적인 

존재가 될 때, 학생들은 열린 논의에 참여할 수 있고 학교의 일에 공감

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책임을 공유하는 등 공동체적 삶을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원 간 활발한 상호 작용은 유대감을 진

작시키고, 참여와 책임을 공유하는 과정은 교실 및 학교에 대한 소속감

을 느끼게 하여 학생들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게 한다.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갖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역할에 따라 이행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학습하게 하고 도덕적·친사회적 가치의 실천 가

능성을 높이는 등 인성 발달의 촉진제가 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중 인성교육을 위한 환

경 조성에 해당하는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을 교

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성향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토대 요소 하위 요소

지식 인성 친화적 풍토 알기
- 인성 친화적 풍토의 의미 알기

- 인성 친화적 풍토의 요건 알기

기술 인성 친화적 풍토 조성하기
- 상호 작용 독려하기

- 민주적인 절차 형성하기

성향 공동체적 삶 옹호하기
- 친밀하고 수용적이기

- 유대감과 소속감 지향하기

<표 19> 교사의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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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체계

  앞선 절에서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크게 ‘교

사의 내면적 자질, 인성교육 실천, 환경 조성’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요소 및 하위 요소를 선정하였다. ‘내면적 자질’의 경우 교육 철학 및 

신념, 도덕적 품성을 구성 요소로, ‘인성교육 실천’의 경우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교육을 위

한 자원 활용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을 구성 요소로, ‘환

경 조성’의 경우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을 구성 요

소로 한다. 또한 각 구성 요소를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토대인 

지식, 기술, 성향별로 구분하여 하위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이 교사의 전문성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

사의 인성교육 실천을 돕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교사를 ‘교사를 위해 만들어진 어떤 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전문 수행인’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

다(Giroux, 이경숙 역, 2003: 241).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며, 앞서 선

정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들을 종합하여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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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성 요소
하위 요소

지식(knowledge) 기술(skill) 성향(disposition)

내면적 
자질

교육 철학 
및

신념

K1.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 이해하기
 K1-1. 지식에 대한 관점 알기
 K1-2. 학생에 대한 관점 알기
 K1-3.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형태 알기

S1. 인성교육을 위한 관점 형성하기
 S1-1. 구성주의적으로 접근하기
 S1-2. 발달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S1-3. 인성교육 관점에서 상황 진단하기

D1. 인성교육을 위한 태도 갖기
 D1-1. 지식에 대한 구성주의적 신념 갖기
 D1-2. 학생에 대한 발달적 신념 갖기
 D1-3. 교육 상황 개선을 위해 헌신하기

K2. 인성교육자에 대해 이해하기
 K2-1. 인성교육자의 의미 알기
 K2-2. 인성교육자의 역할 알기

S2. 인성교육자로서 역할 수행하기
 S2-1. 인성교육자로서 책임 갖기
 S2-2. 인성교육자로서 의무 이행하기

D2. 인성교육자로서 정체성 갖기
 D2-1. 인성교육자로서 자아 개념 갖기
 D2-2. 인성교육자가 되기 위한 목표 갖기

도덕적 
품성

K3. 도덕적 역량 이해하기
 K3-1. 도덕적 역량의 의미 알기
 K3-2. 도덕적 역량의 구성 요소 알기

S3. 인성교육자로서 모범 보이기
 S3-1. 도덕적으로 대응하기
 S3-2.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D3. 도덕적 삶을 지향하기
 D3-1. 도덕적 실천에 의지와 신념 갖기
 D3-2. 인성교육을 위해 헌신하기

K4. 도덕적 덕목 알기
 K4-1. 도덕적 덕의 의미 알기
 K4-2. 도덕적 덕의 종류 알기

S4. 도덕적 덕을 습관화하기
 S4-1. 도덕적 덕을 선택하기
 S4-2. 도덕적 덕을 실천하기

D4. 도덕적 덕을 체화하기
 D4-1. 도덕적 가치 지향하기
 D4-2. 자기 자신과 교육 실천을 성찰하기

인성
교육
실천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K5. 인성교육 일반에 대해 이해하기
 K5-1. 인성교육의 개념 알기
 K5-2. 인성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알기
 K5-3. 인성교육의 범위 알기

S5. 인성교육답게 가르치기
 S5-1. 인성 친화적 내용 선정하기
 S5-2. 인성 친화적 방법 선택하기
 S5-3. 도덕적으로 가르치기

D5. 인성교육 가능성을 확신하기
 D5-1. 인성교육에 공감하기
 D5-2. 인성교육에 동참하기
 D5-3. 인성교육에 의지 발휘하기

K6. 인성교육의 배경 이론 이해하기
 K6-1. 도덕 철학 이해하기
 K6-2. 사회 정서 학습 이해하기
 K6-3. 긍정 심리학 이해하기

S6. 이론에 근거하여 인성교육하기
 S6-1. 도덕적 관점 채택하기
 S6-2. 사회 정서 기술 활용하기
 S6-3. 긍정 관여하기

D6. 학습자로서의 교사 지향하기
 D6-1. 도덕적 이슈에 주목하기
 D6-2. 사회적·정서적 유능성 갖기
 D6-3. 긍정 정서 갖기

K7. 학생 인성 발달의 특성 이해하기
 K7-1. 일반적인 도덕성 발달 이해하기
 K7-2. 개별적인 인성 특성 파악하기

S7. 인성 특성을 반영하여 인성교육하기
 S7-1. 인성 발달을 위한 비계 설정하기
 S7-2. 개인차를 반영하여 개입하기

D7. 영향력에 주의하기
 D7-1. 도덕적 잠재력에 도달하기
 D7-2. 인성의 특수성을 존중하기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K8. 교육적 관계를 이해하기
 K8-1. 교육적 관계의 의미 알기
 K8-2. 교육적 관계를 위한 역할 알기

S8.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기
 S8-1. 도덕적 발달에 영향력 행사하기
 S8-2. 상호 작용적 관계 맺기

D8. 교육적 관계 지향하기
 D8-1. 도덕적 목적을 안내하기
 D8-2. 교육애 갖기

K9. 교육적 의사소통 이해하기
 K9-1. 교육적 의사소통의 의미 알기
 K9-2. 교육적 의사소통의 종류 알기

S9. 교육적 의사소통하기
 S9-1. 대화적 관계 형성하기
 S9-2.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 활용하기

D9. 교육적 의사소통 지향하기
 D9-1. 비대칭적 관계에 유념하기
 D9-2. 정서적 전달력에 주의하기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K10.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알기
 K10-1. 자원의 종류와 특성 알기
 K10-2. 자원의 활용 가능성 판단하기

S10. 자원을 적소에 활용하기
 S10-1. 다양한 자원을 재구성하기
 S10-2.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D10. 인성교육의 리더 되기
 D10-1. 자원의 구심점 되기
 D10-2. 자원을 통합하기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K11. 인성 평가에 대해 이해하기
 K11-1. 인성 평가 목적과 필요성 알기
 K11-2. 인성 평가 종류와 방법 알기
 K11-3. 인성 평가의 특징 알기

S11.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S11-1. 발달 수준 및 가능성 예측하기
 S11-2. 다양한 방법 및 도구 활용하기
 S11-3. 다면 평가하기

D11. 인성 발달을 위한 평가 동기 갖기
 D11-1. 높은 기대 수준 갖기
 D11-2. 인성 발달의 조력자 지향하기
 D11-3. 인성 평가의 한계 유념하기

환경
조성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

K12. 인성 친화적 풍토 알기
 K12-1. 인성 친화적 풍토의 의미 알기 
 K12-2. 인성 친화적 풍토의 요건 알기

S12. 인성 친화적 풍토 조성하기
 S12-1. 상호 작용 독려하기
 S12-2. 민주적인 절차 형성하기

D12. 공동체적 삶 옹호하기
 D12-1. 친밀하고 수용적이기
 D12-2. 유대감과 소속감 지향하기

<표 20>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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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현황

  이 장에서는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의 현황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하나는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

한 교사 교육 과정의 분석이요, 다른 하나는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교

사의 인식 및 교사 교육 경험의 분석이다. 전자를 통해 현행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반영되

어 있는지를, 후자를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 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교사 교육이 목표, 내용, 방법 측면에서 갖는 

특징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판적인 논의를 전개하여 

교사 교육 개선에 갖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기준으로 한 교사 교육 과정 분석

  교사 교육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대상의 선정 기준과 분석 방법

은 다음과 같다.

  1) 분석 대상 및 방법

  교사 양성 교육은 초등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대학과 중등 교

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범 대학으로 구분된다. 우선 초등 교사는 목적

형 양성 체제하에서 통일된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기에, 하나의 

교육 대학 교육과정 분석 결과로 우리나라 초등 교사 양성 교육과정 전

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2016년에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최근의 인성교육 담론을 포함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A 교육 대학교 교

육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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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범 대학 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목적형 교사 

양성 기관인 B 대학교 교육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B 대학교

는 교육학과를 비롯해 국어, 윤리,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반 사회, 

지리, 역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가정, 기술, 환경, 컴퓨

터, 음악, 미술, 체육 교육과를 설치하여, 거의 대부분의 중등학교 교과

의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때문에 중등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가장 

풍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B 대학교의 교육과정이 분석 대상으로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교사 양성 교육과정 분석을 위해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2016 학년도 

교육과정과 최근 4년간 해당 교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분석 자료로 활용

하였다. 분석 기준으로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활용하였다. 

Ⅲ장에서 제시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기준으로 각 교과목이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를 신장시키는데 유의미한가를 판단하여 인성교

육 관련 강의를 일차적으로 선별해 내었다. 이렇게 선별한 강의의 최근 

4년간 강의 계획서를 통해 해당 강의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성교육과의 긴밀한 관련성 속에서 진행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교과목의 내용 지식이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에 넓은 범위에서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직접

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을 경우 배제하였다. 가령 고

전(古典) 강독이나 문학 작품, 음악·미술 작품, 철학·윤리·사회사상 

등을 내용으로 다루어 각각의 학문적 이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이 

있는 반면, 이해한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교육 현장에 활용하는 방

법을 익히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교과목도 있다. 유사한 제목과 주제를 

가진 교과목일지라도 인성교육적 고려를 담아내지 않았을 경우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으로 선별하지 않았다. 또한 인성교육을 교과목명 혹은 강의 

목표에 명시적으로 드러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별하되, 강의 계획서 확

인 절차를 거쳐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목으로서의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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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교사 현직 교육은 교사 개인이 자기 개발을 위해 선택하는 

자율 연수와 교사에게 제공되는 교사 연수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 연수

는 개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교사에게 

제공되는 교육 기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직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교육 형태는 교사 연수라 할 수 있다. 

  교사 연수는 다시 연수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수와 단위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수로 구분되는데, 단위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장학, 

연구회, 연구 수업 등은 연수 참여자의 특성, 연수의 지속성과 체계성 

등 질적 측면의 관리가 어렵고, 내실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이렇게 볼 때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가장 공식적이고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는 연수는 연수 기관 중심의 교사 연수라 하겠다.

  연수 기관 중심의 교사 연수는 목적에 따라 자격 연수, 직무 연수, 특

별 연수로 구분된다. 교사가 특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자격 연수와 교원 전문성 신장이라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

별 연수는 소수의 교사들에게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성격이 강한 연수이

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사 현직 교육의 형태로 간주할 수 없다. 반면 직

무 연수는 교사가 수업을 비롯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신장하

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접근성

이 높다. 때문에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기회를 파악하기에 적절하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현직 교육의 가장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인 교원 연수

가 현재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유의미한 학습 기회를 제

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의 자격 연수와 직무 연수를 담당하

는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 연수원의 직무 연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 연수원은 전국적으로 총 17개의 기관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C시 교육청 교육 연수원에서 운영한 직무 연수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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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교육 연수원에서 제공하는 2016년 교육과정 및 강의 계획서를 분

석 자료로 활용하였고, Ⅲ장에서 제시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기준으로 해당 과정의 목적, 강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성교육과의 관련 정도를 판단하였다. 분석 방

법과 과정은 앞서 언급한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그것과 동일하기에 여기

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2) 분석 결과 및 논의

    (1) 교사 양성 교육과정

  A 교육 대학교(2016: 1)의 교육과정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국민 기초 교육 담당자로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교직

관을 확립한다.

나. 실질적인 학생 지도 및 직무 수행 능력을 기른다.

13) 2016년 1급 정교사 및 교·장감 자격 연수 교육과정 중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과 
관련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프
로그램 중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는 과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어울림 
학급 경영, 아동 이해와 공감적 소통, 배움 중심의 평가, 삶을 가꾸는 진로 지도, 공
존과 상생의 세계 민주 시민 교육,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학교 폭력 예방’이 
있었다. 둘째, 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프로그램 중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는 과정
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세계 시민 교육의 이해와 실제, 장애 학생 인권 
보호 및 통합 교육 역량 강화, 학교 안전과 아동 학대 및 학교 폭력(성폭력) 예방, 
학생 자치를 통한 행복한 학급 운영, 학생·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상담’이 있었
다. 셋째, 중등 교장 자격 연수 프로그램 중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는 과정으로 ‘학
부모,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Post 2015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가 
있었다. 넷째, 교감 자격 연수 프로그램 중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는 과정으로 ‘교복 
입은 시민, 학생 자치 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직무 연수에 개설되어 운영
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기본 소양], [역량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직무 연수 프로그
램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이외의 과정은 해당 연수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에 해당하기에, 인성교육과의 관련성이 낮
을 뿐만 아니라 특수 영역의 전문적인 내용을 인성교육의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격 연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무 
연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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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 과정과 비교과 과정의 균형을 바탕으로 대학 학습 

및 교직 수행에 필요한 기초 역량과 전문 역량을 신장하

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인성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을 함양한다.

라. 통일 교육, 다문화 교육, 소외 계층 교육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열어 평생 학습의 기초를 

다지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진로 능력을 배양한다.

마.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와 창

조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교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갖는다.

바. 창의적 사고, 전인적 교양과 문화적 소양, 자기 주도적 문

제 해결 능력, 봉사하고 소통하는 리더십,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융합형 인재를 길러 초등 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A 교육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확인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과 

관련한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14)

14) 전체 교과목 수 중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 수의 비율 산출 시 작성의 편의를 위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부터 반올림 처리하였다.

과
정

영역
전체 

교과목 수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 수(%)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
학
점

교

양

기초 역량 4 1 (25%) 교사 화법 8

창의 역량 42 8 (19%)

[창의선택] 심성 계발을 위한 동양 고전 읽
기, 보이 스카우트 활동, 어린이 책의 세계, 
학교 공동체 문화와 교육
[○○중점] 통일 인문학, 다문화 사회와 문
화 다양성 교육, 교육 소외의 이해와 소외 
계층 교육, 인간과 환경

6

학문 역량 24 2 (8%)
[인문·사회] 문학과 인간 탐구, 현대 사회
와 윤리 문제

17

소계 70 11 (16%) · 31

<표 21> A 교육 대학교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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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교육 대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교양 과정, 교직 과정, 전공 과정, 심

화 과정, 비교과 과정으로 구분된다. 우선 교양 과정은 대학 학습 및 교

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도구적 소양을 함양하고, 지성인에게 필요한 

학문 탐구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며,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인성 및 예비 

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A 교육 대학교, 2016: 1). 이러한 교양 과

정은 다시 기초 역량, 창의 역량, 학문 역량으로 구분되는데, 기초 역량

의 경우 4개 중 1개(25%) 교과목이, 창의 역량의 경우 42개 중 8개

(19%) 교과목이, 학문 역량의 경우 24개 중 2개(8%) 교과목이 인성교

육 관련 교과목으로, 전체 교양 과정 과목 70개 중 11개(16%) 교과목

이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

직

교직 이론 8 교육의 이해와 교육 심리, 교육 철학 12
교직 소양 4 생활 지도와 상담, 교직 실무 8
교육 실습 4 교육 봉사, 참관 실습, 수업 실습, 수업·실무 실습 4

소계 16 · 24

전

공

교과 교육 21 교과 교육론Ⅰ·Ⅱ, 통합 교과 교육 47

교과 실기 11 체육·예술, 생활·컴퓨터, 외국어 21

비교과 교육 1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론 1

소계 33 · 69

심

화

윤리 교육 12 7 (58%)

도덕성과 정서, 통일 교육과 인문학, 도덕 교
육의 원전 강독, 정보 윤리 교육론, 도덕 교
육 연구 방법론, 시민 사회와 국가의 이해,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18

국어 교육 12 1 (8%) 화법 교육론

사회 교육 12 1 (8%) 민주 정치의 이해

체육 교육 18 1 (6%) 아동 운동 심리

생활과학
교육

12 4 (33%)
진로 교육, 인간과 동식물, 생활과 환경, 가
족과 생활 자원

교육학 12 1 (8%) 인성교육론

특수 교육 12 2 (17%) 특수 아동 정서 및 행동 지원, 장애 인권과 복지

유아 교육 12 3 (25%) 아동 중심 교육 사상, 발달 이론, 부모 교육론

소계 102 20 (20%)

비
교
과

인성 역량 2 2 (100%) ○○인성Ⅰ·Ⅱ 2

소계 223 3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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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과정의 목적이 교육자로서의 기초 소양과 자질, 인성 등을 함양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는 교양 

과정 교과목이 전체 교양 과정의 16%에 그친다는 사실은 예비 교사가 

인성교육을 위한 소양을 쌓기에 다소 부족하다. 또한 교양 과정 중 인성

교육 관련 교과목이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는 창의 역량 영역에서 예비 

교사가 이수해야 할 학점은 6학점이고, 가장 많은 과목을 이수해야 할 

학문 역량 영역에서는 2개의 교과목만이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다. 이는 

인성교육에 관심이 없는 예비 교사는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을 위한 교

양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

에서 우려될 수 있다.

  교양 과정의 교과목들은 주로 인성교육과 유의미한 연관을 맺으며 다

양한 교육 내용과 이론을 소개하거나 인성교육에 유의미한 교육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 중 ‘인성교

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중 

물적 자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교육적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교과

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양 과정의 경우 교사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소

양을 쌓는 교육 과정이므로,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 중 ‘교육 철학 및 

신념’, ‘도덕적 품성’과 같은 교사의 내면적 자질에 대한 교과목이 

적합하다. 이에 교양 과정을 통해 교사 내면적 자질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직 과정은 교육 일반 및 초등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안목을 지니도록 함으로써, 교직 사명감을 높

이고 교원으로서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A 교육 대학교, 2016: 1). 교직 과정은 교육부 고시

에 의해 모든 교육 대학이 동일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교육 일반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이해를 도모하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에 인

성교육과의 관련성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전공 과정은 초등 교육의 실천에 필요한 각 교과의 이론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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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섭렵하고, 교과 및 비교과 교육에 필요한 방법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며,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과와 비교과 활동 운영의 기술을 개발하

는 등(A 교육 대학교, 2016: 1) 해당 교과 교육 전문성 신장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전공과 인성교육 간의 관련성을 논의하는 것은 곧 각 교과

와 인성교육 간의 관련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되기에 전공 과

정 역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심화 과정은 초등 교육 특정 영역의 이론과 실제를 심화 학습함

으로써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고, 개인의 성장과 함께 

초등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선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에 그 목적이 있다(A 교육 대학교, 2016: 2). 총 14개 학과 중 윤리 

교육과에서 12개 중 7개(58%), 국어 교육과에서 12개 중 1개(8%), 

사회 교육과에서 12개 중 1개(8%), 체육 교육과에서 18개 중 1개

(6%), 생활과학 교육과에서 12개 중 4개(33%), 교육학과에서 12개 중 

1개(8%), 특수 교육과에서 12개 중 2개(17%), 유아 교육과에서 12개 

중 3개(25%)의 교과목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

었다. 이는 전체 심화 과정의 교과목 102개 중 20개(20%)의 교과목이 

인성교육과 관련된다는 것으로, 교과 교육 전문성을 신장하는 심화 과정

의 목표를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과정은 학과에 

따라 그 비율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윤리 교육과, 생활과학 

교육과, 유아 교육과에서는 인성교육과 관련한 강의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거꾸로 심화 과정의 교과 목표, 성격, 내용이 인성교육과 관

련 정도가 낮을 경우 교양 과정이나 교직 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에 유의

미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교사 양성 과정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

장하기 어려운 예비 교사가 다수 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술한 여덟 개 학과 외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컴퓨

터, 영어 교육과에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과 내용학의 교과목이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교과가 높은 정도와 수준으로 인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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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다루기는 불가능하지만, 특히 인성에서 정서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해 본다면 음악과 미술로 대표되는 예술 교과는 인성교육

적 활용을 고려한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술 

작품 및 예술 교육 관련 이론을 학습하는 경험이 교사의 심미적 가치에 

대한 이해 능력, 감성 등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인

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비 교사의 인

성교육 실천을 돕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원자료를 제공하고 이

를 인성교육적으로 소화해 내는 것은 예비 교사 개인의 역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아는’능력과 이해한 것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실천’

능력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다양한 지식을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교사 교육을 통해 신장될 필요가 있다.

  심화 과정 중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의 내용은, 교양 과정과 마찬가지

로 인성교육과의 관련성 속에서 각 교과 내용학 지식을 다루고 있기 때

문에 각 교과의 다양한 교육 이론과 내용, 방법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

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중 

물적 자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부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과 ‘교육 철학 및 신념’ 형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

며, 교육학과와 윤리 교육과에서는 ‘인성교육’을 전면에 내세워 직접 

교수하는 교과목도 개설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인성교육을 다

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도덕적 품성’,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에 대한 교

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A 교육 대학교의 경우 교사의 인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수의 예비 

교사가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거의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보완으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비교과 과정에 

인성 역량 영역을 설치하여 예비 교사들로 하여금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인

성 역량 영역은 초등 교사로서의 인성 및 더불어 사는 소통·연대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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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고, 교직 사명감과 자존감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봉

사, 체험 활동을 통해 교과 역량과 비교과 역량이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 교

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A 교육 대학교, 2016: 2). 교사의 

인성에 주목하여 교양 과정, 교직 과정, 전공 과정, 심화 과정 이외에도 

인성교육자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신장할 수 있는 별도의 과정

이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A 교육 대학교 교육과정 분석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현행 초등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 예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표, 성격, 내용이 인성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성

이 없는 교과의 경우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고려가 나타나지 않

고, 교육자로서의 인성, 소양, 자질 함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양 과정에

서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의 개설 비중이 낮으며, 학점 이수 체제로 인해  

실제 이수 비중 더 낮을 수 있다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대학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로 인성교

육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인성교육 관련 지

식 및 교수 능력’, 물적 자원에 국한된‘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

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교육은 학과 교육을 통

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 철학 및 신

념’과 ‘도덕적 품성’에 대한 교육은 비교과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

었는데, 교사 내면적 자질에 대한 교육을 시도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긍

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과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 자원 활용 능력 중‘인

적·제도적 자원’의 활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

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중등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 대학 교육과정이다. B 대학 교육

과정의 상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B 대학교, 2016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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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조 있는 품성과 도덕성, 그리고 자신의 전문 영역에 필

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케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창의적인 인물들을 육성하는 일에 높은 책임감과 사명 의식

을 갖추게 하고, 미래 지향적 안목과 혁신적 사고로 우리의 

교육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원이 되도록 한다.

  B 대학 교육과정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관련 교과목은 다음과 같

다.15)

 

15) 전체 교과목 수 중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 수의 비율 산출 시 작성의 편의를 위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부터 반올림 처리하였다.

영역
전체 

교과목 수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 수(%)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명
이수 
학점

교

양

○○ 
비전

교사 
교양

6 2(33%)
○○ 어울림 특강, 창조적 교사 교
육의 이론과 실제

3

○
○ 
중
점

리
더
십

인간과 
사회

39 14(36%)

삶과 진로, 의사소통과 협상, 인권과 
인권 정책, 심리학 개론, 현대 사회
와 부모 교육, 리더와 리더십, 사회 
봉사Ⅰ·Ⅱ, 인간과 윤리, 행복을 위
한 인성교육, 현대 사회론, 성공하는 
대학생들의 7가지 습관, 환경과 교
육의 대화, 환경 심리와 생활 6

인
성

문학과 
감성

30 5(17%)
창의·인성교육, 심리학의 이해, 행복
의 심리학, 영화 속 아동 청소년 심리
학, 치유와 성장을 위한 영화 치료

국
제
화

외국어 25 2(8%)
국제 협력과 세계 시민, 국제 개발 
협력과 교육

○○ 
일반

역사와 
문화

52 4(8%)
언어와 현대 사회, 국제화와 다문화 
교육, 환경과 문화, 법과 정의

12

스포츠
와 예술 26 1(4%) 예술 교육 상담

과학과 
기술

29 5(17%)
영화·책·신문 속의 과학기술, 과
학 기술과 사회, 환경 탐구, 에코 캠
퍼스, 에너지와 환경

수리와 
정보 19 1(5%) 정보 윤리

<표 22> B 대학교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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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반
이해

29 4(14%)
교육 복지의 이론과 실제, 교직과 
교사, 교사의 생활 화법, 정서 및 
행동 장애의 이해

소계 255 38(15%) 21

교

직

교직 이론 9

교육학 개론, 교육 철학 및 교육사, 
교육 심리,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교육 사회
학, 교육 행정 및 경영, 생활 지도

12

교직 소양 3
특수 교육학 개론, 교직 실무, 학교 
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6

교
육 
실
습

현장
교육 실습 3

교육 실습Ⅰ·Ⅱ, 초등 교육 참관 
실습

4

교육 봉사 1 교육 봉사Ⅱ 2

소계 16 24

전

공

교
과  
교
육

기본 26 · 3

선택 124 13(10%)

[국어] 화법 교육론
[윤리] 인성교육론, 윤리와 논술, 전
통 도덕 교육론
[일반 사회] 민주 시민 교육론, 다
문화 교육론
[화학] 학생 중심 화학 학습 지도
[환경] 환경 보호론, 환경과 녹색 
성장 교육론
[교육학] 교사와 교직, 인간 학습과 
발달, 상담 실습 및 사례 연구, 도
덕 및 인성교육론

6

교
과 
내
용

기본 199 9(5%)

[교육학] 학교 상담론
[윤리] 사회 윤리, 시민 윤리 교육
론, 도덕 심리학
[가정] 가족학, 가정 생활과 복지, 
가정 자원 관리학
[체육] 스포츠 심리, 건강 교육

18

선택 678 13(2%)

[교육학] 인간 학습과 발달
[윤리] 가치 교육론, 스마트 도덕 
교육, 국제 문제와 윤리
[일반 사회] 인간 심리의 이해, 사회 
심리학, 성격 심리학, 문화와 심리
[가정] 아동학, 인간 발달
[컴퓨터] 정보 통신 윤리
[환경] 과학·기술·사회와 환경, 
지속 가능 발전론

30

소계 1027 35(3%) 57
자유 선택 38

비교과 P/F
계 1298 73(6%)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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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과정의 목적이 예비 교사의 건전한 인격성, 정체성, 세계 시민성, 

도덕성, 학문 탐구력, 표현력,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것에 있다(B 

대학교, 2016a: 12 참고)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교양 과정의 내용은 상

당 부분 인성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자질과 교집합을 가질 것

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예비 교사의 교양 신장을 목표로 하는 ‘○

○ 비전’ 영역의 경우 6개 교과목 중 2개(33%), ‘○○ 중점’ 영역

의 경우 세부 영역에 해당하는 리더십 영역은 39개 교과목 중 14개

(36%), 인성 영역은 30개 교과목 중 5개(17%), 국제화 영역은 25개 

교과목 중 2개(8%), ‘○○ 일반’ 영역의 경우 역사와 문화 분야는 

52개 교과목 중 4개(8%), 스포츠와 예술 분야는 26개 교과목 중 1개

(4%), 과학과 기술 분야는 29개 교과목 중 5개(17%), 수리와 정보 분

야는 19개 교과목 중 1개(5%), 교육기반이해 분야는 29개 교과목 중 

4개(14%)가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으로, 총 255개 중 38개(15%)의 인

성교육 관련 교과목이 개설·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양 과정의 영역명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 리더십, 인성, 국제

화 소양 등을 명시하였다는 것은 교사 양성 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을 대

상으로 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음

을 보여 주는 것이며, 동시에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성교육 관련 교

과목의 개설 비율이 높은 ‘○○ 비전’, ‘○○ 중점’ 영역의 필수 이

수 학점이 적고, 상대적으로 필수 이수 학점이 높은 ‘○○ 일반’ 영역

의 경우 인성교육 관련 교과의 개설 비율이 낮다는 사실은, 실제 예비 

교사들이 경험하는 교양 과정이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특히 ‘○○ 중점’의 세부 영역

인 인성 영역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에 대한 이해와 교사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도모하는 교과목이 없다는 것으로 볼 때, 현재의 교양 과

정이 인성교육자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관

심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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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과정의 내용을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에 기초해 분석해 보면, A 

교육 대학교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에 유의미한 교육 이론과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중 물적 자원에 교육 내용

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의 화법이나 상담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교육 봉사나 인성교육의 실행 주

체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품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과 ‘인

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 신장과 관련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육 철학 및 신념’과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중‘인적·제도적 자원 활용 능력’신장을 위한 교육도 다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B 대학교의 교직 과정은 교육부 고시에 의해 예비 교사가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기에, 현재 대부

분의 사범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 양성 교육 과정으로 일반화

하여 이해할 수 있다. B 대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교직 과정의 목적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교육 대학교의 그것에 비추어 본다면 ‘교육 일반 

및 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안목과 올바른 인식, 

사명감, 업무 수행 능력 형성’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직 이론은 교육 철학·역사·사회·심리·교육 과정·행정·평가·

방법 및 공학·생활 지도 및 상담에 걸쳐 교육 일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

를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다. 교육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이해, 교육의 역사, 

교육의 사회적 맥락과 작용, 학습자의 심리적 발달, 교육 과정 개발 및 

실천에 대한 이해, 교육 실행을 둘러싼 행정 체제에 대한 이해, 교육 실

천의 방법과 평가, 학생의 생활 지도 및 상담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는 교사가 인성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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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과 평가, 그에 대한 반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간접적 영향력을 모두 배제하고 교과 목표 

및 내용을 인성교육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교직 소양은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이해

를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교육 실습은 예비 교사가 교육 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비 교사는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인성교육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 지도를 비롯한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교과 교육 역시 교사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전문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 전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목표로 하는 교직 이

론, 교사의 업무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이해를 도모하는 교직 소양, 학

습 내용을 직접 실천하며 교육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교육자로서의 사명

감을 심어주는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교직 과정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인성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인성교육과의 관

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교사들의 인성교육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지어 논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에 교직 과정의 교과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전공 교육은 전공 학문의 지식을 깊이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

며, 전공 학문에 대한 탐구 정신과 태도를 기르고, 전공 학문의 지식과 

기능, 태도를 효과적으로 교수하는 방법론을 체득하며, 복수 전공을 통

해 학교급별 또는 교과 교육 간의 연계적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변

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B 대

학교, 2016a: 12). 

  전공 과정은 각 교과의 교과 교육 영역과 교과 내용 영역으로 분류된

다. 교과 교육 영역의 ‘기본 과목’은 각 교과 교육론으로 구성되어 있

어 인성교육과의 관련성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선택 과목’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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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실제적 접근을 시도하는 교과목들로 구

성되어 있는데, 이 중 국어 교육과에서 1개, 윤리 교육과에서 3개, 일반 

사회 교육과에서 2개, 화학 교육과에서 1개, 환경 교육과에서 2개, 교육

학과에서 4개를 개설·운영하여, 전체 124개의 교과목 중 13개(10%)

의 교과목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 내용 영역의 ‘기본 과목’ 중에서는 교육학과에서 1개, 윤리 교

육과에서 3개, 가정 교육과에서 3개, 체육 교육과에서 2개를 개설·운영

하여, 총 199개의 교과목 중 9개(5%)의 교과목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택 과목’ 중에서는 교육학과에서 1개, 윤리 

교육과에서 3개, 일반 사회 교육과에서 4개, 가정 교육과에서 2개, 컴퓨

터 교육과에서 1개, 환경 교육과에서 2개를 개설·운영하여, 총 678개

의 교과목 중 13개(2%)의 교과목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

다.

  결국 전공영역의 전체 1027개의 교과목 중 35개(3%)의 교과목만이 

예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유의미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교사 양성 과정 차원에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윤리, 일반 사회, 가정, 환경, 교육학과는 교과의 목적, 성격, 내용

에 있어 인성교육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비 교사의 인

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용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총 

22개의 전공 교과 중에서 9개 교과만이 교과 차원에서의 인성교육을 다

루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중등 교사 양성 교육 체제가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실천 능력을 신장하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

여 준다. 특히 교과 내용과 방법에 있어 인성교육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

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어, 음악, 미술, 체육 교과에서도 인성교육적 위상

과 역할에 대한 논의 없이 각 학문의 내용 지식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은 

예비 교사가 전공 교과를 통해 인성교육 실천의 가능성을 학습하고 적극

적인 실행 의지를 갖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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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담당 교과의 내용과 인성교육이 갖는 간극이 상

당하여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은 일부 교과에 역할이 한정된다고 인식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이 반드시 교과 내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 평가 

대상 및 방법, 수업 운영 규칙 등 수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학생

들의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구성원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지, 수업의 주도권이 지나치게 교사에게 

편중되어 있지는 않는지 등은 교과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교사가 수업 

중에 고려해야 할 인성교육의 형태이다. 따라서 교사 양성 교육은 예비 

교사들에게 교수·학습 과정,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교과 교육도 언제까지나 학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의

미가 있다는 인성교육적 기준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화학 교육과의 ‘학생 중심 화학 학습 지도’교과목은 특기할 만하다.

  많은 교과에서 다루는 교과 교육 및 교과 내용 지식, 교직 이론 및 교

직 소양 지식을 예비 교사가 성공적으로 소화한다면, 이러한 지식들은 

대부분 인성교육 실천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

서 교과 지식이 인성교육과의 연관성 속에서 전달될 때, 학습자인 예비 

교사가 교과 지식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 인성교육적 활용에 대한 태도

와 실제 활용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즉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은 인성

교육 관련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

시키는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전공 과정의 교육 내용을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에 기초하여 분석해 보

면, 각 교과 교육학 및 내용학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성교육 실천 능력

을 신장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과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중 물적 자원에 집

중적으로 교과목이 개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성교

육 자체를 강의 내용으로 하는 교과목도 있고, 교사의 화법, 상담 등을 

중심으로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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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의 역할을 교육하는 등 ‘교육 철

학 및 신념’에 대한 교육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인적·제

도적 자원 활용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인성 친화

적 풍토 조성 능력’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B 대학교는 예비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비교과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모든 예비 교사에게 대학에 입학한 시점부터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비교과 교

육과정의 목표는 자율과 협력의 실천적 인성교육과 자기 주도적 자기 계

발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리더상을 지닌 교사로서의 품성을 기

르는 데 있다(B 대학교, 2016b). 이를 위해 예비 교사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인생 진로의 목표를 설정하며, 교사에 대한 관점과 이

상적인 교사상을 정립하고,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며,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교사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하위 목표로 한다

(B 대학교, 2016b).

  비교과 교육 과정을 통해 예비 교사들로 하여금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지적·정의적·실천적 역량을 통합적으로 신장하려는 노력은 교육자로

서 교사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만의 이상적인 교사상을 

정립하며, 이를 토대로 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쌓아 학생의 정서에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에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교과 교육 과정이 비교적 지속적이고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2) 교사 현직 교육과정

  C 교육 연수원의 연수 기본 계획의 동향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하였다. 연도별 추진 과제를 살펴

보면 2014년은 ‘실천적 인성교육을 위한 연수 강화’를, 2015년은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창의 연수 추진’을, 2016년은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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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제시하였다(C 교육 연수

원, 2016b). 이는 인성교육이 점차 교사 전문성의 주요 영역으로 포함

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 교육 연수원의 2016년 교사 직무 연수 중 그 내용이 인성교육 전

문성 신장에 유의미한 연수를 연수 대상 및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과 같다.16)

16) C 교육 연수원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며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과 관련이 없는 과정은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과정 수’의 ‘소계’는 인성교육과 관련이 없어서 
표에 제시하지 않은 과정의 수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과정을 합산한 수치이다. 둘째, 
표에 제시한 인성교육 관련 과정 중 다수의 과정은 두 개 이상의 개설 현황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인성교육 관련 과정 수’는 각 과정이 개설된 개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셋째, ‘전체 과정 수’ 중 ‘인성교육 관련 과정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할 때 작성의 편의를 위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였다.

대
상

연수 
과정

인성교육 관련 과정명
전체 

과정 수
인성교육 관련 
과정 수(%)

초

등

교

사

집합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
초등 공모형 맞춤식 직무 연수17), 모두가 행복한 학
급 만들기, 우정이 있는 교실

131 31(24%)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 지향 연수 강화]
창의·인성교육 초등 공모형 맞춤식 직무 연수18)

33 1(3%)

[삶을 가꾸는 성찰과 치유 연수 지원]
초등 교원 회복력 지원을 위한 생애 주기별 성찰 연
수(10년·20년·30년)

34 3(9%)

[소통과 공감의 교육 행정 연수 운영]
존중과 배려의 인권 교육 직무 연수

30 12(40%)

소계 228 47(21%)

원격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
20인의 교사가 전하는 학급 경영 노하우, 선생님의 
자존감 up! 소통에 날개를 달자, 수업 분석의 실제, 
최 선생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수학 수업 만들기, 협
력 학습을 잡아라 

32 16(50%)

소계 136 16(12%)

합계 364 63(17%)

집합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
수업 성찰(1기·2기·3기·4기), 우정이 있는 학교

28 9(32%)

<표 23> C 교육 연수원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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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등

교

사

(1기·2기·3기), 학생과 소통하는 교사 역량 강화
(1기·2기), 우면골 서당(1기·2기), 학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자유 학기제 맞춤식 직무 연수19)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 지향 연수 강화]
중등 공모형 맞춤식 직무 연수20), 인성교육 중심 수
업 역량 강화(1기·2기), 창의·인성 수업 코칭(1
기·2기)

100 17(17%)

[삶을 가꾸는 성찰과 치유 연수 지원]
교사의 삶 성찰 명상(1기·2기), 교원 능력 개발 학
생 지도 전문성 향상(단기·장기기본·장기심화)

17 5(29%)

[소통과 공감의 교육 행정 연수 운영]
인권 교육 snowball 과정, 학교 폭력 어울림 프로그
램 운영의 실제, 특별 배려 및 다문화 교육의 이해와 
실제

6 3(50%)

소계 151 34(23%)

원격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
진로 연계 생활 지도

28 2(7%)

소계 212 2(1%)
합계 363 35(10%)

공

통
원격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
교사들을 위한 청소년기의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발달, 교실에서 바라본 세계는 지금, 뇌를 100% 활용
하는 톡톡 수업 아이디어, 명품 교육 콘서트! 세상과 
교육을 바꾸는 시간 Teachers,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기 주도 학습, 최고의 교사 비법 공개, 학생 문제 
행동 이해 및 상담 기법, 학습 부진 학생 코칭하기,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예술 심리 치료 프로그램, 학
습 부진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지도, 소통을 실현하
는 교사들의 토론 여행, 인문학에서 배우는 행복한 
삶, 행복한 진로 수업

125 34(27%)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 지향 연수 강화]
‘마을과 학교의 만남, 마을 결합형 학교 만들기’, 
교복 입은 시민 학생 자치 활동, 함께하는 행복한 경
제 사회적 경제 이야기

455 14(3%)

[삶을 가꾸는 성찰과 치유 연수 지원]
‘지혜로운 삶, 선인에게 묻다’, 행복한 삶을 위한 
긍정적 소통 스킬 익히기

70 8(11%)

[소통과 공감의 교육 행정 연수 운영]
성폭력 예방 교육, 다문화 교육 이해하기, 사례로 배
우는 학교 폭력 대응 방안, 인권과 민주 시민 교육,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학교 폭력 없는 배움터 만
들기

56 29(52%)

소계 706 85(12%)

전체 1433 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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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교육 연수원에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개설한 직무 연수 과정은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 혁신을 주도하는 미

래 지향 연수 강화, 삶을 가꾸는 성찰과 치유 연수 지원, 소통과 공감의 

교육 행정 연수 운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 구분 명칭에 포함

된 ‘지성·감성·인성’, ‘삶을 가꾸는 성찰과 치유’, ‘소통과 공

감’과 같은 표현은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의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분석 결과를 연수의 대상에 따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집합 연수는‘지성·감성·인성을 기

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 영역에서 131개 중 31개(24%),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 지향 연수 강화’영역에서 33개 중 1개(3%), ‘삶을 가

꾸는 성찰과 치유 연수 지원’영역에서 34개 중 3개(9%), ‘소통과 공

감의 교육 행정 연수 운영’영역에서 30개 중 12개(40%)의 과정이 교

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집합 연수 228개 과정 중 47개(21%)에 해당한다. 또한 원격 연

17) 2016년 초등 공모형 맞춤식 직무 연수 중 ‘인성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학습 방
법’, ‘질문이 있는 교실을 통한 협력 수업 방법 알기’, ‘수업을 바꾸는 질문, 삶
을 바꾸는 수업 만들기’, ‘질문이 있는 교실을 위한 열린 마음, 따뜻한 소통 교
육’, ‘교실 평화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통한 경청과 소통이 있는 교실 
디자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 정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교사의 인
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유의미한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18) 2016년 창의·인성교육 초등 공모형 맞춤식 직무 연수 중 ‘공감, 참여, 배려의 행
복한 학교 만들기’가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유의미한 프로그램으로 분석되
었다.

19) 2016년 중등학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자유 학기제 맞춤식 직무 연수 중 ‘자유 학
기제 연계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 소통 역량 강화 연수’가 교사의 인성교육 전
문성 신장에 유의미한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20) 2016년 중등 공모형 맞춤식 직무 연수 중 ‘감정 코칭과 회복 탄력성’, ‘회복적 
생활 교육 및 상담 직무 연수’, ‘학생 참여와 협력적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을 위
한 맞춤식 직무 연수’, ‘갈등 해소를 통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수업과 평가를 통한 즐거운 교실 만들기’, ‘거꾸로 수업과 회복적 생
활 교육 체험을 통한 수업 혁신 방안’, ‘학생 중심의 소통과 협력 수업 디자인하
기’, ‘위기 학생 이해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해와 소통
을 돕는 애니어그램 연수’, ‘즐거움과 성찰이 있는 교실 수업’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유의미한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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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경우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영역에서

만 인성교육 관련 연수 과정이 개설되었는데, 해당 영역 32개 중 16개

(50%)의 과정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고, 이는 원격 연수 전체 136개의 과정 중 16개(12%)에 해당한다. 

결국 초등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직무 연수 전체 364개 중 63개(17%)

의 과정만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 영역과 ‘소통과 

공감의 교육 행정 연수’영역의 경우 2016년의 연수 계획에서 제시한 

추진 과제인 만큼 연수 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과정이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지성·감

성·인성이라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인지적 이해에 머무르거나 각 요소

가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 지향 연수 강화’영역의 경우 영어 능력 

개발 연수를 제외하고는 개설 과정의 대부분이 ‘리더십’에 초점이 있

거나 자격 연수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내용이 교사의 인성교육에 간접적

으로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되나,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을 목적으로 하거

나 인성교육 실천을 직접적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연수는 단 하나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혁신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삶을 가꾸는 성찰과 치유 연수 지원’영역은 인성교육 실천 주

체인 교사의 성찰과 치유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과 차별화

되고, 인성교육 주체의 정신적 건강과 교육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

시킨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실제와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역에서 교사의 인

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유의미한 과정은 다소 낮은 개설 현황을 보였다. 

이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사’에 대한 관심이 교사의 교육 실천에 충분

히 전이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사의 성찰

적 태도와 자신을 되돌아보는 능력은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게 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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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므로, 인성교육자로

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찰은 교사의 인

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연수 

과정에 포함하되, 인성교육과의 긴밀한 관련성 속에서 신장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초등 교사 직무 연수의 내용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에 비추어 

보면, 배려하는 교실, 협력하는 교실, 소통하는 교실을 형성하는 교실 운

영 방법 등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 협력 학습, 

질문이 있는 수업 등 인성 발달에 유의미한 수업 방법을 안내하는‘인성

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의사소통 능력 신장, 경청, 소통 등 

‘교육적 의사소통 능력’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

은 내용은 교사의 ‘도덕적 품성’, ‘교육 철학 및 신념’, ‘인성교육

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형성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교사 내면적 자질에 해당하는 ‘교육 철학 및 신

념’과 ‘도덕적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

며, 인성교육 실천 측면의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과 ‘인

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 역시 부족하여, 이들 요소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집합 연수는 ‘지성·감성·인성을 기

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 영역에서 28개 중 9개(32%), ‘혁신을 주

도하는 미래 지향 연수 강화’영역에서 100개 중 17개(17%), ‘삶을 

가꾸는 성찰과 치유 연수 지원’영역에서 17개 중 5개(29%), ‘소통과 

공감의 교육 행정 연수 운영’영역에서 6개 중 3개(50%)의 과정이 교

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집합연수 151개 중 34개(23%)의 과정에 해당한다. 또한 중등 교

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 연수의 경우 초등 교사 연수와 마찬가지로 ‘지

성·감성·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영역에서만 인성교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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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28개 중 2개(7%)의 과정이 개설되어 전

체 원격 연수 212개 중 2개(1%)만이 교사의 인성교육을 위한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등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직무 연수는 전

체 363개의 과정 중 35개(10%)의 과정만이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에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역시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와 

마찬가지로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영역과 

‘소통과 공감의 교육 행정 연수 운영’영역의 경우 교사의 인성교육 전

문성 신장에 유의미한 과정이 다수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 지향 연수 강화’영역과 ‘삶을 가꾸는 성찰과 

치유 연수 지원’영역의 경우에는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보다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만한 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있었다. 

특히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 지향 연수 강화’영역은 교과 수업 시간에 

교과의 내용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신장

시키려는 과정이 많았는데, 이는 철저히 교과 시간에 따라 분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중등학교급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삶을 가꾸는 성찰과 치유 연수 지원’영역은 교사의 삶, 학생 지

도 전문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동일한 영역의 초등 교사를 대상으

로 한 연수보다 교육자로서 교사의 삶 및 교육 실천에 대한 고민을 더욱 

유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보다 긍정적

이라 평가할 수 있다.

  중등 직무 연수의 내용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에 비추어 본 

결과, 주로 인성교육 중심 수업 방법, 수업 성찰, 수업 코칭 등 ‘인성교

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인권 교육, 학교 폭력, 특별 배려 및 다문

화 교육 등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

력’ 중 물적 자원, 참여하는 교실, 행복한 교실 등을 중심으로 한 ‘인

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사의 삶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한 과정은 교사의 ‘교육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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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및 신념’과 ‘도덕적 품성’ 요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과정들의 목표가 교사로서의 총체적인 삶을 성찰하고 그를 통

해 앞으로 변화할 학교 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진작시키도록 함에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중등 교사 연

수의 경우 주로 인성 친화적인 수업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는 반면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인적·제도적 자원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과 중등 교사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는 원격 직무 연수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과정이‘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교직

원 전문성 신장’영역에서만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 교사

와 중등 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 직무 연수 

프로그램도 다수 제공되고 있었는데, 그 현황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

다.

  셋째,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진 연수는 모두 

원격 연수로 진행되었다. 이 중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

문성 신장’ 영역에서 125개 중 34개(27%),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 

지향 연수 강화’영역에서 455개 중 14개(3%), ‘삶을 가꾸는 성찰과 

치유 연수 지원’영역에서 70개 중 8개(11%), ‘소통과 공감의 교육 

행정 연수 운영’영역에서 56개 중 29개(52%)의 과정이 교사의 인성

교육 전문성을 신장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초·중등학교 

교사 모두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전체 원격 연수 706개 중 85개

(12%)의 과정이 인성교육 실천에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

여 준다고 하겠다.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 직무 연수 역시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영역과 ‘소통과 공감의 교육 행정 연수 운

영’영역에서 인성교육 실천에 유의미한 과정들이 다수 개설되어 있는 

반면,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 지향 연수 강화’영역과 ‘삶을 가꾸는 

성찰과 치유 연수 지원’영역에서는 매우 낮은 개설 현황을 보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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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교 교육의 혁신, 교사의 성찰 및 치

유라는 교사 연수의 주요 주제가 인성교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속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게 한다. 인성교육은 하나의 교육 목표로

서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교 교육의 구조 및 구성원의 총체적인 

변화를 통해서야 비로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 교사 직무 연수의 내용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에 비

추어 보면, 주로 학생 발달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수업 및 학생 지도 

방법, 인성교육과 관련된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 등 ‘인성교육 관련 지

식 및 교수 능력’ 요소와, 진로 교육, 다문화 교육, 학교 폭력 및 성폭

력 교육 등 인성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영역에 대한 

소개와 활용 방법, 마을 결합형 학교 형성 등 인적·물적 자원에 국한된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요소, 학생의 참여 및 자치 활동 

장려,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등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

성 능력’,  긍정적 의사소통 기술, 갈등 해소, 협력적 소통 등 ‘교육적 

의사소통 능력’ 요소의 순으로 개설되어 있었다.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

는 다양한 이론적 지식들을 학습함으로써 교사의 인성교육 실행을 위한 

교육 철학과 신념, 도덕적 품성을 형성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지식 위

주의 연수들은 인성교육 관련 전문성 신장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정하

여 개설된 과정이 아니기에 분류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모

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 연수 역시 교사의 ‘인성 평가 및 결과 활

용 능력’과 ‘제도적 자원 활용 능력’신장을 위한 과정은 없었고, 인

성교육자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육 철학 및 신념’과 ‘도덕적 품

성’에 대한 교육 역시 미비한 실정임을 알 수 있겠다.

  교사 연수 중 직무 연수 과정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 교사 대

상의 연수가 인성교육 관련 과정을 가장 많이 제공(17%)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 연수(12%), 마지막으로

는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과정

은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교직원 전문성 신장’영역과 ‘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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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교육 행정 연수 운영’영역에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유의미

한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었고, 연수 대상이 초등 교사인지 중등 교

사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 지

향 연수 강화’영역에서 가장 개설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삶을 가꾸는 성찰과 치유 연수 지원’ 영역의 개설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소속 학교급에 따라서도 연수 내용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초등 교사의 경우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요소,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요소,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요소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관련 연수 

과정이 고르게 나타난 반면,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의 경우 ‘교

과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방법과 관련된 과정이 압도적으로 많이 개설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의 소속 학교급에 따른 인성교육 관

련 직무 연수 개설에 공통점이 있다면 ‘교사의 교육 철학 및 신념’ 요

소,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요소에 대한 과정은 거의 전무하

였으며, 다양한 교육 내용과 영역을 활용하는 ‘물적 자원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적·제도적 자원 활용  능

력’신장을 위한 교육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

후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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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교사의 인식 및 교사 교육 경험 분석

  이 절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교사 교육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교사의 인식 및 교사 교육 경험

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인성교육 실행 주체인 

현직 교사들이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게 된 경로, 교사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그 근거 등을 파악함으로써,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

사 교육 개선의 유의미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사 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교사 양성 교육과 현직 교육 경험이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실천에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본은 할당 추출 방법에 따라 소속 학교급, 전공, 경력, 성

별을 고려하여 총 450명으로 선정하였고,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86.9%만이 회수되어 최종 조사 인원은 391명이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21)

21)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서 각 응답 수(빈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산출 시 소수
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하였다.

구분 응답 수(%)

학교급

초등학교 120(30.7)

중학교 145(37.1)

담

당

교

과

도덕·윤리 44(16.2)
국어 39(14.4)
수학 33(12.2)
영어 29(10.7)

사회 26(9.6)

<표 24>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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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도구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교사 교육 경험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 문항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23)

22) 기타 과목은 제2 외국어 5명(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보건 5
명, 진로 4명, 전문 상담 4명, 한문 4명, 종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교과 교
사들은 교과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통계적 유의미 값을 도출해 내기에는 표본 수가 
적고, 특히 제2 외국어와 진로 담당 교사의 경우 각각 다른 전공을 배경으로 하기 때
문에 각 교과별 유목화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23) 실제 설문 문항이 담긴 설문지는 본고의 부록에 첨부하였다.

고등학교 126(32.2)

과학 19(7.0)
체육 17(6.3)
음악 13(4.8)
미술 10(3.7)
가정 8(3.0)
기술 8(3.0)

기타22) 25(9.2)

경력

5년 이하 141(36.1)
6 – 10년 이하 64(16.4)
11 – 15년 이하 42(10.7)
16 – 20년 이하 32(8.2)

21년 이상 112(28.6)

성별
남 102(26.1)
여 289(73.9)

전체 391(100.0)

구분 문항 내용 문항 수

일반사항 소속 학교급, 담당 교과, 교직 경력, 성별 4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인식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자기 인식 1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한 주요 경로 1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에 대한 인식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의 필요성 1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의 충분성 2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에의 참여 경험

인성교육 관련 현직 교육 참여 경험 8

인성교육 관련 양성 교육 참여 경험 6

전체 23

<표 25> 설문 문항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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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SPSS 23.0을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모든 문항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변인 간 상관

성 파악을 위해 독립 변인을 소속 학교급, 담당 교과, 교직 경력, 성별로 

설정하고, 종속 변수를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인식,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에 대한 인식, 교사 교육 참여 경험으로 설정하여, 교

차 분석, 일원 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 로지스틱 회귀 분

석을 시행하고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하였다. 일원 배치 분산 분석의 

사후 검정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후 검정에서 제1종 

오류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각 집단의 관측치 수가 같

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어 사회 과학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

다(곽재민, 2013: 141).

    (4) 조사 절차

  본 조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우선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및 교사 교육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

여 설문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1차적으로 개발된 설문 조사 문항 및 

조사 연구 계획을 서울대학교 연구 윤리 심의 위원회(IRB)에 심의를 의

뢰하였고, 2016년 1월 4일자로 최종 통과하였다. 2016년 1월 4일부터 

약 일주일에 걸쳐 현직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고, 

선행 연구 검토 

및 

설문 문항 개발

⇨ 연구 윤리 

심의 통과
⇨ 예비 조사 

실시
⇨ 설문 문항 

수정 및 확정
⇨ 설문 조사 

실시
⇨ 자료 분석 

및 논의

<표 26> 조사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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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문항의 오류 사항 및 조사 도구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수렴

하였다. 지적된 오류와 문제를 반영하여 2016년 1월 중순 설문 조사 문

항을 수정 및 확정하였고, 2016년 1-2월에 걸쳐 약 두 달간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배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2016년 

3-5월에 걸쳐 코딩 및 분석하였다.

  2) 조사 결과 및 논의

  조사 결과를‘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인식’, ‘인성교육 전문

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에 대한 인식’, ‘인성교육 관련 교사 현직 교

육 참여 경험’, ‘인성교육 관련 교사 양성 교육 참여 경험’으로 유목

화하여 분석하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조사 결과는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을 위한 교사들의 실제 교육 경험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교사 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인식

      ①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교사의 자기 인식

  ‘교사로서 자신이 인성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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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교사의 자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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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응답자 391명 중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는 교사는 213명(54.5)%, 보통이라 인식하는 교사는 164명(41.9%),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교사는 14명(3.6%)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과반

의 교사들(213명)이 자신들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

은 사실이나 또한 그에 상응하는 수의 교사들(178명)이 긍정적인 평가

를 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성교육자로서의 교사들의 효능감이 전반적

으로 높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나아가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교사의 자기 인식은 담당 교과, 교직 

경력, 성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속 학교급과는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학교급을 독립 변수로, 인성교육 전문성

에 대한 자기 인식을 종속 변수로 설정한 분산 분석(ANOVA) 결과, 인

성교육 전문성에 있어 소속 학교급에 따른 교사의 자기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유의 확률=.004). 사후 검정 결과 초등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자신이 인성교육 전문성을 잘 갖추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초등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보

다 높게 인식하는 것은, 초등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인성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고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학습자 연령대의 특성 상 인성

교육을 통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교사의 역할에 있어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훨씬 높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낮은 효능감은 학생들의 인성 발달

구분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자기 인식
교사 수 평균(표준 편차)

학교급

초

중

고

120

145

126

3.783(.7905)

3.621(.6462)

3.460(.8163)
F-value(p) 5.713**(.004)

*p<.05, **p<.01, ***p<.001                            Scheffe : 초>고

<표 27>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학교급별 교사의 자기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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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교육 실행 동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

등학교 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킴으로써 인성교육에 대한 교

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교사

가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높게 인식하는 이러

한 현상은,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

육적 지원과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②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의 주요 경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경로에 대한 교사들의 다중 응답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391명 중 246명(36.4%)이 본인의 학생 지도 경험 축적

으로부터, 154명(22.8%)이 유사한 경험이 있는 동료 교사들의 조언으

로부터, 143명(21.2%)이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부터, 68명(10.1%)이 

자기 연수로부터, 64명(9.5%)이 교사 양성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 및 

경험으로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교사 양성을 위한 유일한 공식적·체계적인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양성 교육의 영향력은 매우 낮고, 교사 본인의 학

생 지도 경험과 동료 교사들의 조언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구분 응답 수(%)

교사 연수 프로그램 143(21.2)

본인의 학생 지도 경험 축적 246(36.4)

양성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 및 경험 64(9.5)

연구물, 자료 활용 등을 통한 자기연수 68(10.1)

유사한 경험이 있는 동료 교사들의 조언 154(22.8)

전체 675(100.0)

<표 28>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의 주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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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경로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인성교육 관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현직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

사 전반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현재 교사 교육이 교사들에게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돕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교사 개인의 노력과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양성 교육 과정과 지

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직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교사들의 주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경로인 ‘자신의 경험과 동료 

교사들의 조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사가 인성교육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며 서로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①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의 필요성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가?’에 해당하

는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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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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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응답자 391명 중 부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는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 3명과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 10명으로 총 13명

(3.3%), 보통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46명(11.8%),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는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 204명과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 128

명으로 총 332명(84.9%)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교사의 인성교육 전

문성 신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는 84.9%에 

달했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교사는 3.3%에 그친 것이다. 이는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인성교육자로서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인성교육 전

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교사의 담당 교

과, 교직 경력, 성별과는 관계가 없었으나, 소속 학교급과는 유의미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의 소속 학교급을 독립 변수로, 인성

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종속 변수로 한 분산 분석

(ANOVA) 결과, 교사의 소속 학교급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 확률=.027). 사후 검정 결과 초등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중

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 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교사의 소속 학교급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 목적 및 운영상의 특

구분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

교사 수 평균(표준 편차)

학교급

초

중

고

120

145

126

4.250(.7362)

4.124(.7983)

3.968(.9203)

F-value(p) 3.634*(.027)

*p<.05, **p<.01, ***p<.001                            Scheffe : 초>고

<표 29> 교사 교육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소속 학교급별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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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낮은 연령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 중에 교과 교육보다는 생활 지

도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이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높은 빈도와 수준으로 인성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② 현행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의 충분성

  ‘현재 교사들에게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충분

하게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무응답자 3명에 해당하는 결측치를 제거한 388명의 응답자 중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는 32명(8.2%),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

는 251명(64.7%),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96명(24.7%),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교사는 9명(2.3%)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현재 교사의 인성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에 대해 72.9%의 교사가 충분하지 않다

고 인식하는 반면, 27%의 교사는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교사들이 보이는 현행 인성교육 관련 교사 교육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은 현장에서의 필요와 요구에 비해 실제로 제공되는 

교육이 매우 부족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을 위해서는 교육적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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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현행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의 충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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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과는 인성교육을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앞선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의 주요 경로’에 대한 조사

와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

는가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담당 교과, 교직 경력, 성별과는 관련이 없

었으나, 소속 학교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교사의 소속 학교급을 독립 변수로, 현행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종속 변수로 설정한 분산 분석(ANOVA) 

결과, 교사의 소속 학교급에 따른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유의 확

률=.000). 사후 검정 결과 초등 교사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보다는 

현재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고,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현재 인성교육 전문성 신

장을 위한 교사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첫째,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로 인해 수업 전문성을 더 크게 요구받는 고등학

교 교사들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는 인성교육 실행 여건을 더욱 많이 보

장받음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인성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함으로써 교

사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 둘째,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양성 및 현직 교육 기

회가 고등학교 교사들보다 많을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

구분
현행 교사 교육의 충분성

교사 수 평균(표준 편차)

학교급

초

중

고

120

145

126

2.500(.6860)

2.041(.5637)

2.079(.5879)

F-value(p) 21.774***(.000)

*p<.05, **p<.01, ***p<.001                         Scheffe : 초>중,고

<표 30> 현행 교사 교육의 충분성에 대한 교사의 소속 학교급별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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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두 경우 모두 중·고등학교 교사가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와 여건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보다 확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이 불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에 대한 교사들의 다중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이 불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

한 283명 중, 34.2%는 연수에 참여하기 어려운 근무 여건, 28.3%는 

원하는 연수 프로그램 부족, 20.9%는 인성교육 관련 연수의 개설 부족, 

12.7%는 인성교육에 대한 본인의 관심 부족, 2.7%는 연수비 부담, 

1.1%는 연수 대상자 제한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연수에 참여하기 어려운 근무 여건’은 교사 

교육 개선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고 정책 차원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

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보인 ‘연수 프로그램이 부족’은 응답

자 283명 중 125명(49.2%)에 달한다. 이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을 양적·질적

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아울러 12.7%에 해당

하는 ‘인성교육에 대한 본인의 관심 부족’의 적지 않은 응답 수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 즉 인식 변화와 

구분 응답 수(%)

연수비 부담 12(2.7)

연수 대상자 제한 5(1.1)

관련 연수의 개설 부족 92(20.9)

원하는 연수 프로그램 부족 125(28.3)

연수에 참여하기 어려운 근무 여건 151(34.2)

인성교육에 대한 본인의 관심 부족 56(12.7)

전체 441(99.9)

<표 31>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의 기회가 불충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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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유도 역시 교사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3) 인성교육 관련 교사 현직 교육 경험

      ① 인성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

  ‘인성교육과 관련한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미응답자 3명을 결측치로 제거한 전체 응답자 388명 중 인성교육 관

련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04명(52.6%),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184명(47.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참여한 

경험이 전무 하다는 사실은,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이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기에 충분하다.

  52.6%에 달하는 교사 연수 참여 경험자는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교사 연수 참여 경험은 교사의 담당 교과, 성별과는 관련

이 없었으나, 소속 학교급 및 교직 경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사의 소속 학교급을 독립 변수로, 인성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

구분
연수 참여 경험 

(p)있다 없다

학교급

초

중 

고

82(21.1)

72(18.6)

50(12.9)

38(9.8)

71(18.3)

75(19.3)

21.894***

(.000)

전체 204(52.6) 184(47.4)

*p<.05, **p<.01, ***p<.001

<표 32> 교사의 소속 학교급에 따른 인성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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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유무를 종속 변수로 한 교차 분석 결과, 인성교육 관련 연수 경험

의 유무가 교사의 소속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 확률=.000). 연수 참여 경험은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많았고, 중학

교 교사가 그 뒤를 이었으며, 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 결과를 그림으로 가시화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연수 경험이 많은 것은 앞서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과 ‘현행 교사 교육의 충분

성’에 대한 인식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결과

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등

학교 교사들에 비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연수에 필요성을 

더 많이 절감하고, 그로 인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재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기회 역시 충분하다고 응답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

는 중등학교 교사들에게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교

사 연수에 대한 참여 유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교사의 교직 경력과 인성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의 소속 학교급, 담당 교과, 성별은 통제하고 

교사의 경력을 독립 변수로, 인성교육 관련 연수 참여의 경험 여부를 종

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24) 결과, 교사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은 교사의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100%

초

중

고

있다

없다

[그림 5] 교사의 소속 학교급별 인성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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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확률=.000).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인성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에 대한 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B=-.264). 이는 

경력이 낮은 교사가 경력이 높은 교사에 비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연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카이 제곱 모형 적합도 검정 결과, 상수만 포함된 모형의 값과 통제 

변수와 경력 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카이 제곱 값의 차가 47.384로 자유

도 15 하에서 유의 확률 .00을 보였으며, 이는 연구자가 상정한 모형이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냈다.25)

24) 회귀 계수 모형은   


 


 을 활용하였다.

구분 B S.E. Wald 자유도 P Exp(B)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연수

참여 

경험

중학교 1.066 .500 4.547 1 .033 2.903 1.090 7.734

고등학교 1.194 .475 6.329 1 .012 3.302 1.302 8.372

국어 -.149 .543 .075 1 .784 .862 .297 2.496

사회 -.298 .596 .249 1 .617 .743 .231 2.387

도덕 -.440 .533 .682 1 .409 .644 .226 1.831

영어 .051 .577 .008 1 .930 1.052 .340 3.257

수학 .443 .566 .615 1 .433 1.558 .514 4.721

과학 .313 .657 .227 1 .634 1.368 .377 4.961

기술 -.314 .861 .133 1 .715 .730 .135 3.945

가정 -1.116 .838 1.774 1 .183 .328 .063 1.692

음악 -.077 .734 .011 1 .916 .926 .220 3.902

미술 -.915 .841 1.185 1 .276 .400 .077 2.080

체육 -1.138 .704 2.614 1 .106 .321 .081 1.273

성별 .066 .268 .062 1 .804 1.069 .632 1.806

경력 -.264 .070 14.026 1 .000*** .768 .669 .882

상수항 -.149 .572 .068 1 .795 .862

<표 33> 교사의 경력별 인성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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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승산비를 산출 하였다. 

그 결과, 경력이 1단위 많아질수록 종속 변수의 승산이 exp(-.264), 즉 

.768배만큼 증가하였다. 여기에서 승산은 참여경험이없을확률
참여경험이있을확률 이기 때문에, 

경력이 1단위 많아질수록 인성교육 관련 연수의 참여 경험은 줄어든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본 설문 조사에서 교직 경력 5년을 1단위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교직 경력이 5년 많아질수록 경력이 적은 교

사들보다 교사 연수에의 참여 경험이 .768배만큼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

는 교사의 경력이 1단위, 즉 5년이 많아질 때마다 약 23%의 참여율 감

소를 보이는 것으로, 교사의 경력이 많아짐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참여

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경력이 많아질수록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사 교

육 및 자신의 실천적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인성교육 전문성이 형성되

어, 적은 경력의 교사들에 비해 교사 연수에 의존하지 않는 것에서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경력이 적은 교사들이 많은 경

력의 교사들에 비해 교사 교육에 보다 높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 연수를 제공함에 있어 경력이 적은 교사들이 인성

교육 실천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과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보유하고 있

는 노하우를 인성교육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또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살펴볼 분석 결과는 인성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을 밝힌 204명의 의견을 토대로 한 것이다.

      ② 최근 5년간 연수 참여 빈도

  인성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최근 5년간 참여 

25) (절편모형-이론모형)=47.384(df=15, 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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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는 다음과 같다. 

  인성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 204명 중 미응답자 5명

을 결측치로 제외한 199명 중, 최근 5년간 1회 이상 3회 이하 참여한 

교사는 128명(64.3%), 4회 이상 7회 이하 참여한 교사는 59명

(29.6%), 8회 이상 11회 이하 참여한 교사는 8명(4%), 12회 이상 참

여한 교사는 4명(2%)으로 나타났다. 이를 산술 평균으로 산출했을 때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최근 5년간 약 1.6회의 참여 현황을 보였다. 이

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1년간 평균 약 0.3회, 즉 1회에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인성교육 연수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의 절반에 가까운(47.4%) 교사들이 최근 5년간 인성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전무하고, 참여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교사가 평

균 1년에 1회 미만으로 교사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교사의 인성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기보다는 교사 스스

로의 시행착오 경험과 동료 교사들의 조언 등 교사 개인의 노력과 역량

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조사 결과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사들이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 연수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지속성’과 

‘연속성’, ‘체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연수를 통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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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최근 5년간 연수 참여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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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연수 참여의 동기

  ‘인성교육과 관련한 연수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에 해당하

는 인성교육 관련 연수의 참여 동기에 대한 다중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204명 중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교

육적 필요성에 의해 참여한 교사는 127명(41%), 교육자로서의 자아실

현을 위해 참여한 교사는 59명(19%), 새로운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전

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참여한 교사는 55명(17.7%), 학교 실무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참여한 교사는 24명(7.7%), 학교의 요구를 충족

하기 위해 참여한 교사는 23명(7.4%), 인사 및 연수 평점을 획득하기 

위해 참여한 교사는 22명(7.1%)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학교의 요구, 인사 및 연수 평점 획득 등 비

자발적인 동기에서 비롯하거나 인성교육을 벗어난 외재적 목적을 위해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사 연수에 참여하

고 있는 교사 대부분이 교육적 필요성을 절감하는 동시에 교사로서 자신

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려는 본질적 목적에 입각하여 연수에 참여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내적·자발적 참여 동기는 교사 연수의 

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 하겠다. 

구분 응답 수(%)

교육자로서의 자아실현 59(19.0)

학교의 요구 충족 23(7.4)

인사 및 연수 평점 획득 22(7.1)

학교 실무에 관한 기술 습득 24(7.7)

새로운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 신장 55(17.7)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교육적 필요성 127(41.0)

전체 310(99.9)

<표 34> 인성교육 관련 연수의 참여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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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참여한 연수의 유형

  ‘참여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의 유형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사들의 

다중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204명 중 자격 연수, 직무 연수 등의 기관 중심 연수에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는 152명(49.5%), 민간, 교원 단체 등이 제공하

는 자율 연수에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는 58명(18.9%), 연구 수업, 협

의회, 장학 지도 등의 학교 중심 연수에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는 49명

(16%), 교사 연구회 등에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는 27명(8.8%), 대학

원 진학 경험이 있는 교사는 21명(6.8%)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연수의 유형과 관련하여 기관 중심 연수, 자율 연수 등 각종 

연수 프로그램과 학교 차원의 교육에 보이고 있는 높은 참여율은 인성교

육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할 때 교사 연수의 형태와 경로가 어떠해야 하

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연

수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이 부족하다는 교사들의 의견과 함께, 인성교육과 관련한 기관 연수 프

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율 연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구분 응답 수(%)

대학원 진학 21(6.8)

교사 연구회 등의 참여 27(8.8)

민간, 교원 단체 등이 제공하는 자율 연수 58(18.9)

자격 연수, 직무 연수 등의 기관 중심 연수 152(49.5)

연구 수업, 협의회, 장학 지도 등의 학교 중심 연수 49(16.0)

전체 307(100.0)

<표 35> 참여한 연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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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참여한 연수의 내용

  ‘참여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다중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204명 중 26.2%는 상담 및 생활 지도 방법, 19.5%는 

학교 폭력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15.4%는 학생과 교사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방법, 13.2%는 학생 발달 이해와 관련한 이론, 

12.6%는 교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7.7%는 창·체 

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5.5%는 인성교육 배경 이론

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인성교육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교육 활동인 상담 및 생

활 지도와 관련된 연수에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 그 밖의 다른 내

용의 연수에는 대체로 고른 참여 경험을 보였다. 이는 교사들이 인성교

육 전문성 요소 중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내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그 밖에 고른 참여를 보이고 있는 각각의 연수 내용들은 모두 교사들

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연수 내용들은 교사

의 인성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혹은 의무화된 연수의 영역에도 

구분 응답 수(%)

인성교육의 배경 이론 28(5.5)

상담 및 생활 지도 방법 133(26.2)

학생 발달 이해와 관련한 이론 67(13.2)

학생과 교사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방법 78(15.4)

학교 폭력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99(19.5)

교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64(12.6)

창·체 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39(7.7)

전체 508(100.1)

<표 36> 참여한 연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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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어 최근 교사 연수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고 있다. 특히 상

담 및 생활 지도 방법, 학교 폭력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교

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고른 참여도

는 최근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의 광범위한 추진 정책(교

육부, 2015b/2016)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창·체 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수와 

인성교육의 배경 이론에 대한 연수의 참여도가 다른 내용의 연수들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은 유념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특히 창·체 시

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수 과정 자체

가 부족하거나, 창·체 시간 등을 활용한 인성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인성교육을 중심

으로 창·체 시간을 내실화하는 것은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 과정 운

영’이라는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포함된다는 점에서(교육부, 2015b: 

14/2016: 12, 19),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한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인성교육을 위해 창·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교육적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인성교육의 배경 이론에 대한 연수 과

정의 개설 수 자체가 부족하거나,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적 이해의 필요

성을 교사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성교육에 대한 이

론적 이해가 부족할 경우 교사들 간 인성교육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성교육 수행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학교 인성교육이 효과적이면서도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양성 교육 과정에서부터 인성교육에 대한 공유된 이해, 즉 인

성교육의 개념과 범위, 그것을 지지하는 이론적 기초, 인성교육의 목적

과 그에 적합한 방법 등에 기초하여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어야 한다. 

탄탄한 이론에 기초한 인성교육 실천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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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참여한 연수의 효과

  ‘참여한 연수를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

하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연수 경험이 있는 204명의 교사 중 미응답자 3명을 결측치로 제외한 

201명의 응답에 따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교사는 1명

(0.5%),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사는 15명(7.5%), 도움이 되

었다고 응답한 교사는 155명(77.1%),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교

사는 30명(14.9%)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대다수가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에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교사는 소수에 그친 것은 교사 연

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교사 연수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적 지원으로 연

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처럼 확대되어야 할 교사 연수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얻기 위

해 교사들이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통해 도움을 받은 내용과 도움을 받

지 못한 이유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각각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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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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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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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그림 7] 참여한 연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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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도움을 받지 못한 8%의 교사들이 생각하는 ‘연수가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다중 응답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전체 응답자 16명 중 40%는 수업 및 학생 지도에 활용도가 낮아서, 

26.7%는 연수 내용에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서, 23.3%는 수업 및 학생 

지도 시 적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3.3%는 수업 및 학생 지도 방법 개선

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교사 연수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6.7%의 기타 의견은 주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 ‘수업 시수 과

중’, ‘주어진 여건의 열악함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모두 연수 내용이 교사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유

의미하고 인성교육 수행에 활용이 높을지라도, 학교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

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 중 대부분이 ‘구체적인 방법 결여’, 

‘활용도가 낮음’, ‘적용에 용이하지 않음’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돕기 위한 교사 

연수가 원론적인 내용이나 이론보다는 실제 교육 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 적용이 용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교사들의 요구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

구분 응답 수(%)

연수 내용에 구체적인 방법이 없음 8(26.7)

수업 및 학생 지도에 활용도가 낮음 12(40.0)

수업 및 학생 지도 시 적용이 용이하지 않음 7(23.3)

수업 및 학생 지도 방법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 1(3.3)

기타 2(6.7)

전체 30(100.0)

<표 37> 연수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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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이론적 지식에 편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여 

현장 적합성 및 활용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연수를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

한 92%의 교사들의 다중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201명 중 28.9%는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26.9%는 수업 및 학생 지도 방법 개선에 도움이 되어서, 19%는 수업 

및 학생 지도에 활용도가 높아서, 17%는 수업 및 학생 지도 시 적용하

기가 용이해서, 7.5%는 연수 내용에 활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0.7%의 기타 의견은‘학생들이 흥

미를 가질 만한 활동’, ‘교과 전공 지식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법’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인성교육이 무엇인지를 이

해하고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유의미한 교육 능력을 신장하며, 실제 연

수 내용을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때 현직 교육 경험이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유의미하다고 인식하는 현상을 보여 준다. 따라

서 교사 연수가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는 교사들에게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업과 학생 지도의 실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

법과 프로그램을 안내함으로써,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에 실질적인 도움

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분 응답 수(%)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 85(28.9)

수업 및 학생 지도에 활용도가 높음 56(19.0)

수업 및 학생 지도 시 적용하기가 용이함 50(17.0)

연수 내용에 활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 22(7.5)

수업 및 학생 지도 방법 개선에 도움이 됨 79(26.9)

기타 2(0.7)

전체 294(100.0)

<표 38> 연수가 도움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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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성교육 관련 교사 양성 교육 경험

      ① 양성 교육의 효과 

  ‘양성 교육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참여자 391명 중 미응답자 11명을 결측치로 제거한 380명의 응

답에 따르면, 양성 교육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

은 교사는 34명(8.9%),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교사는 140명(36.8%), 

도움이 되었다는 교사는 176명(46.3%),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교사는 

30명(7.9%)으로 나타났다. 결국 양성 교육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있어 54.2%의 교사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나, 그에 못지않은 

45.7%의 교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다. 

  학교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를 양성하는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이 과

반에 달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는, 양성 교육 

과정이 학교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비해 그 효과를 기

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사가 인성교육

을 실행해야 한다는 인성교육자로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

으로 공유되어왔으나,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식과는 달리 기

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충분하게 제공되지는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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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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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도움이 되었다

[그림 8] 양성 교육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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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성 교육 과정이 교사에게 제공되는 가장 체계적

이고 형식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의 형태라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효과

적인 학교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양성 과정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양성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교사들의 견해와 도움을 받지 못했

다는 교사들의 견해를 분석해 봄으로써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

사 양성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② 양성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양성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

한 교사들의 다중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성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174명의 교사들 중 27%

는 일반 교육학 지식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아서, 19.7%는 교육 과

정 전반이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는 연계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서, 16.4%는 전공 지식이 인성교육과 무관해서, 13.1%는 실습 기회가 

부족해서, 12%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전공이지만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

구분 응답 수(%)

실습 기회가 부족해서 36(13.1)

전공 지식이 인성교육과 무관해서 45(16.4)

일반 교육학 지식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아서 74(27.0)

인성교육과 관련된 전공이지만,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아서 33(12.0)

인성교육과 관련된 전공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30(10.9)

교육 과정 전반이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는 연계성과 통일성
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54(19.7)

기타 2(0.7)

전체 274(99.8)

<표 39> 양성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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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10.9%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전공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

지 않아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0.7%의 기타 의견은 

‘인성교육은 특정 교과와 무관하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양성 

교육은 철저히 분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각 교과의 내용학 교육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교육 과정의 상당 시간을 교사 임용 시험 준비

에 할애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양성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꼽힌 일반 교육학 지식

이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양성 

교육 과정에서 모든 예비 교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직 과정의 

중심이 되는 교육학 지식이 실제 인성교육에는 적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수학, 과학, 기술 교과 등과 같이 전공 교과의 내용이 인성

교육과 간극이 있을 경우, 교육 실습을 제외하면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

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교육학에 해당하는 교직 수업이 유일한 예비 

교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성교육과 관련한 일

반 교육학 교과목은 일부 예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교육학 지식 전달에 치우

치기보다는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높은 순위로 꼽히고 있는 교육 과정 전반이 인성교육을 목표

로 하는 연계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응답은, 양성 교육 과정이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

더라도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비교적 고른 비율로 나타난 전공 지식이 인성교육과 무관해서, 

실습 기회가 부족해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전공이지만 현장에 잘 적용되

지 않아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전공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

아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양성 교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성

교육 관련 교육이 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천으로 옮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양성 교육 과정은 일반 



- 169 -

교육학 지식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 교육 과정 전반을 인성교육을 목

표로 하여 연계성과 통일성을 갖추도록 재구성해야 하며, 전공 지식과 

인성교육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모하고, 배운 것을 직접 경험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습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③ 양성 교육이 도움이 된 이유

  ‘양성 교육이 어떤 면에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었는

가?’에 대한 교사들의 다중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성 교육으로부터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받은 206명의 교

사중 20.5%는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18.9%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전공 지식, 16%는 교육 실습, 15.7%는 사범·교육대 교수자의 

인성을 통한 감화, 11.8%는 학과 혹은 학교의 전공 외 교육 프로그램, 

8.7%는 일반 교육학의 내용 지식, 7.1%는 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1.3%는 기타 이유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은 부분은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인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 지식, 교육 실습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범·교

구분 응답 수(%)

교육 실습 61(16.0)

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27(7.1)

일반 교육학의 내용 지식 33(8.7)

인성교육과 관련된 전공 지식 72(18.9)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78(20.5)

사범·교육대 교수자의 인성을 통한 감화 60(15.7)

학과 혹은 학교의 전공 외 교육 프로그램 45(11.8)

기타 5(1.3)

전체 381(100.0)

<표 40> 양성 교육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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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대학 교수자의 인성을 통한 감화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전공 및 교직 수업 외에도 학과와 학교 차원의 교육 프로

그램들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성교육과 관련한 내용 지식과 실천적 방법도 중요하지만, 형식적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잠재적 교육 과정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예비 교사 양성 과정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관련 

내용 지식 및 교수·학습 방법을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실습 기회를 확대하는 접근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

다. 이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자로서 교사 교육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교육자로서 갖추기를 기대되는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고, 교직 및 학과 교육 이외에도 

예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비교과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④ 양성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 

  ‘양성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구분
양성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 

(p)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학교급

초 109(28.7) 11(2.9)
22.726***

(.000)
중 124(32.6) 10(2.6)

고 108(28.4) 18(4.7)

전체 341(89.7) 39(10.2)

*p<.05, **p<.01, ***p<.001                                

<표 41> 양성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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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참여자 391명 중 미응답자 11명을 결측치로 제외한 380명의 응

답에 따르면, 양성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교사가 341명(89.7%)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렇지 

않다는 교사는 39명(10.2%)에 그쳤다.

  대다수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천

하기 위해 양성 교육 과정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는 교사들의 인식인 동시에 요구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양성 교육

이 교사를 양성하는 유일한 공식적·체계적 교육 과정임을 고려할 때,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이 반드시 신장될 수 있도록 양성 교육 과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양성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

식은 교사의 담당 교과, 교직 경력, 성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속 학교급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교

사의 학교급을 독립 변수로, 양성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종속 변수로 설정한 교차 분석 결과, 소속 교사의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유의 확률

=.000). 필요하다는 응답에는 중학교 교사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

였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순으로 뒤를 이었으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간 응답률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반면 필요

하지 않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순으로 뒤를 이었으나 초등학

교와 중학교 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교사 양성 교육 과정 중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에 대해 

중학교 교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필요

하지 않다고 인식한 결과는 초등 교사 및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중학교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 실천에 있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

으로 인성교육 실천을 돕는 다양한 교육 경험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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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하되, 중학생 인성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입각한 인

성교육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양성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이 불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이유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이다. 

      ⑤ 양성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이 불필요한 이유

  ‘양성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한 다중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성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신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 39

명 중 미응답자 1명을 결측치로 제외한 49명 중, 38.8%는 학생 지도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신장할 수 있기 때문, 28.6%는 근무 여건 등으

로 인해 전문성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 18.4%는 인성교육에 있어 교

사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6.1%는 모든 교사가 인성교육을 담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응답하였다. 8.2%의 기타 의견은 주로

‘인성이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인성은 가

정 교육(부모의 인성)과 본인의 타고난 성품이 가장 우선임’, ‘인성교

육의 효과가 과연 있는지 의문임’,‘인성교육을 할 교사가 모범이 돼야 

하는데,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고 해서 교사의 인성이 바뀌지는 않

구분 응답 수(%)

모든 교사가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3(6.1)

인성교육에 있어 교사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9(18.4)

근무 여건 등으로 인해 전문성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 14(28.6)

학생 지도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신장할 수 있기 때문 19(38.8)

기타 4(8.2)

전체 49(100.1)

<표 42> 양성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이 불필요한 이유



- 173 -

음’, ‘학생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학생의 부

모가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교사의 인성교육은 영향력이 없

음’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전문성을 갖추어도 근무 여건 

등으로 인해 전문성을 실현하기 어렵고, 교사는 인성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나타나, 인성교육 가능성 및 인성교육 실천 자

체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 양성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이 불필요한 가장 큰 이

유로 교사들은 학생 지도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

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교사들의 인식이 현재 학

교 인성교육은 어떠한 교육적 지원보다는 교사들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

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동시에, 교사들에게 어떠한 교육보다도 

인성교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실제 인성교육 수행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견해까지 포

함하여 논의를 종합해 보면, 양성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교육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적인 견해는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양성 교육을 통해 신장한 전

문성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휘하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

다. 이렇게 볼 때 예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양성 교육

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교사 양성 과정에

서부터 현직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함으로

써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⑥ 양성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인성교육 관련 교육 내용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양성 교육 과정에서 어떤 교육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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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양성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341명 중 131명(38.4%)은 교육 실습 경험의 확대, 97명(28.4%)은 교

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법, 56명(16.4%)은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 39명(11.4%)은 교육적 자원의 활용 방법, 8명(2.3%)은 일

반 교육학 수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 의견은 10명

(2.9%)으로 적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교사 교육 개선에 있어 주목할 만

한 견해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크게 세 가지의 요구로 유목화되었는데, 

첫째, 예비 교사의 신념에 대한 교육으로, ‘교사의 역할 및 모범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인성 중심 교육에 대

한 교사 개개인의 철학이나 신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 교육자에 대한 요구로, ‘이론 전문가

가 아닌 현장 교사들이 직접 하는 강의’, ‘인성교육 실행에 있어 전문

적인 교수자로부터의 교육’, ‘경력이 많은 교사를 통한 인성교육의 실

제 코칭 연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 교육의 형

태에 대한 요구로,‘인성 체험 프로그램’, ‘봉사활동과 같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활동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대학 내 프로

그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양성 교육 과정에서 보다 많은 실습 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뿐

만 아니라 양성 교육 과정에서도 역시 인성교육을 실천해 보는 기회를 

구분 응답 수(%)

교육 실습 경험의 확대 131(38.4)

일반 교육학 수업의 확대 8(2.3)

교육적 자원의 활용 방법 39(11.4)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법 97(28.4)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 56(16.4)

기타 10(2.9)

전체 341(99.8)

<표 43>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양성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 내용



- 175 -

갖거나 실제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또한 앞선 

‘양성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듯 일반 

교육학 수업의 확대를 요구하는 응답률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난 것 역시 

인성교육에 대한 광범위하고 원론적인 이해나 이론적 지식보다는 인성교

육을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

여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교사들이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간 중 대부분이 교과 수업 

시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시간을 

두기보다는 교과를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서

도 현실적인 방법이라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 역시 양성 교육을 통해 습득

해야 할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교사가 된 이후에 이루

어지는 교사 교육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주로 선호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양성 교육에서는 인성교육 관련 이론에 대한 

학습을 상대적으로 높게 선호하는 이유는, 현장에 투입되기에 앞서 양성 

교육 과정 중에 인성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

는 이론 교육, 보다 많은 실습 경험 제공,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법

에 대한 교육을 기존의 교사 양성 교육에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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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성교육 전문성 관련 현행 교사 교육에 대한 비판적 평가

  앞서 살펴본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 분석과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이 그 필요성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지적되었고, 교육과정의 구성

에 있어서도 아직은 체계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현

행 교사 교육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에는 양적·질적으로 

풍부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의 양적 확장과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의 교사 교육 목

표, 내용, 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중요하게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목표 측면

  교사 양성 교육과 현직 교육의 상위 목표와 각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의 목표에는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주로 교사의 인성이 언급되

고 있었고, 세계 시민성이나 인간애, 학문 탐구 능력, 교원 업무 수행 능

력 등과 같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 과정 중에 인성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영역 신

설, 인성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는 교과목 개설,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비교과 교육 과정 운영 등을 통해 교사의 인성

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노력도 엿볼 수 있었으

나, 이들이 목표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사의 인성을 비롯한 인성교육 실천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 운영 및 실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의 목표에 ‘교사의 인성’이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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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포함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사 교육을 위한 목표는 교사 

교육을 통해 교사가 인성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엇’을 신장해야 하

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

할 때 실질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사 교육의 목표에 인성교육 전문

성 신장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만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가르쳐야 하는지, 즉 교사 교육 내용과 방

법으로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 인

성교육 관련 교육 과정이 학과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현상,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 지식이지만 인성교육적 고려를 결여한 채 해당 지식에 대한 

이해에 그치게 하는 교육 과정 등은 교사 교육의 목표가 교사의 인성교

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비전과 교육 과정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간주된다.

  교사 교육 목표는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하면서

도, 각 교사 교육 과정의 특수성에 따라 하위 목표 역시 차별적으로 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의 목표를 

명료화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의 가장 큰 상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교사들이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과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에 갖는 인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해 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

으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는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효능감의 기반이 되는 인성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 책임감을 진작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분명한 역할 

인식과 책임감, 인성교육 실천 능력에 기초한 효능감 및 사명감 등은 교

사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 양성 교육에서는 하위 영역(교양 과정, 교직 과정, 전공 과

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사 양성 교육과정 분석 및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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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조사 분석 결과 교양 과정 및 전공 과정의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의 

양적 부족, 교직 과정의 일반 교육학 지식의 실효성 부족, 인성교육 관

련 교과목 개설의 학과별 편차 등이 확인되었다. 이는 ‘인성교육을 중

심으로 한 교육 과정의 통합성과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분명한 상위의 목표하에 각 

영역의 하위 목표를 구체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육 과정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교사 현직 교육에서는 교사의 학교급별 특성이 반드시 반영되어

야 한다. 인성교육 전문성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및 교사 교육 경험 분

석 결과,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 현행 교사 교육 제공의 충분성, 양성 교육 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과 관련한 문항에서 소속 학교급에 따라 

교사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교사의 연수 참여 경험에서도 교사의 

소속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교사 교육에 있어 학교급별

로 중점이 되는 목표가 달리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인성교육을 포

함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교사 교육이 인성교육을 위

해 교사들로 하여금 ‘무엇’을 신장시키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교사 교육의 가장 상위 목표와 각 교사 교육 과

정의 특수한 목적과 상황을 반영한 하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인성교육

을 위한 교사 교육 과정의 내용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내용 측면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의 내용은 앞서 Ⅲ장에서 체계화 한 인성교

육 전문성 요소를 기준으로 한 ‘내용 영역’과, ‘내용의 제시 형태’

라는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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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현행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 분석 

결과 인성교육 전문성의 모든 요소가 고르게 신장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

다기보다는 일부 요소에 편중되어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의 내용은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과 ‘인성교육을 위한 물적 자원 활용 능력’에 집중되어 있었고, ‘교

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교육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교육 철학 및 신념’과 ‘도덕적 품성’을 비롯하여 교육자로서 갖추

어야 할 내면적 자질을 비교과 교육 과정을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접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 

‘인적·제도적 자원의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었다. 

  한편, 현직 교육 과정의 경우 양성 교육에 비해 교사의 소속 학교급에 

따라 중점이 되는 내용에 큰 차이가 있었고, 공통적으로는 ‘교육 철학 

및 신념’과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부분으로, 교사 교육이 그간 ‘교육 철학 및 신념’과‘인성 평가 및 결

과 활용 능력’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교사의 ‘교육 철학 및 신념’의 경우 현실적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인성교육 실천의 질을 담보하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

소이므로, 보다 본질적인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인성 평가 및 결

과 활용 능력’의 경우 그동안 인성 평가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고 

또 인성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학생의 

인성 평가에 대한 교육계의 담론이 형성되면서, 인성 평가에 대한 잘못

된 인식과 접근이 낳을 수 있는 폐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이

에 지금까지 간과해 왔던 인성 평가에 대한 내용은 교사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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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주요한 교사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여 

고르게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교사 교육 내용의 제시 형태 역

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설문 조사 분석 결과, 교사들은 교사 교육의 효

과를 ‘직접 활용 가능한가, 현장 적합성이 높은가, 적용이 용이한가?’

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실제로 교사들이 참여한 연수 내용, 인성

교육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 양성 교육의 내용, 양성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 내용 역시 실제 인성교육 실천에 도움이 되는 수업, 상담, 

생활 지도 등의‘방법’과 직접적인‘실천’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면서도 ‘직접 활용하

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 분석과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한다

면,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은 교양, 교직, 전공 교과, 비교과 교육 영역의 

목적과 성격의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고 교육 과정을 구성하되, 인성교육의 실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현직 교육 과정은 교과 

수업, 학급 운영, 생활 지도, 상담과 같은 교사의 업무를 중심으로 각 업

무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법을 학습하게 하고, 교사로서 자신의 인성 및 

인성교육 실천을 스스로 반성하고 더 나은 인성교육을 위해 탐구하며 성

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방법 측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교사 교육 방법은 거시

적인 ‘체제’ 측면과 미시적인 ‘교수·학습 방법’ 측면 두 가지로 나

누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체제 측면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의 경우 교사의 내면적 자질을 함양함에 있어 비교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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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과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교육 철학 및 신념, 인성교육자로

서의 도덕적 품성을 내면화하기 위해 특정 강의나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히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

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내면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

범위한 구속력을 갖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불과 몇 개

에 그치는 프로그램 혹은 교과목 강의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상대적

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는 교육을 통해 가능하기에, 비교과 교육 과

정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직 교육 과정의 경우 각종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연수 과정을 

다양화하여 활발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사 연수에 대한 참여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교사 연수가 주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의 경로 

중 하나로 확인되었고, 참여한 교사의 경우 대부분이 연수를 통해 상당

한 도움을 받았으며, 현재 교사 교육이 불충분한 이유 역시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원하는 연수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

히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수에 대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교

사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기관 중심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교사가 양성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양성 교육 과정이 실

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교사가 적은 것은 양성 교육 개선의 필요

성을 제기한다. 양성 교육의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 실습 경험의 확대 및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선호는 양성 교육 과정에

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요한 교육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직·

간접적으로 실천해 보고 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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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재 교사들은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있어 자신의 시행착오 경

험과 동료 교사들의 조언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교사 연수에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교

사들이 인성교육 실천에 있어 교사 교육에 의존하기보다 교육 경험이 축

적됨에 따라 자신이 체득한 노하우 및 동료 교사들의 조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는 교사 교육이 불충분하게 제공되

고 있는 현실을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자신이 체득한 노하우를 인성교육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 특히 경

력이 적은 교사들과 공유하고 서로 조언을 주고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시

행착오를 줄이고 교사 집단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사 상호 학습 시스템을 교육 방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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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개선 방안

  이 장에서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사 교육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Ⅳ장에서 살펴본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 

분석과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교사 교육 경험 조사 

결과, 즉 ‘교사 교육 현황’을 토대로 도출한 교사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상의 장·단점을 반영하여 그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이에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개선 방안을 각각 목표, 내용, 

방법 측면에서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사 교육의 목표 개선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의 목표에 인

성교육에 대한 지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교사 스스로가 인성교육

을 위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을 기준으로 자신의 

교육 철학과 실천을 점검하며, ‘전문적인 인성교육자’를 도달해야할 

목표로 인식하고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 교육에서부터 현직 교육

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앞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은 ‘내면적 자질’영역의 ‘교육 철학 

및 신념, 도덕적 품성’, ‘인성교육 실천’영역의 ‘인성교육 관련 지

식 및 교수 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환경 조성’ 영역의 ‘인

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으로 구성됨을 논의한 바 있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은 교육 과정 전반을 통해 총체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성찰하는 과정 전반에서 늘 인성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

다. 이는 교사가 인성교육 전문성을 체득한 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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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인성교육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

을 민감하고 철저하게 인식하며 인성교육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과 이

해, 실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 분석 및 설문 조사 결과 분

석에 따르면, 상당수의 교사들은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교사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사 교육을 통해서는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또한 교사의 

소속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교사들

이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책임을 다하는 원

동력인 인성교육 효능감이 높지 않고, 소속 학교급의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한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여 교사 및 예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의 목표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완되어

야 한다.

  첫째, 교사 교육 과정의 목표가 교사에게 인성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

임, 인성교육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교

사가 인성교육의 실행 주체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작점이자 핵

심이기에, 교사 교육 목표로서 제시되고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인 이

상적 교사상에 인성교육 전문가를 포함하여 제시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예비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교사들이 인성교육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둘째, 현재 교사 교육 시스템의 특징과 한계, 소속 학교급별 교사의 

인식 및 경험 차이, 실제 학교급에 따라 실행되는 인성교육의 형태와 특

성 등을 반영하여 교사 교육 과정별 목표를 세분화하는 작업이다. 교사 

교육의 과정에 따라 목표를 세분화하는 것은 각 교사 교육 과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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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용, 방법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인성교육을 위한 이상적 교사상 제시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사상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사의 전문성

을 이해하는 접근이다. 여기서 교사상이란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을 의미하는 미래 지향적 개념으로(김병찬, 2005: 85), 그것은 흔

히 현재보다도 미래에, 실재보다도 당위에, 즉 현실로서 주어진 것보다 

그 이상으로서의 모습으로 사회가 하나의 당위성, 이상성을 전제로 기대

하고 바라며 장차 이룩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사의 이미지를 의미한다(황

기우, 2001: 154).

  이상적인 교사상은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들에게 하나의 규범이자 목

표로 작용하여,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확인하고 또 자

신의 교육 실천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 실제로 좋은 교사상에 대한 신념은 예비 교사들이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 임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교직 이수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의 

수용이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친다(Britzman, 2003; 허영주, 2015: 6에

서 재인용). 이렇게 교사상은 교사에게 바람직한 이상이자 당위로 작용

하여 이후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학습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

사하는 것이다.

  이상적 교사상은 시대적 배경과 관점에 따라 그 내용과 강조점이 달라

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로 갈수록 교사의 교육관과 인격을 상대적으

로 더 강조하고 있는 반면, 현재에 가까울수록 수업 기술을 더욱 강조하

는 경향이 있다(강성빈, 2009: 420; 허영주, 2015: 20). 그러나 학생들

은 단지 지식을 잘 갖춘 교사보다 지식뿐만 아니라 높은 인격과 성품을 

갖춘 교사를 원한다는 연구 결과(김병찬, 2005: 84)를 고려한다면, 최

근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강조의 흐름을 반영하여 이상적 교사상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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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을 위한 이상적인 교사상을 설정한다는 것은 곧 인성교육 전

문성 요소를 고루 갖춘 교사를 이상적인 교사의 한 모습으로 포함함으로

써,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교사 양성 및 임용 과정은 ‘교과 전문성’, 특히 

내용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인성교육

을 위한 이상적인 교사상이 충분히 제시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교사를 교

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교사의 인성이 중요하게 부각

되면서 교직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를 통과해야만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교사의 인성은 인성교육자로서 교사가 갖추어

야 할 자질 중 하나의 중요한 요소일 뿐 학교 인성교육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실제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의 인성을 포함

한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두루 갖추어, 학교 교육 영역 전반을 통해 

인성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포괄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교사들이 인성교육에 있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전문성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인성교육자의 상(像)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목표 의식이 우선적으로 형

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부터 예비 교사

들로 하여금 이상적인 교사로서의 모습을 자신이 도달해야 할 목표로 인

식하게 하고, 현직 교사들로 하여금 학교 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인성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구해 나가야 할 하나의 당위이자 

책임으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상에 관한 연구 및 관심이 부족하여 뚜렷

한 교사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는 방향 없는 교원 관련 

교육 정책들이 부실을 보이는 원인이기도 하다(김병찬, 2005: 84). 교

사상의 경우 시대 변화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

은 것이 사실이지만,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정립 없이 이루어지는 교

사 교육 및 정책은 그 준거와 지향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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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및 정책은 인성교육을 위한 이상적인 교사상이 

설정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풍부한 사회적 논의 후에 교사 교

육의 목표로 상정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는 교사를 인성교육을 기

술적으로 실행하는 기능인에 머무르게 하거나 기존의 이상적 교사상에 

포함되어 있는 ‘교사의 훌륭한 인성’과 같은 일면만을 강조하는 것을 

경계하고,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폭넓게 포

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가 

신장해야 할 덕목과 역량의 총체를 인성교육을 위한 이상적 교사상이 담

아 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성교육 전문성을 포함한 이상

적 교사상은 교사들에게 자신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자신

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그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본 이상적 교사상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교사는 인성교육자로서 적합한 교육 철학과 신념을 갖추

어 당면한 교육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어려운 심리적·물리적·문화적 환경에 처하더

라도 인성교육을 위한 목표를 끝까지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 헌신한다.

나. 교사는 도덕적 품성을 갖추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의 

모범과 전형이 된다. 

다. 교사는 인성교육을 위한 지식과 교수 능력을 갖추어 교과 

수업, 범교과 활동, 상담, 생활 지도, 학급 경영 등 학교 

교육 전반의 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한다.

라. 교사는 학생과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이 지나치거나 영향력이 부족함에 항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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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울이며,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으

로 개입한다.

마. 교사는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적극적

으로 탐색 및 개발하고, 인성교육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자

원을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바. 교사는 학생의 인성 발달을 위한 조력자로서 다양한 방법

을 활용하여 인성을 통합적·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

과를 오직 학생의 인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

로만 활용한다.

사. 교사는 학생의 인성 발달을 위해 친밀하고 수용적인 태도

를 가지고, 교실과 학교에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를 형성하

며, 학생에게 유대감과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인성 

친화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곱 가지 이상적 교사상은 각각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와 관련이 있다. 인성교육을 위한 이상적 교사상은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고루 갖춘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는 교사의 교육철

학 및 신념을, ‘나’는 도덕적 품성을, ‘다’는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을, ‘라’는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을,‘마’는 인

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을, ‘바’는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

력을, ‘사’는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을 갖춘 교사

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교사 교육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곱 가지 이상적 교사상을 지속적으

로 제시하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마련된다면 교사에게는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 중요한 내적 기준이 형성되는 것으로, 

교사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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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성교육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형성

  앞서 이상적 교사상이 교사들에게 자신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기준이 되고, 나아가 교사들에게 도달해야 

할 당위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하다. 그것은 교사가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Erikson(1959: 109)은 정체성이란 동일성과 연속성을 지닌 주관적 

감각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특성으로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태도라 정

의하였다. Erikson의 정의에 따르면‘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식론적 

핵심 물음을 포함하는 정체성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

게 살아야하는가?’와 같은 존재론적이고 규범적인 물음에 답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자신에 대한 일관된 인지적·정서적 이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정체성은 ‘교사로서 나는 누구인가?’, ‘교사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교사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교

사로서의 자신에 대한 일관된 인지적·정서적 이해로, 교사가 교육 활동

에서 자신이 점해야 할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고 그에 입각하여 교육 상

황을 인지하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효과적이면서도 적절한 방향으로 일

관된 실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천인 것이다. 

  정체성 역시 교사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시대적 배경에 따라 지속적

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갖기에,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역시 하나로 모든 

것을 포괄하여 변함없이 유지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잠정적으로 존

재하는 전문가 정체성을 되풀이하여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진화하는 역

동적인 성격을 갖는다(Beijaard et al, 2004; Education International, 

김석규 역, 2015: 117에서 재인용). 이에 학교의 인성교육 기능을 정상

화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는, 기존의 교사 전문성에 인성교육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 교사들에게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상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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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최근 교육 철학자 Palmer를 중심으로 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정체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Palmer(이

종인 외 역, 2015: 47)는 훌륭한 가르침이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가르침이 테크닉으로 격하되지 않기 위해서

는 가르침의 중심에 ‘나’라는 자기 의식, 즉 정체성이 있어야만 한다

고 주장하였다. 교사의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이 무엇을 알고, 

느끼고, 생각하며 그것에 접근하는 방식과 태도를 모두 결정하기 때문이

다. 실제로 교사의 정체성은 단순히 역할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 ‘교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학

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와 같은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

(Wilson, 2001: 29; 정혜정 외, 2012: 144-145에서 재인용). 자신을 

비롯하여 학생과 교육적 상황 전반에 대한 정서적 이해는 그에 대한 반

응 형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정체성은 교육 실행에 미치는 영

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정체성은 교사로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가와 관련

한 문제이므로,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는 교사의 

학습과 교육 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교사 양성 과정에서 

일반 교육학, 교과 교육 및 내용 지식, 교수·학습 방법 등을 학습하며,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교사에 대해 갖는 인식과 요구 

등에 직면하고, 그것을 소화해 내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개발하고 실현한

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라는 내적 탐구를 거듭

하게 되고, 그 결과 교사의 실천에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 할 수 있는 신

념과 태도, 가치관 등을 함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가르침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가르침의 원천이자 그 자체로서 내용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가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교육 현

상과 특정 문제 상황에 반응하는 양식을 인성교육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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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함으로써 인성교육자답게 선택하고 행위하는 것이다. 즉 인성교육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교사가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름대로 

다양한 기준에서 해석하여 실제 교육 실천으로 옮기는 모든 과정에서 

‘인성교육을 기준으로 조망하고 수용하는 틀’이 형성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 과정에서 학습하는 기초 교양, 교직 이

론, 교직 실무,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등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즉 인성교육자로서의 내면적 자질을 형성하고, 실제 인성교육을 실천하

며, 인성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정체성’이라는 매개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따라서 교사는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자로서 나는 누구인가?’, ‘인성교육자로서 나는 어

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에 끊임없이 답을 구하는 자세가 필

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역할’은 외부에서 부여된 공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반면, ‘정체성’은 내적인 헌신과 연계되어 있다(Britzman, 1994; 이

효신, 2015: 296에서 재인용)는 통찰은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정체성 

확립이 갖는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은 교사에게 

인성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성교육

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의 내적 동기와 헌신이 동반할 때에야 비로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교사로서 자신의 

존재 방식과 의미를 인성교육에서 찾는 교사는 인성교육 실천에 있어 그

렇지 않은 교사와 분명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성교육자

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의미를 규정하는 교사의 정체성은 인성교육을 실

천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 책임감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인성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정체성은 전문적인 인성교육자로서 자

신의 존재 의미를 규정하며, 학교 교육 과정의 총체가 학생의 인성 발달

을 위해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지향을 내포한다. 

이는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의지와 동기, 책임감의 원천이 바로 인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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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로서의 교사 정체성에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의 정체성은 자신의 경

험을 통합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에, 교사 양성 과

정에서부터 교사 현직 교육에 이르기까지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교사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교육에서부터 현직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이상적인 교사상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게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정체성 형성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

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이상적 교사상이 교사 정체성의 

일부로 자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광범위한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는 

분명하고 체계적인 교사 교육 목표 설정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가 각 교사 교육 과정의 하위 목표, 성격, 내용, 방법, 평가 등에 이

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실제 목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교사 교육 과정의 목적과 특징에 부합하도록 세분화되어 제

시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사 교육 과정별 목표의 세분화 및 보완

  교사 교육 목표는 각 교사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향점이 될 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구

심점이 된다는 점에서, 실제 교사 교육 과정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 분석 결과,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경우 상위 목표에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주로 교사의 인성에 그 중점이 있었고, 교

양·교직·전공·비교과 과정에 해당하는 각 영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

떤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안내는 



- 193 -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양성 교육 과정은 인성교육과 관련

하여 영역 간 연계와 통합의 정도가 다소 느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도 나타났는데, 실제로 교사들은 교양 과정 및 전공 과정을 통해 인성교

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어려웠고, 교육 실습을 제외한 교직 과정은 인성

교육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했으며, 양성 교육 과정의 가장 큰 문제로 인

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 간 연계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교사 현직 교육 역시 교육과정 분석 결과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

장이라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급의 특성 

특성을 반영한 교사 교육 목표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초

등 교사와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 내용과 방법에 

학교급에 따른 적절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현행 교사 교육의 충분성, 교사 연수 참여 경험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이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

는 교사 현직 교육이 교사의 소속 학교급이 갖는 특수성과 이로 인해 발

생하는 차이를 고려하여 개발·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라 

하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의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해 교사 양성 교육 과정과 현직 교육 과정의 상위 목표와 각 

하위 영역의 목표를 세분화하고, 각 교사 교육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신장하고자 하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는 교사 교육의 목표가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의 방향 설정 및 내용 선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하나의 방안이라 하겠다. 교사 교육의 목표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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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목표
중점 요소*

1 2 3 4 5 6 7

양

성 

교

육

상위

목표

 수준 높은 인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교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그것을 토대로 바

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 지도력과 책임감을 

갖춘 교사를 양성한다.

하

위

목

표

교

양

 인문·사회·과학 기술·문화·예술·체육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기초 소양과 균형 잡힌 시야

를 갖추어 인성교육자로서 내면적 자질을 함양하

고, 나아가 학생의 인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이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한다.

ü ü ü ü ü ü ü

교

직

 교육 일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교직 업무에 

대한 실습 경험을 토대로 인성교육에 적합한 

교육관과 철학을 형성하고, 이를 실제 교직 수

행 과정에서 인성교육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교사를 양성한다.

ü ü ü ü ü ü

전

공

 전공 학문에 대한 탐구력을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함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교

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신과 타인, 지역 

및 세계 공동체, 자연환경의 도덕적 번영에 유

의미한 지식과 기술, 관점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 내용, 방법, 평가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한다.  

ü ü ü ü

비

교

과

 자기 이해를 도모하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봉사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상적인 교사상과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며, 학생의 인성 함

양을 위한 신념과 사명 의식을 함양하고, 도덕

적 품성을 내면화한 교사를 양성한다.

ü ü

현

직 

교

육

상위

목표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 사회와 더불어 인성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적 

지식과 기술, 성향을 갖춘 교사를 배양한다.

<표 44> 교사 교육 과정별 인성교육 관련 세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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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한 교사 교육 과정별 인성교육 관련 세부 목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양성 교육의 상위 목표에 명시한 바

와 같이 양성 교육 과정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교사의 인성과 교직 업무 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지

식과 기술, 성향을 갖추며, 인성교육 지도 능력과 책임감을 신장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양성 교육의 교육 과정이 각 

하위 영역 간 통합성과 긴밀성이 부족하다는 교사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교양, 교직, 전공, 비교과 과정에 따라 하위 목표를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교양 과정의 경우, 예비 교사는 교양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갖춘 지식, 기술, 성향을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교양 

하

위

목

표

초

등

 학생의 눈높이를 이해하고, 인성 발달에 유의

미한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제공하며, 인성 친

화적 학습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교과 간 연계

적 접근 등을 통해 통합적 인성 발달을 이끌어 

내는 교사를 배양한다.

ü ü ü ü

중

등

 교과 전문성과 함께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정체

성을 형성하고, 인성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책임을 가지며, 청소년 인성 발달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인성 친화적인 수업 및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문적인 인성교육자로서 역

할 하는 교사를 배양한다.

ü ü ü ü ü

* 중점 요소 : 중점이 되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1: 교육 철학 및 신념 

  2: 도덕적 품성 

  3: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4: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5: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6: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7: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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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예비 교사가 다양한 분야를 접함으로써, 인성교육자로서 내

면적 자질과 인성교육 실천 능력을 신장하는데 유의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양 과정은 높은 수준의 인성과 세계 시민으로

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신장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교양 과정

을 이수하는 동안 인성교육에 대한 관점과 안목을 형성한다면, 인성교육

을 위한 ‘교육 철학 및 신념’, ‘도덕적 품성’, ‘인성교육 관련 지

식 및 교수 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인성 친화

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이라는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의 전반

적인 신장을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직 과정의 경우, 예비 교사는 교직 과정을 통해 교육 일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교직 업무의 실제, 교육 실습 경험을 통해 인성교육자로

서 갖추어야 할 내면적 자질에 해당하는 교육 철학과 신념을 형성하며 

이후 교직에 진출하였을 때 이를 실제 인성교육 실천으로 이행할 수 있

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직 과정은 교육 철학·역사·

심리·과정·측정 및 평가·방법 및 공학 등 교육 일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천적 능력 신장에도 중점이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위한 목표가 고려된다면, ‘교육 철학 및 신념’,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인성 친화적 교

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을 신장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전공 과정의 경우, 각 전공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

이기 때문에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이 제1의 목표로 설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전공 학문이 담아내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인성교육의 관점

에서 소화해 내고, 이를 토대로 교과 수업 내용의 선정과 인성 친화적 

교수 및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실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공 학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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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 및 신념’이 그 바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동시에 교과와 관련하여 ‘인성교

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을 특히 중점적으로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비교과 과정의 경우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예비 교사가 의

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과정임을 고려하여 이상적 교사상을 내면화하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등 인성교육자로서 내면적 자질을 형성하

는 것에 그 초점을 두었다. 이에 교사가 갖추어야 할 내면적 자질로서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한 신념과 사명 의식으로 대표되는 ‘교육 철학 

및 신념’을 제시하였고, 또한 교사 스스로가 ‘도덕적 품성’을 갖추는 

데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사 현직 교육의 경우 수많은 교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인성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인성교육 실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천적 지식, 기술, 성향을 다양한 연수를 통해 

신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상위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의 소속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던 

조사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목표와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목표를 달리 설정하였다.

  소수의 전담 교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를 담임 교사가 자율적으로 

지도하고, 학생의 낮은 연령으로 인해 교육 운영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비교적 인성교육과 생활 지도에 집중되어 있는 초등학교의 특성을 고려

하여, 실천적 경험을 제공하고 인성 친화적인 학습 환경과 분위기를 조

성하며 교과 간 연계 혹은 통합 수업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신장을 그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중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및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

용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에 특히 중점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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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교육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

록 ‘대학 입시’와 ‘평가’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사들에게 

교과 전문가로서 역할을 주로 요구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선정

하고자 하였다. 이에 교과 전문성과 함께 인성교육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을 형성하여 인성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책임을 가지며, 청소년의 발

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성 친화적 수업 및 학습 환경을 조성하

는 능력 신장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중 ‘교육 철학 및 신념’,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인

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신장에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의 목표 설정은 교사 교육 하위 영역들이 본래 추구하

고자 한 목표와 기능에 교사의 소속 학교급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것으

로,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교사 교육의 목표를 개선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교사 교육의 목표 개선은 인성교육과 관련

한 교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

서 교사 교육 개선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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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사 교육의 내용 개선

  이 장에서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인성교육 전문성 요

소를 교사 교육 내용으로 구현하고 그것을 교사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교사 교육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 분석 

및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판적으로 논의한 교사 교육 내용 영

역과 형태를 반영하여 먼저 교사 교육 내용의 선정 원리를 제시하고, 선

정된 내용 선정 원리를 적용하여 도출한 교사 교육 과정별 내용 개선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사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의 인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성교육 실천 능력을 신장해야 하는데, 이는 인

성교육 전문성의 요소를 신장함으로써 가능하다. 교사들에게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를 고르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성교

육 전문성 요소를 두루 포함하도록 교사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원리가 

요구된다. 이는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의 체계성, 내용의 타당성, 교

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 분석 결과, 현재 교사 교육이 특

정 요소에 편중되어 있어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속성과 체계성에서도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충분히 그리고 타당하

게 구현하고,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사 교육을 위해 

내용 선정의 원리로 계열성, 포괄성, 통합성, 차별성을 선정하였다.

  첫째, 계열성은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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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지면서 수준에 따라 점차 ‘깊이 있게’다루어져야 한다는 나선형 

교육 과정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계열성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교사 양성 교육과 현직 교육 모두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계열성이 본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교과 내용 조직 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핵심 배경학문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또 인

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을 전담하는 학문적 주체가 부재함에 따라, 계

열성이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의 내용 조직 원리로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인성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주체가 

교사임이 분명하고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책임이 높아지

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능력을 신장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사 교육은 교사 교육

의 목표와 교사의 전문성 수준을 고려한 계열성을 갖춘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될 때 가능하다. 즉 교사 양성 교육의 목표와 예비 교사의 수준, 교

사 현직 교육의 목표와 교사의 전문성 수준을 반영하여 인성교육 전문성

을 신장할 수 있는 교사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도모하고, 

인성교육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할, 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론적 학습과 실천적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인성교

육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반

면, 교사 현직 교육 과정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성교육 전문

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는 한편, 인성교육 실천 과정에서 활

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인성교육의 실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며 자신의 교육 실천을 

개선하는 등 실천적 맥락의 교육에 중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은 교육 과정의 목표와 

교사의 수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므로 교사 교육 내용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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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계열성’을 반드시 고려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사 교육을 제

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포괄성은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의 내용이 일부 요소에 편

중되지 않고, 인성교육 전문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르게 포함해

야 함을 의미한다. 앞서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기준으로 한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 분석 결과,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은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과 ‘인성교육을 위한 물적 자원 활용 능력’, ‘교

육적 의사소통 능력’을 주로 다루고 있었고,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현직 교육 과정은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

력’을,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현직 교육 과정은 ‘인성교육 관

련 지식 및 교수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물적 자원 활용 능력’,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모든 교육과정에서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은 전무하고 ‘인

적·제도적 자원 활용 능력’은 상당히 미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교사 교육의 목적을 반영한 타당한 교육 내용의 

차이로 보기 어렵고, 교사 교육 과정에 인성교육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

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그 원인을 미루

어 짐작할 수 있다.

  교사가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해야 할 교사 교육 과정에서 특정 요소

에 대한 지나친 강조나 결핍은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역시 특정 영역의 

내용이나 기술에 한정되고 치우치게 함으로써, 다면적 속성을 갖는 인성

의 균형 있는 발달을 이끌어 내기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상황

의 변화, 구성원의 요구, 교사가 직면하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과 현실

적 한계 등에 대응하고 개선하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장

애가 되기도 한다. 이는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을 불완전하게 한다는 점

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준비가 부실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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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자기 효능감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는 학

교 인성교육 실행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셋째, 통합성은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의 내용이 인

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각각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구성하는 지식, 기술, 성향의 하위 요소를 통합

적으로 신장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인성

교육을 위한 교사의 교육 철학을 신장한다고 할 때, 교육 철학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을 이

해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며, 해당 교육 철

학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성향을 갖추었을 때에야 비로소 교사의 교육 철

학은 인성교육 실천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사가 성

숙한 인격의 전형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학생들의 인성 발달을 위해 솔선수범하

며, 그러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의지와 신념 갖추었을 때에야 비로소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가 서로 통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일곱 가지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는 실제 인성교육 

실천의 장에서 서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가령 교사가 갖춘 교육 철

학과 신념, 도덕적 품성은 인성교육 실천과 인성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사가 학생과 교육적 관계

를 맺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인성교육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 등은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수 능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이렇게 볼 때 교사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로서 통합성은 교사 교육 내

용을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들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여기서 내면화란, 인성교육 요소에 대한 인지적 앎에 그

치지 않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가치와 의미 또한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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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체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가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들을 내면화한

다는 것은 곧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식·기술·성향을 체득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된 인성교육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넷째, 차별성은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의 내용이 교사의 담당 교

과, 소속 학교급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교사 교육은 양성 교육 과정과 현직 교육 과정 모두 교

사의 소속 학교급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교과 수업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고,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급 혹은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교사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의 경우, 초등학교급과 중등학교급이 분리되

어 있고, 특히 중등 교사 양성 과정의 경우 철저히 교과 중심으로 분리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탓에 교사들의 인성교육 관련 교육 경험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동일한 중등 교사 양성 과정을 경험했

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임용 및 발령 과정에서 학교급이 분리되는데, 학

습자의 발달 단계가 상이한 탓에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사의 경력 및 경

험 차이로 인한 전문성의 수준 차이에 따라 직면하는 어려움의 종류와 

정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달라야 하는 것

처럼,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 교사의 전문성 수준을 반영하

여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교사가 인성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고 교사

들의 배경 역시 다양한 만큼,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사 교

육은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들의 결핍과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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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사 교육 과정별 내용 개선 방안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네 가지 교사 교육 내용 선정 원리인 계열성, 포괄성, 통합성, 차별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사 양성 교육에

서부터 현직 교사 교육에 이르기까지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수

준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고르게 포함하고,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들과 각각의 하위 요소인 지식·기술·성향들이 통합적으로 

신장되도록 하며, 교사가 소속한 학교급 및 담당 교과의 특성에 따라 인

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 내용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교육 과정별 내용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첫째, Ⅳ장에서 분석한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정 분석 및 교사들의 

교사 교육 경험이 갖는 특징, 둘째, 앞서 제시한 네 가지의 교사 교육 

내용 선정 원리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는 교육과정의 최종적인 형태라기

보다, 현재 교사 교육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다 하겠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도출한 교사 교육 내용 개선 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개선 방안

공통

1.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 도모

2. 인성교육자로서 교사의 내면적 자질 함양

  2-1.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 및 신념 형성

  2-2. 인성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품성 함양

교사

양성

교육

1. 인성교육을 목표로 교육 과정의 연계성 및 통일성 확보

2.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양 과정 확대

  2-1. 인성교육 배경 이론 이해 및 활용

<표 45> 교사 교육 과정별 교육 내용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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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교사 양성 교육에서부터 현직 교육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선정하

고 조직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첫째, 인성교육의 의미, 인성교육 실천 영역, 인성교육 실천 방법 등 

인성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Ⅳ장에서 살펴본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이 인성교육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2-2. 교육적 관계 형성 및 교육적 의사소통 기술

  2-3.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방법

3. 교직 과정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기능 강화

  3-1. 일반 교육학 지식의 인성교육적 활용도 확대

      3-1-1.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적 관점 형성

      3-1-2. 학습자 발달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처방 능력

      3-1-3. 인성교육을 둘러싼 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유 능력

      3-1-4. 인지·정의·행동 영역을 포괄하는 인성 평가 능력

      3-1-5.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및 지원 체제 이해 및 활용 능력

  3-2. 인성교육 실천 기회 확대

      3-2-1. 교육 실습을 통한 인성교육의 실제

4. 전공 과정의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기능 강화

  4-1. 인성교육 관련 내용 요소 개발 및 활용 

  4-2. 인성 친화적 교수·학습 방법 활용

  4-3. 인성 친화적 평가 및 결과 활용

교사

현직

교육

1. 인성교육을 위한 연수 과정 확대

  1-1. 인성교육 관련 연수 과정 수 확대

  1-2. 활용도가 높은 내용의 연수 과정 확대

      1-2-1. 직접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제공 및 개발 능력 신장

      1-2-2. 교사들이 요구하는 내용 조사 및 반영

2.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의 포괄적·통합적 접근

 2-1.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및 활용 방법 보완

 2-2.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방법 신설

3. 교사의 소속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연수 과정 개발

 3-1. 중등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및 자기 효능감 신장

 3-2. 중등 교사의 인성교육 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참여 유도

 3-3. 중등 교사의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실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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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할 수 있는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교사 연수가 

도움이 된 이유로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가장 높

게 나타난 것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인성교

육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성교

육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인성교육 실천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교사

들의 요구와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과

정은 교사들에게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을 제공하여, 개

별 교사 간 서로 다른 인성교육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

고 학교 인성교육의 통일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교사 양성 교육 과정과 현직 교육 과정 모두 교사들이 인성교육

자로서 갖추어야 할 내면적 자질을 지속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의 내적 소양은 인성교육 실천에 가장 본질적이자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성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내적 소양이 결여된 채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인성 발달을 유도하기보다는 하나의 가

르치는 기술, 즉 내용 전달의 테크닉에 머물게 한다. 교사 스스로가 인

성교육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도덕적·친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이 된다면 학생들의 감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인성 함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교사부터 현직 교사에 이르기까지 인성교육자로서 교

사가 갖추어야 할 내면적 자질을 신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중 인성교육을 위한‘교

육 철학 및 신념’을 형성하고, 인성교육자로서‘도덕적 품성’을 함양

하는 것과 특히 관련된다.

  다음은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의 내용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Ⅳ

장에서 살펴본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은 양성 교육을 통해 인

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교사 양성 과

정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능력 신장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비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사 양성 교육의 내용 개선 방안을 교사 양성기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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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체제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인성교육을 목표로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의 연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양성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 ‘교육 과정 전반

이 인성교육을 목표로 한 연계성 및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실제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이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연계성 및 통일성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마저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인성교육에 대한 단발성 

수업이나 활동의 형태로는 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에 한계

가 있어, ‘교양 과정-교직 과정-전공 과정’에 걸쳐 인성교육을 중심

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교양 과정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Ⅳ장에서 교사 양성 교육과정 분석을 통

해, 교양 과정에 인성교육 관련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며 내용 또

한 특정 요소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의 

경우 학문적 지식의 전달이 그 지배적인 교육의 형태이고, 주로 전공 교

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성교육 배경 학문 및 

관련 이론을 이해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교양 과정을 통해 신

장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양 과정의 경우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중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신장을 위해 예비 교사의 인성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윤리학, 사회정서학습, 긍정 심리학 

등 인성교육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이론을 인성교육과의 관련성 

속에서 다루는 교과목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는 거의 전무하지만 

범교과 및 생활 지도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실천과 관련된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

  셋째, 교직 과정을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

어야 한다. 교직 과정은 크게 교직 이론, 교직 소양, 교육 실습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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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일반적으로 교직 이론의 경우 일반 교육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직 소양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담당하게 될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실습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실습과 교육봉사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중등을 아우르는 모든 예비 교사들이 거치는 공통

의 교육 과정이 교직 과정임을 고려해 본다면, 교직 과정을 통해 인성교

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선되는 것은 그 효율성을 고려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Ⅳ장에서 살펴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성 교육이 교사

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 ‘일반 교육학 지

식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아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양성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인성교육 관련 교육 내용 중 ‘일반 교육학 수업

의 확대’가 매우 저조한 응답률을 보여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는 현재 교사 양성 교육에서 교직 이론을 구성하는 일반 교육학 지식

이 예비 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안

고 있고, 거의 효과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일반 교육학이 교육 철학 및 역사·심리학·사회학·인류학·측정 및 

평가·교육 과정·방법 및 공학·행정학 등에 걸쳐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을 신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 역시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 잘 적용

되지 않는 이유는 각 교육학 영역에 대한 학문적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직 과정을 통한 예비 교사의 인성교

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적 관점 형성, 학

습자의 발달에 대한 이해 및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 처

방 능력, 인성교육을 둘러싼 교육 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유 능력, 인

지·정의·행동 영역을 포괄하는 인성 평가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및 지원 체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적 관점과 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반영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일반 교육학 및 교직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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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중 ‘교육 철학 및 신념’과 ‘인

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

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을 신장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또한 교직 이론뿐만 아니라 교육 실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인성교육

의 실천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양성 교육이 도움이 된 이유로 상당히 많은 교사가 ‘교육 실

습’을 꼽았고, 양성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인성교육 관련 교육 내용으

로 ‘교육 실습 경험의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학습한 이론이 학교 인성교육에 어떻게 반영되

고 있으며 또 어떻게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에 대한 감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실습 기회의 확대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교육 실

습 기회를 확대는 단순히 교육 실습 기간이나 횟수를 연장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교사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시기에 따라 인

성교육 전문성 요소에 차별적으로 중점을 두고 각각에 대한 현장 관찰 

및 실습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Ⅳ장에서 살펴본 설문 조사 결과, 교사들은 양성 교육 과정에서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 양성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인성

교육 관련 교육 내용으로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방법’에 대한 요구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성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전공 지식’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는 사실은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

장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학과 교육 과정을 통해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내용 차원, 교수·학습 방법 차

원, 평가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교과의 내용 지식 중 인성교육을 위

해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을 발굴하고 교육 상황에 적합한 자료로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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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제 인성교육에 활용하거나, 배려와 협동 등 도덕적·친사회적 인성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며, 특히 정의적·행동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발달 지향적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활용하

는 것 등이 바로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전문성의 예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Ⅳ장에서 살펴본 교사 양성 교육과정 분석 결과, 현행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는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과정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이 내용 요소에 해

당하는 ‘인성교육을 위한 물적 자원 활용 능력’에 치우쳐 있다. 교사 

양성 교육이 교과 교육 전문성 신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교과 교육 전문성을 신장하는 과정에서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전문성은 교과 내용 중 학생의 인성 함양에 

유의미할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 요소를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활용하고, 

이를 인성 친화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가르치며, 인성 발달을 촉

진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인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

생의 인성 발달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한

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중 ‘인성교육 관

련 지식 및 교수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에 그 초점이 

있다.

  다음은 교사 현직 교육의 내용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성교육을 위한 연수 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을 위한 연

수 과정 확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양

적 확대요, 다른 하나는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연수를 확대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선 Ⅳ장에서 살펴본 설문 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교사들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기회가 불충

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교사들이 인성교육 

관련 연수 개설이 부족하거나 원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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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의견은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인성교육 관련 내용의 연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교사들에게 연수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 즉 수업 및 학

생 지도에 활용도가 높고 적용이 용이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연수 과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을 신장하는 연수, 수요 조

사를 통해 교사들이 원하는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실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중 ‘인성교

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을 

가장 중점적으로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통합적으로 신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Ⅳ장에서 살펴본 교사 현직 교육과정 분석 결

과,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는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과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교육적 의사소

통 능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고,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역

시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중 물적 자원,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특히 수업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이 주를 이

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사 현직 교육 과정 역시 교사의 주 

업무인 수업 전문성과 생활 지도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인성 친화적 수업 및 교실 운영이 학교 인성교육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영역의 전부를 의미하지

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전문성 중 일부에 해당하는 요소라는 점

에서,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들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

록 교사 현직 교육 과정의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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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 중 인적·제도적 자원을 보완하고 ‘인성 평

가 및 결과 활용 능력’에 대한 내용이 신설될 필요가 있겠다. 전자의 

경우 특히 ‘물적 자원’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에 치우치기보다는 인

적·제도적 자원의 종류와 그 활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

짐으로써, 다양한 자원을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

어야 하겠다. 또한 후자의 경우 인성의 다면적 속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학생의 발달 가능성 및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신

장하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

양한 평가 방법을 안내하고 인성 평가를 위한 교사의 안목을 신장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평가 결과를 오직 학습자의 인성 발달과 

그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인성교육자로서의 태도 

역시 함양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다음은 소속 학교급별 교사의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한 연수 과정의 내

용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Ⅳ장의 설문 조사 결과, 인

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교사 교육 경험의 소속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

한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등 교사가 인성교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고양할 수 있는 과

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자기 인

식’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인

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등 교사,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다.

  둘째,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을 변화시키고 교사 교육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 포함될 필

요가 있다. Ⅳ장에서 살펴본 설문 조사 결과, 현재 대부분의 교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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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행 교사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

식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들이 더

욱 불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교사들의 인성교육 관

련 연수 참여 경험 역시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보다 

많았다. 또한 Ⅳ장에서 살펴본 교사 현직 교육과정 분석 결과, 초등 교

사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가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교사의 소속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 제공되는 원격 연수 과정을 포함하여 고려해 본다면 초등과 중등 

교사에게 제공하는 연수 과정의 양적 차이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중등 교사들이 초등 교사들에 비해 인

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이 부

족하고, 이에 따라 낮은 참여로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인

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

사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따라

서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에 주목하게 하고, 교사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형성하게 하는  

교육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실천 방법에 대

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Ⅳ장에서의 교사 교육과정 분석 결과, 

현행 교사 현직 교육은 인성 친화적 수업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수업 

내용 및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그것을 교과와의 연

관성 속에서 다루는 연수 과정은 극히 드물었다. 특히 중등 학교의 경우 

실제 학교 교육 과정의 양적·질적 비중이 절대적으로 교과 수업 시간에 

할애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교사들이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인성교육

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과 교육 

과정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수업 시간에 교과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교사들



- 214 -

에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는 앞서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논의한 그것과 동일하기에 여기서는 생

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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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사 교육의 방법 개선

  앞선 Ⅳ장에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보

다 거시적인 ‘체제’ 측면과 미시적인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현행 교사 교육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사 교육 방법으로 특히 후

자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양성 교육 과정에서는 지속적이고 체계

적인 비교과 교육 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자로서 내면적 자질을 함양할 것

을, 현직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다

양화하고 활성화할 것을 주장했던 ‘체제’ 측면에 대한 개선 내용은 앞

선 2절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은 기존의 교사 교육

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인성교육 실천 가능성을 높이

고자 하는 교사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의 

방법에 대한 변화 또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 교육의 

실천적 성격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단적 반성과 학습 공동체를 교

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할 것을 제

안하고자 한다.

   1) 반성적 실천을 촉진하는 집단적 반성의 인성교육적 활용

  앞서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교사 교육 경험에 대

한 조사 연구 결과, 교사들은 주로 ‘자신의 학생 지도 경험’과 ‘동료 

교사들의 조언’을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

고 있었고,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사 교육으로 

‘교생 실습 확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의 주요 경로가 인성교육과 관련한 실제 경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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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에게 인성교육과 관련된 실제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되, 그 경험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교사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교사에게 단순히 많은 경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

을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길러주

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다.

  경험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용하며,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성

찰하며, 교정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하는 등의 일련의 과

정은 경험에 대한 반성에 해당한다. 인성교육자로서 교사는 교실 상황에

서 실행되는 모든 종류의 인성교육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성찰하는 등 반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반성은 

1980년대 Schӧn이 ‘반성적 실천(reflection-in-action)’이라는 개념

으로 체계화한 바 있으며, 2000년대까지 교사 교육의 새로운 방향이자 

대안적 방법으로 조명 받아 왔다. 먼저 반성적 실천의 의미를 간단하게 

고찰하고,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반성적 실천 능력과 

그것을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사 교육 방법을 이어서 살펴보기로 한

다.

  반성적 실천은 Schӧn(1983)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전문성을 신장하

는 학습을 위한 하나의 대안적 접근에 해당한다. Schӧn(1983: 21, 31)

은 과학적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을 전문성으로 

간주하던 산업 사회의 학습 방식을 ‘기술적 합리주의(technical 

rationality)’패러다임이라 비판하며, 후기 산업 사회에서 전문성 학습

의 핵심은 ‘경험에 대한 반성’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가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전문성의 핵심으로 경험에 대한 반성을 강조한 이

유는 상대적·실천적 지식관, 특수성, 맥락성, 다양성, 변화 가능성 등 

사회 구조 및 인식의 변화에 있다. 과거 산업 사회와 달리 오늘날의 현

대 사회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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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선(先)학습 후(後)적용’ 형태의 

기존 전문성 교육 방식은 그 효율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교사의 전문성 역시 교육 이론을 학습하고 그것을 실제에 적용하는 능

력으로 이해되었고, 이로 인해 교사 교육 과정은 학문적 지식을 먼저 습

득하게 하고, 이후 그것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설

계되었다. 이는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면 지식이 실천으로 전이될 수 있

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전문가들이 제

공한 이론을 활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이론

가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일을 해 내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Elliot, 1991; Korthagen, 조덕주 외 역, 2007: 35에서 재인용),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

는다는 효용성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 과정이 주로 인성교육 관련 내용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 교사들이 교사 교육의 효과를 인식하는 주요 기준은 활용성, 적

용성에 있다는 조사 연구 결과는, ‘이론에서 실제로의 적용’의  한계

를 극복하고 실천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사 교육이 개선되

어야 함을 보여 주는 주된 근거가 된다.

  이론적 지식과 같이 정해져 있는 내용을 학습하는 것과 달리, 반성적 

실천 능력을 신장한다는 것은 현재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성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실천적 지식, 즉 특정 상황 맥락에 적합한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인성교육의 경우 정해진 이론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인성교육 담론은 사회적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각각의 학생이 갖는 수준과 특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발달을 목표로 하는 가치 지향적 행위라는 점에서, 교사가 습득해야 할 

인성교육에 대한 앎은 일반화·보편화 가능한 지식이나 추상적 원리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경험을 통해 상황을 인지하

고 판단하며, 이를 토대로 일련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긴 과정을 통해 일종의 통찰을 이끌어냄으로써,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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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토대인 실천적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Korthagen, 조덕주 외 역, 2007: 69-70). 구성원의 다양성과 상황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볼 때, 교사의 전문성은 상

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실천적 지혜의 성격을 

갖는다 하겠다.

  실천적 지혜는 앎과 행동의 반복적 실천을 통한 습관화의 산물로, 단

순히 기능이나 행동을 무비판적·기계적으로 습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앎과 실천 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도 

일상적 행위와 같이 의도적인 숙고의 과정 없이 판단과 실천이 가능하도

록 자동화된 인지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반성적 실천 능력은 지식과 기

술의 반복적 실천 과정을 통해 체화된 ‘노하우’의 형태로 전문성에 포

함된다.

  따라서 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인성교육에 대한 반성

적 실천 능력을 신장하는 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교사가 행하는 반성적 실천의 시기와 대상, 방법이 매우 중

요해진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반성함으로써 인성교육에 대한 실천적 

지혜를 가질 수 있는지는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사 교육 

방법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법을 논의함에 있어, 반성적 실천 능력에 주목하는 근거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반성의 시기와 관련하여 교사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반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 중에도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성이

라고 하면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즉 ‘행위 

후 반성(reflection on action)’을 의미하는데, Schӧn(1983: 54-55)

이 제시한 반성 개념은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행

위 중 반성(reflection in action)’을 의미한다. 행위 중 반성은 바로 

문제의 중앙에서,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즉석에서 해결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다(Hargreaves et al,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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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섭 역, 2014: 179). 따라서 이미 일어난 행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에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반성 개념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행위 

중 반성은 반성 내용을 다시 실천으로 적용해 보는 과정을 통해 상황 맥

락에 부합하는 실천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 반성적 실

천은 앎의 실천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 방법이 되는 것이

다.

  특정 내용 지식을 전달하거나 가치 중립적인 기술을 훈련하는 과정에

도 그 교육 효과를 위해서 행위 중 반성이 필요하지만, 특히 인성교육에

서 행위 중 반성을 통해 그 즉시 실천 내용을 교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일 것으로 보인다.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도

덕성과 정서, 사회성, 자아 정체성 등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

문에, 건강하고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서는 교사가 인성교육적으로 부적

절한 내용이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자칫 교사가 시도한 가르침이 과잉 

혹은 결핍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항

상 경계해야 한다. 교과 지식 및 기술과 같은 인지적 영역에서 발생한 

오개념은 시간이 지나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 형성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품성과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 교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교사들이 인성교육 실천 과정에서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가도 교

사의 인성교육 실천과 개선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두 번째 근거가 이

와 관련된다.

  둘째, 반성의 대상과 관련하여 교사는 자신의 교육 경험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시적 앎뿐만 아니라 암묵적 앎 또한 반성해야 한다. 

Schӧn(1983: 49)은 우리의 앎은 행위 양식 속에 담겨있는 암묵적인 

앎, 즉 ‘행위 중 앎(knowing-in-action)’이며, 전문적인 수행은 이

러한 암묵적 앎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반복적인 숙고의 결과 형성된 

비숙고적·자동적 행위의 기저에는 ‘암묵적 앎’이 담겨 있는데, 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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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앎은 교사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과 태도, 가치관, 실천 방식, 습관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비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반성의 대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교육 실천에 내재한 암묵적 앎은 교사가 상황을 바

라보고 해석하는 관점과 태도, 교사 개인의 품성, 교육 철학 등과 관련

된다. 이러한 교사의 암묵적 앎은 교사가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가르침

의 과정에서 활용하는 자료나 교수·학습 방법, 의사소통 기술, 학생과 

관계 맺는 방식, 교실 분위기 형성 과정 등을 통해 드러난다. 때문에 인

성교육자로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내면적 자질, 실제 인성교육 실천, 인

성교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 능력, 즉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들은 곧 반성

적 실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인성교육은 수업 시간에 교사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지

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거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상황

에서 보다 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교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

로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며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과정에

서 학생들의 인성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 때 교사는 즉각적

으로 일어난 자신의 교육 실천에 내재한 암묵적 앎을 자각하고, 그것이 

인성교육에 갖는 의미, 인성교육에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을 항상 검토

하고 스스로 문제 제기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Hargreaves와 그의 동료(진동섭 역, 2014: 180)는 이에 그치지 않

고 환경 속에 있는 것들에 관한 반성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반성’

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위에 대한 반성은 교사 개인의 실천에 

대한 반성에 그 범위가 국한되지 않고, 교사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어젠다(agenda)에 대해 끊임없이 반응하고 

반작용하게 하여, 실행의 맥락과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실행을 크게 향

상할 수 있게 한다(Hargreaves, 곽덕주 외 역, 2011: 180-181). 이는 

교육이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반성으로, 학생의 도덕성·사회성·정체성 

등 정의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인성교육의 경우 그 환경의 영향력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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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입각해 볼 때, 인성교육이 일어

나는 맥락인 환경에 대한 반성은 반드시 반성의 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 중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

교 풍토 조성 능력’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반성의 방법과 관련하여, 교사는 개인적 반성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들과의 집단적·협력적 반성을 실천해야 한다. Schӧn(1983: 56)은 

반성이 놀람(surprise)의 경험으로부터 촉발된다고 하며, 놀람은 행위에 

담겨 있는 암묵적 앎에 대한 자각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의식적, 비판적 

반성의 핵심 기제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놀람은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

이 당연하지 않게 다가올 때, 즉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

  최근 반성적 교사 교육은 교사 개인의 반성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함께 

반성하는 집단적 반성을 강조한다(Valli, 1992; 서경혜, 2005: 319에서 

재인용). 집단적 반성은 다양한 반성의 주체들이 만나 경험과 반성을 공

유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한 앎과 실천의 한계를 자각하고 개선하는 계기

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개인적 반성은 자신의 경

험에 갇혀 앎과 행위에 대한 객관화가 어려운 반면, 동료 교사들과의 집

단적 반성은 자신의 앎과 실천을 공유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놀람’

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됨으로써 경험의 양을 확장하고 질

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성적 실천 능력은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의 교사 교

육 체제에서 간과하고 있는 교사의 교육적 판단 및 실천 능력을 길러주

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이는 학교 교육 현장의 일상적인 순간에서부터 

수업, 생활 지도, 특수한 교육 상황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인성교육적 판

단과 선택, 처방을 모두 포괄하는 능력을 신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근본

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라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반성적 실천 능력은 교사 양성 교육에서부터 체계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예비 교사들이 교육적 실천을 반성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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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는 교육 실습 기간이 유일하다. 그러나 교육 실습은 특히 

사범 대학의 경우 교과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에 그 중점이 있기 때

문에,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반성적 실천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양성 

교육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이 ‘교육 실습 경험의 

확대’로 나타난 것은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도 실제 경험을 통해 인

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는 교사들의 인식이자 요구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실습을 통해 예비 교사들은 오히려 현장 교사들이 주로 

채택하는 전통적인 수업 방법을 선호하게 되거나 통제위주의 태도를 가

지게 되기도 한다는 보고(Goldstein et al, 2003; Kagan 1992)는, 실

제에 대한 경험이나 교육 실습 그 자체가 전문성 개발을 보장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 준다(김민성, 2012: 52). 따라서 교사 양성 교육 과정

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단순히 인성교육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 인성교육에 내재한 앎과 자신의 

교육 활동을 반성할 수 있는 경험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예비 교사의 반성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반성적 저널쓰기, 학

습 포트폴리오 작성, 동료와의 집단 토론 등 교육 실습 과정에서의 다양

한 시도가 예비 교사의 반성적 사고 수준뿐만 아니라 교수 능력, 발문이

나 피드백을 포함한 언어적 상호 작용 능력, 교과에 대한 태도, 자기 효

능감 등 교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실천적 

지식의 변화 및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연구(김희필 외, 

2008; 박계신, 2012; 박수옥 외, 2004; 신애경, 2007; 유승연, 2000; 

이세나 외, 2009; 정병종, 2014; 최승숙, 2012; 최지훈 외, 2010)가 

상당하다. 이는 반성적 실천 능력이 단순히 반성적 사고 및 탐구 능력 

신장에 그치지 않고 교수 능력, 상호 작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 효

능감, 태도 등 지식, 기술, 성향을 망라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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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교육 과정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반성적 실천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교육 실습 경험을 교육 과정으로 제공할 때 ‘교과 전문성’에

만 초점을 두거나, 그저 현장을 미리 경험해 보는 수준으로 활용해서는 

곤란하다. 교육 실습 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은 현직 교사 및 동료 예비 

교사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의 실제에 대한 집

단적 저널 쓰기, 집단 토론, 학습 포트폴리오 공유와 피드백 교환 등을 

통해 집단적 반성 경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 현직 교육의 경우 ‘성찰’이 주요 연수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었지만 주로 교사의 개인적 삶에 대한 성찰, 치유(healing), 명상, 변

화하는 교직에의 적응력 신장에 주요 목적이 있고, 수업에 대한 성찰 능

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 기타 영역에서 일부 확인되었으나 효과적

인 발문 혹은 교수·학습 방법을 소개하는 것 등에 그치고 있었다. 이는 

교사의 집단적 반성이 교육 실천을 개선하는 중요한 방법임에도 불구하

고 현 교사 교육 체제가 교사들에게 동료 교사와 집단적 반성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와 집단적 반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

감대 형성 등의 여건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

러나 반성적 실천 능력이 강조되는 이유가 교사의 교수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교사 스스로가 교육에 대한 철학적 신념을 갖도록 하

며, 전문적인 이상적 교사상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은 반성적 실천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

다(Cruickshank, 1987; 이남호, 2007: 186에서 재인용).

  이에 교사 교육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자기 평가, 실제 맥락에서의 

저널 쓰기 등을 활용하여 교사 스스로 자신의 교육 활동을 반성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동료 교사와의 상호 일지 작성, 타인과 공유 가

능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포트폴리오 작성 등을 활용

하는 방법과 그 효과를 교사들에게 안내함으로써, 협력적으로 교육 활동

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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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험이 풍부한 교사와 초임 교사가 한 팀이 되어 수업에 대해 전

문가와 협의를 하거나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면담을 하는 정기 협의

회도 교사의 반성적 사고 능력과 교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 중 

하나이다(이남호, 2007: 186). 현재 교사들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있어 동료 교사들의 조언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협력적 반성을 유도하는 집단적 형태의 반성은 촉진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경력의 교사들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에 대

한 집단적 반성 활동은 경험이 적은 경력의 교사에게 있어서 다양한 경

험을 공유하고 자신의 인성교육 실천을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

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실행하는 집단적 반성

이 실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인성교육 전문성 요

소를 중심으로 교사들이 집단적 반성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내

용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 내용
점수

1 2 3 4 5

교육 철학
및

신념

구성주의 원리에 따라 수업을 설계 및 운영했는가?

학생의 인성 발달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표현되었는가?

상황을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하였는가?

인성교육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실행하였는가?

인성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과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도덕적
품성

도덕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하였는가?

교사가 견지한 도덕적 지향이 충분히 전달되었는가? 

인성교육자로서 도덕적 인격과 성품을 갖추었는가?

학생에게 도덕적 성찰과 실천의 모범이 되었는가?

인성교육 
관련 지식

교육 실천이 인성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인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였는가?

<표 46> 인성교육의 반성적 실천 촉진을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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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는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에 대한 반성적 실천을 

촉진하여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현직 교사의 경우 자신의 교육 실천을 성찰하기 위한 자기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고, 동료 교사들과 집단적·협력적 반성 과정에 활용함으로

써 동료장학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예비 교사들

및
교수 능력

가르침의 내용과 전달 방법이 도덕적으로 적절한가?

학생들의 도덕적 관점(안목)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학생들의 사회 정서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었는가?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었는가?

학생의 인성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고려하였는가?

학생 개개인의 인성 특성을 파악하고 존중하였는가?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학생과 교육적 관계를 충분히 형성하였는가?

교육적 의사소통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교육적 상호 관계를 통해 인성 발달을 유도하였는가?

인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

인성교육
을 위한

자원
활용능력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는가?

해당 자원이 인성교육에 타당하게 활용되었는가?

활용한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이 인성교육에 효과적
이었는가?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

학생의 인성 발달 가능성을 가능한 높이 가늠하였는가?

인성 평가의 한계를 인지하고 경계하였는가?

평가 대상에 따라 적절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는가?

평가 결과를 오직 인성 발달을 돕기 위해 활용하였는가?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능력

공간 구조를 인성 친화적으로 구성하였는가?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였는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의 기회와 절차를 제공하였는가?

구성원 간 친밀하고 활발하게 상호 작용하였는가?

구성원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조성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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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교생실습 기간 동안 지도 교사와 동료 예비 교사의 인성교육 실

천에 대한 관찰과 비판적 평가, 자신의 교육 실습에 대한 성찰의 기준으

로 활용될 수 있다.

  집단적 반성을 돕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반성적 성찰은 단순히 인성

교육 실천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

을 실천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인성교육 실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하며, 인성교육 실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협력적 학습을 위한 교사 학습 공동체의 인성교육적 활용

  현재 교사들이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는 주요 경로가 본인의 학생 

지도 경험이거나 혹은 유사한 경험이 있는 동료 교사들의 조언이라는 사

실은, 교사들에게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동료 교사들과 활발하게 조언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학습 공동체와 같은 학습네트워크 조직의 필요성을 시사한

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은 직접적이고 실제

적인 측면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새내기 교사들이 유능한 경력 

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경력 교사들의 수업 실제에 구현되어 있는 실제

적 지식을 배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곽덕주 외, 2016: 

96).

  그러나 학교 현장에는 교사들의 협력적 학습을 신장하기에 다소 부적

합한 구조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각자의 자리에

서 주어진 업무를 홀로 수행하는데, 대개 동료 교사와의 협력이 불필요

한 성격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과다하여 늘 시간 부족에 시

달리게 된다. 수업 역시 철저히 교과 중심의 분절적 형태로 운영되기 때

문에,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동료 교사와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할 기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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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시장화’에 기초한 각종 교육 표준화 

정책, 즉 성과주의의 교원 평가제, 성과급제 등은 교사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문

화적·정책적 구조와 분위기는 교사 간 대화와 협력을 단절시킴으로써 

교직의 ‘개인화’를 가속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직의 개인화를 극복하고 협력적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방안으로 학습 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다. 교사들이 학

습을 위해 모인 조직인 학습 공동체는 학생의 학업 성취와 학교의 발전

을 가져오는 교사 역량 강화의 방안일 뿐만 아니라, 학교 조직 문화의 

개선을 통해 교육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오찬숙, 

2016: 298). 학습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성 신장은 기존의 전문성 

학습과 달리 교육 실천의 장에서 동료 교사들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토대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집단적이고 협력적이며 맥락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하겠다.

  학습 공동체 내에서 교사들은 각자의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함

께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개선된 교육 실천

을 유도해 내는 협력적 학습을 수행한다. 학습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

는 반성과 성찰, 상호 작용을 통해 다른 이들의 경험과 성찰을 접함으로

써 간접적인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고(김민성, 2012: 51-52), 자신의 

암묵적인 앎을 표면화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기존의 인식과 관

점, 신념, 태도, 가치관 등을 보다 교육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의 발달을 위한 교사의 발달, 나아가 학습을 

위한 학교 문화의 발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학교 인성교육을 활성화하

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방법으로 교사 

학습 공동체를 제안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보유한 인

성교육 전문성의 수준은 각기 다르다. 가령 교사의 전공, 경력, 개인적 

경험, 성격적 특성 등은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 228 -

한다. 교사가 인성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를 전공하였는지, 많

은 경력에 따라 직·간접적 경험이 축적되어 인성교육에 어려움을 비교

적 적게 느끼는지, 교육 봉사를 비롯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인성교육 실

천에 유용한 정서적·기술적 토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타인과의 관계 형

성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성격인지 등과 관련된 교사들의 개인차

는 교사가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

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천적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에 교사 학습 공동체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학습 공동체 운영은 학교 내에 인성교육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 현재 교사들은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자신의 역

할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인성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 인성교육 

실천을 돕는 매뉴얼 부재, 인성교육 관련 연수 기회의 부족, 전문성 부

족으로 인한 낮은 효능감, 잦은 정부 정책의 변화와 과다한 업무, 학생 

및 부모와의 교육관 차이, 학교 교육 과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

을 겪고 있고, 그 결과 인성교육을 거의 실행하지 않거나 매우 소극적으

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교사 간의 불균형적 실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엄상현, 2014: 85). 이렇게 볼 때 교사들이 겪는 인성교육 실천의 

어려움은 하나의 교사 교육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

성교육 실행을 방해하는 여러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에 교사 학습 공동체는 인성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인성교육의 실천 방향에 대한 공유

된 이해를 형성하며, 실제 인성교육 실천 양상에 대한 반성과 개선 등 

학교 내 인성교육 담론을 형성하는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 학습 공동체의 특성에 대하여 오찬숙(2016: 297)은 ‘가치와 

비전의 공유, 자발적 참여, 협력적 학습 및 적용, 반성적 결과 공유, 정

서적 소속감’이라 하였고, 서경혜(2009: 251)는 ‘가치와 규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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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중점, 협력’이라는 속성으로 범주화 가능하며, 이 중 협력은 

‘반성적 대화, 집단 반성, 공동 탐구, 집단 창의성, 공동 문제 해결, 학

생 학습에 대한 공동 책임, 공유 리더십, 실천의 공유, 공동 실천’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Hord(1997)의 연

구를 참고한 심영택 외(2014: 237)는 교사 학습 공동체의 특성을 ‘상

호 협력과 반성적 대화를 통한 집단적 학습, 비전과 가치의 공유, 새로

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기회의 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회화 과정, 의사소통 방식과 구조의 재조직화, 자율성의 

보장, 공적 책무성’이라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교사 

학습 공동체는 교사들 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소속감과 책임감을 공유

하며 공동의 가치와 규범, 비전 아래 함께 반성하고 협력함으로써 전문

성을 신장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호 격리된 현재의 물리적 구조와 고립과 불간섭의 개인주의

가 뿌리 깊은 학교 문화에서 과연 협력이, 즉 공개, 공유, 공동 실천이 

일상화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서경혜, 2009: 268). 실제로 

교사들은 협력의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협력 또한 

부담스러운 업무로 인식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학

습 공동체가 교직 특유의 고립과 개인주의 문화를 극복하고 수업 전문

성, 자기 효능감, 교사의 지식 변화, 교직관의 변화, 정체성 강화, 성찰 

능력 등 교사의 전문성의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국내의 다양

한 연구 결과들(강호수 외, 2016; 김대훈, 2014; 오영범, 2014; 이동

배, 2012; 임윤진 외, 2011; 차가현 외, 2015)은 인성교육 전문성 신

장을 위해 교사 학습 공동체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 중요한 경험적 근

거가 된다.

  협력은 교사들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 

형태이자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협력 능

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협력적 교사 학습

은 첫째, 공동의 원리, 둘째, 공유의 원리, 셋째, 자발성의 원리,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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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의 원리, 다섯째, 토론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데(김대훈, 2014: 

981), 이러한 ‘동료들과 공동으로 지식을 생성 및 변형하고, 자신의 실

천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집단적으로 반성’하는 등의 과정에 교사들 역

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부터 최소한 인성교육만큼은 교사 간 

교과를 넘나드는 협력적 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 교사 양성 교육과정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과 간, 

학년간의 통합적·연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또 협력적 학습의 필요

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된다면, 현직 교사가 된 이후에도 학

생들의 인성 발달을 위한 수업, 범교과 활동, 교육적 문제 해결의 과정

에서 원활한 학습 공동체 운영을 포함하여 교사들 간의 협력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력은 교사들 간의 관계라는 미시적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교사들 간의 협력이 낳게 될 ‘학교 문화 및 구조의 변화’라

는 보다 거시적 차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

결 차원의 소극적인 인성교육에 그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도덕성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등 건강

한 내면과 사회적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인성교

육을 위해서는, 학교 자체를 도덕적·친사회적 공동체로 형성하고자 하

는 교사들의 비전 공유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

사의 학습 공동체는 학교를 도덕적·친사회적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하

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비전과 규범을 공유하는 교사의 학습 공동

체의 파급 효과로 학교 분위기와 구조의 변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다.

  학교 공동체의 맥락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협동적 대화와 토

론은 기존의 것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보다 적절하고 발전된 형태의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일종의 집단 지성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의 협력적 학습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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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인성교육적 경험

을 보유한 교사들과 풍부한 대화와 토론을 나누며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

성하는 등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교사 학습 공

동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활발한 학습 공동체는 전문가의 의식과 집단의 전문성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원칙으로 제시된다(Hargreaves et al, 

이찬승 외 역, 2015: 207). 이는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법으

로 학습 공동체를 활용한다면 인성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 의식 성장 또

한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습 공동체가 단순히 인성교육에 도움

이 되는 지식과 기술 등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

게  자신을 인성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

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가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정체

성을 형성하는 것은 인성교육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 인식, 실천 의

지를 이끌어 내는 원천이라는 점에서, 교사 학습 공동체 활용은 인성교

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매우 본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방법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한 교사 학습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 공동체의 학습 요건인‘비전과 가치, 경험의 공유, 반성적 대화, 협

력적 탐구’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학습 공동체

의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교사 학습 공동체의 운영 원리와 

함께 교사들이 인성교육 실천 과정에서 갖게 된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비판적 반성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 실천을 낳는 협력 학습 과정에

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인성교육 관련 내용들이다.

운영 원리

1. 다양한 학년, 전공,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2. 인성교육을 중심축으로 교사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 공유

3. 지속적이고 대면적인 학습 모임 운영

<표 47>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학습 공동체의 활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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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요건 학습 내용

비전과 가치 

1. 도덕적이고 친사회적인 학생 양성을 위한 비전 공유

2. 인성교육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되기 위한 비전 공유

3. 학교를 인성교육 공동체로 형성하기 위한 비전 공유

경험 공유

1. 인성교육자로서 지식, 학생, 교육 형태에 대해 갖는 인식

2. 교실 상황에서 직면한 다양한 도덕 사태에 대한 인식과 대응

3. 수업, 범교과 활동 등에 활용한 인성교육적 내용 및 교수·

학습 방법

4. 학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성교육의 어려움 혹은 보람

5. 인성교육을 위해 활용한 인적·물적·제도적 자원

6. 학생의 도덕적·사회적·정서적 발달과 바람직한 자아 정체

성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한 평가 도구 및 방법

7. 담당 교과 수업 및 학급 운영 과정에서 활용하는 규칙 및 

의사 결정 방법

반성적 대화

1.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 철학 및 신념의 타당성 및 적절성

2. 자신의 인성교육자로서 갖는 도덕적 품성

3. 수업, 범교과 활동 등에서 발견되는 인성교육에 부적절한 

요인

4. 인성교육 실천에 부적합한 관계 유형 및 의사소통 형태

5. 인적·물적·제도적 자원 활용의 적절성 및 효과 

6. 학생의 인성 발달 수준 및 인성 특성을 고려한 인성교육 실

천 여부

7. 활용한 규칙, 의사 결정 방법, 교실 및 학교의 구조 등에 내

포된 비민주적 요소

협력적 탐구

1. 인성교육자로서의 교사 역할과 책임의 영역

2. 도덕적 품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

3.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이론 및 실제

4. 인성교육에 적합한 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 기술

5. 인성교육에 효과적인 다양하고 새로운 인적·물적·제도적 

자원

6. 학생의 인성 특성과 발달 수준에 대한 평가 및 결과 활용 

방법

7. 인성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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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학습 공동체의 활용 기

준은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반영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

사들이 학생의 인성 발달을 위해 협력적으로 학습할 때 고려해야 할 원

리와 내용을 제시한다. 학습 공동체 활용 기준 중 ‘경험 공유, 반성적 

대화, 협력적 탐구’의 내용은 총 일곱 가지의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반영하여 각각 연결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는데, 이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육 철학 및 신념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자신이 지식, 학생, 교

육 형태에 갖는 인식을 공유하고, 자신이 갖는 교육 철학 및 신념이 인

성교육의 관점에서 타당성과 적절성을 갖는지 반성적으로 논의하며, 이

를 토대로 인성교육자로서 교사의 역할 및 책임 영역이 어떻게 확대되어

야 하는지를 협력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도덕적 품성과 관련하여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교실 

상황에서 직면한 다양한 도덕 사태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그를 통해 발견하게 된 인성교육자로서 자신의 품성이 도덕적

이었는가에 대해 반성적 대화를 나누며, 이를 토대로 도덕적 품성을 함

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적으로 탐구할 수 있

어야 한다. 

  셋째, 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과 관련하여 수업이나 범교과 

교육 과정, 생활 지도 등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과정에서 활용한 내용과 

방법 등을 공유하고, 그에 담긴 가치, 태도 등의 적절성을 반성적으로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인성교육 실천 과정에서 발견되는 인성교육에 부

적절한 요인을 확인하여 반성하고,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이론 및 실제에 대한 협력적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하여 학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성교육의 어려움 혹은 보람을 느낀 경험을 공유하고, 인성교

육에 부적합한 ‘학생과의 관계 유형 및 의사소통 형태’ 등을 반성적으

로 논의하며,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관계 형성 및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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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기술을 협력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활용 능력과 관련하여, 인성교육을 위

해 자신이 활용한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적절

성과 타당성, 효율성 등을 반성적으로 논의하며,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는 협력적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과 관련하여, 학생의 도덕적·사

회적·정서적 발달과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

한 평가 도구 및 방법을 공유하고, 학생의 인성 발달 수준 및 인성의 특

수성에 대한 고려가 타당하였는지 반성적으로 살펴본 후, 학생의 인성 

특성을 파악하고, 발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협력적으

로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성 능력과 관련하여, 담당 

교과 수업 및 학급 운영 과정에서 활용하는 규칙 및 의사 결정 방법 등

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포함된 비민주적 요소를 반성적

으로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인성 친화적인 교실 및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방법을 협력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 내용을 포함

한 교사 학습 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다양한 학년과 전공,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이 인성교육을 중심으

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이고 상호 대면적인 학습 모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더하여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 스스로 인

성교육 전문가가 되어 학생들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학

교를 인성교육 공동체로 조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공동체의 운영 원리 및 비전과 가

치는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상호 신뢰와 친밀감,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진솔하고 깊이 있는 협력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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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학습 공동체는 각각의 교사가 가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대해 반성적으로 대화하며, 협력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즉 각 교사가 인성교육 실천에 있어 자신의 시행착오 경험을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는 과정은 협력적 학습의 시작점이라 하겠다. 다양한 관

점과 경험이 공존하는 학습 공동체 내에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그를 

통해 얻은 배움을 공유하는 것은 인성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는 효과적인 조언이 될 수 있고, 조언을 제공하는 교사에게도 기존의 앎

을 공고화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반성적 대화’를 통해 

각자의 인성교육 실천에 담긴 교사의 교육 철학과 신념, 도덕적 품성, 

가치관과 태도 등에 대해 함께 반성하고 성찰함으로써, 지금까지 인지하

지 못했던 인성교육에 부적절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

인을 발견하고, 이를 최소화 및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협력

적 탐구’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을 개선하는 것

이 교사 학습 공동체의 최종 목표라 하겠다.

  따라서 교사의 인성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반성적으로 대화하며 협력적

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기준으로 교사의 인성

교육 실천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개선하기 위해 

교사 학습 공동체를 활용한다면, 현직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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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성교육을 포함

한다. 인성교육은 오랜 시간 학교 교육의 핵심 목표로 상정되어왔고, 시

대적·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최근 제

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반영

된 결과로서, 인성교육 실행의 핵심 기관인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학교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사들의 인

성교육 실천에 대한 책임과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의 질은 교사의 질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성공적인 학

교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능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자

명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교육계의 학

문적·정책적 접근들은 교사가 인성교육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만 강조할 뿐, 교사들이 인성교육을 원활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못

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인성교육이 무엇이며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연구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신장할 수 있도

록 돕는 교육적 지원이 무엇인가로 관심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을 위한 교사 교육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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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교사 전문성의 

개념과 토대를 검토함으로써 교사 전문성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성교육 전문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인성의 개념 및 구

성 요소, 인성교육의 개념 및 범위를 정리한 후, 이에 기초하여 인성교

육 전문성의 개념 및 성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개념을 ‘학습자의 인

성 발달을 위해 인성교육자로서 내면적 자질을 갖추고, 인성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실제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지식, 기술, 성향 등을 

고도로 내면화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이

러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은 기존에 논의되어 온 교사 전문성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교사의 전문성 중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강조하

였다.

  Ⅲ장에서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를 선정하고자 하

였다. 이 과정에서 첫째, ‘학교 인성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요구되는 

자질’을 고려하여, 교사의 내면적 자질로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철학

과 신념’, 인성교육자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선정하였다. 둘째, ‘인

성교육이 실행되는 학교 교육 과정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인

성교육 실천 측면으로‘인성교육 관련 지식 및 교수 능력’, ‘교육적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및 활용 능력’, 

‘인성 평가 및 결과 활용 능력’을 선정하였고, 인성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요소로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 풍토 조

성 능력’을 선정하였다. 셋째,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의 하위 요소를 추

출하기 위하여 교사 전문성의 토대인 ‘지식, 기술, 성향’을 고려하여 

총 일곱 가지의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구성하는 열두 개의 각 하위 요

소를 선정하였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Ⅳ장에서는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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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개선 방안 도출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교사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현행 교사 교육

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어떠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

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 양성 교육 기관으로는 A 교육 대학

교와 B 사범 대학교를, 교사 현직 교육 기관으로는 C 교육 연수원을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서 제시한 일곱 가지 교사의 인

성교육 전문성 요소가 분석의 준거가 되었다. 

  분석 결과,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행 교사 교육은 일부 요소

에 편중되어 해당 요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부 

요소는 교사 양성 교육과 현직 교육 과정 전체에 걸쳐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교사가 인성교육 전문성을 고르게 

신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교 인성

교육이 교사 교육에서 다루어진 일부 요소에 편중되어 실행되는 원인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을 지적하였다.

  교사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

한 교사의 인식과 교육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초·중·고 교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 결과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인성교

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사 양성 및 현

직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경험이 보이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함에 있어 주로 교육적 지원을 

활용하기보다는 교사 자신의 시행착오 경험과 동료 교사들의 조언에 의

존하고 있었는데, 이는 교사들에게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체계

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기보다는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줌으로써 교사 교육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중요

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인성교육 관련 교사 양성 교육에 대해서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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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상당히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으나, 인성교육 관련 교사 현

직 교육을 경험한 교사는 연수의 효과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사 양성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 전문

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교사 현직 

교육의 경우 교사들이 요구하는 연수 과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

거가 되었다. 한편 각 설문 항목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은 소속 학교급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

한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교사 양성 및 현직 교육 과정을 소속 학교급

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

한 교사 교육의 현황을 목표, 내용, 방법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

다. 각각에 대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교사 교육의 목표는 첫째,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목표가 불분명하여 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

한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하고 있고, 둘째,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

한 책임감과 효능감 등을 진작하기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양성 교육과정의 경우 교사 교육의 하위 영역들의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현직 교육과정의 경우 교사의 소속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교사 교육의 내용은 첫째, 특정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에 편중되

어 있어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충분하고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

었다. 둘째, 인성교육 실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과 실제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교사 교육의 방법은 첫째, 교사 교육 체제의 측면에서 양성 교육

의 경우 교양, 교직, 전공 등의 하위 영역을 충분히 활용하되, 특히 비교

과 교육 과정은 지속성과 체계성을 살려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내면적 

자질과 기본 소양을 양성함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었고,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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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경우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인성교육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수를 확

대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교사들이 교육 

실습 경험과 동료 교사들의 조언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있어, 실제 

교육 경험의 기회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교사들 간 경험

과 조언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Ⅴ장에서는 Ⅳ장에서의 비판적 논의의 결과에 입각하여 교사의 인성교

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이 총체적으로 개선·확대될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개선 방안을 목표, 

내용, 방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사 교육의 목표 개선과 관련하여,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이상

적 교사상을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이 지향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규범적 

기준이 되도록 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인성교육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인성교육에 대한 동기와 의지, 신념 등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위 목표 

아래 교사 교육 영역에 따라 하위 목표들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의 경우 교양 영역, 교직 영역, 전공 영역, 비교과 

영역을 활용하여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하위 목표를, 현직 교육 

과정의 경우 교사의 소속 학교급을 반영하여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

한 하위 목표를 제시하여 보완을 시도하였다.

  둘째, 교사 교육의 내용 개선과 관련하여, ‘계열성, 포괄성, 통합성, 

차별성’을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교사 교육 내용으

로 구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내용 선정의 원리와 함께 내용 제

시 형태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 양성 교육과 현직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교사 교육의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의 

보다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을 위해 반성적 실천을 촉진하는 집단적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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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력적 학습을 위한 교사 학습 공동체 운영을 제시하였다. 이를 효과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성교육 전문성 요소를 반영한 반성적 

실천의 체크리스트,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 공동체의 운영 

원리 및 활용 기준을 제공하였다. 이는 교사들의 인성교육 경험에 대한 

반성과 공유를 촉진하는데 유의미한 기준이 된다.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

태에 머물러 있다.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앞으로도 높아

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학교 인성교육의 실행 주체인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인성교

육 전문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교육 분야의 연구 성과를 망라

함으로써 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교육 전문성의 요소를 체계화하여 제

시하였다. 아울러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사 교육의 

현황을 다각도에서 파악하고, 이에 입각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

사 교육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다만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은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충분하게 신

장되기는 어렵다. 다양한 교육 정책,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원 평가, 

평가 위주의 교육 풍토, 교직의 의사 결정 구조, 교직 문화 등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인과 구조의 개선이 함께 이루

어질 때, 본고에서 논의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개선 

방안의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의 의

미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하고, 효과적인 학교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초 연구로 상당

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가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논의를 보

다 체계적이고 풍부하게 하는 초석이 되어, 이를 토대로 교사의 인성교

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사 교육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

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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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 경로 및 실태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의 경로 및 실태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제작된 것으

로,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5 -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각 문항 위에 제시된 안내문

을 읽고, 자신에 해당하는 문항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을 원치 않으시는 분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좋으며, 본 설문에 응답해

주시는 참여자께서는 본 조사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

인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박사과정 김 하 연

지도교수 정 창 우

Ⅰ. 일반 사항 

1. 귀하가 소속한 학교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3부터 응답)
② 중학교 (2부터 응답)
③ 고등학교 (2부터 응답)

2. 귀하의 현재 담당 교과는 무엇입니까?
① 국어      ② 사회(지리, 역사, 경제, 사회 문화 등 포함)       ③ 도덕·윤리  
④ 영어      ⑤ 수학       ⑥ 과학(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등 포함)  
⑦ 기술      ⑧ 가정       ⑨ 음악          ⑩ 미술          ⑪ 체육       
⑫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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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교직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간제 경력 포함)
① 5년 이하
② 6-10년 이하
③ 11-15년 이하
④ 16-20년 이하
⑤ 21년 이상

4.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본 연구에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 
공동체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령 수
업, 학급 운영, 교과 외 활동, 상담, 학생과의 관계 등과 같이 학생들을 지도 
대상으로 사회성, 도덕성, 정서 등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모
든 형태의 학교 교육을 포함합니다. 이에 ‘인성교육 전문성’이란, 이와 같은 인
성교육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량 및 능력을 의미합니다. 

Ⅱ.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의 경로 및 과정 

* 복수 응답 가능 외의 모든 질문엔 하나의 선택지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신의 인성교육 전문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5. 귀하는 교사로서 인성교육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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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교사 연수 프로그램
② 본인의 학생 지도 경험 축적
③ 양성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 및 경험
④ 연구물, 자료 활용 등을 통한 자기 연수
⑤ 유사한 경험이 있는 동료 교사들의 조언

 다음은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7. 귀하는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현재 교사가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8-1 응답) 
② 그렇지 않다 (8-1 응답)
③ 그렇다 (9부터 응답)
④ 매우 그렇다 (9부터 응답)

8-1. 인성교육 연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연수비 부담
② 연수 대상자 제한
③ 관련 연수의 개설 부족
④ 원하는 연수 프로그램 부족
⑤ 연수에 참여하기 어려운 근무 여건
⑥ 인성교육에 대한 본인의 관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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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참여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9. ~ 9-5)  다음은 현직 교사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사 현
직 교육(교사 연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9. 귀하는 인성교육과 관련한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0부터 응답)

9-1. 최근 5년간 귀하가 참여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의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회

9-2. 귀하가 참여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대학원 진학
② 교사 연구회 등의 참여
③ 민간, 교원 단체 등이 제공하는 자율 연수  
④ 자격 연수, 직무 연수 등의 기관 중심 연수
⑤ 연구 수업, 협의회, 장학 지도 등의 학교 중심 연수

9-3. 귀하가 참여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복
수 응답 가능)

① 인성교육의 배경 이론 
② 상담 및 생활 지도 방법
③ 학생 발달 이해와 관련한 이론
④ 학생과 교사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방법 
⑤ 학교 폭력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⑥ 교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⑦ 창·체 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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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귀하는 연수를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9-4-1 응답)
② 그렇지 않다 (9-4-1 응답)
③ 그렇다 (9-4-2부터 응답)
④ 매우 그렇다 (9-4-2부터 응답)

9-4-1.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연수 내용에 구체적인 방법이 없음 
② 수업 및 학생 지도에 활용도가 낮음
③ 수업 및 학생 지도 시 적용이 용이하지 않음
④ 수업 및 학생 지도 방법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
⑤ 기타 (                                      )

9-4-2.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
② 수업 및 학생 지도에 활용도가 높음
③ 수업 및 학생 지도 시 적용하기가 용이함
④ 연수 내용의 활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
⑤ 수업 및 학생 지도 방법 개선에 도움이 됨
⑥ 기타 (                         ) 

9-5. 귀하가 인성교육 관련한 연수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교육자로서의 자아실현을 위해
② 학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③ 인사 및 연수 평점을 획득하기 위해
④ 학교 실무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⑤ 새로운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⑥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교육적 필요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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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1-2)  다음은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사 양성 교육(직전 교육)에 대한 질문
입니다.

10. 귀하는 양성 교육이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0-1 응답)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0-1 응답)
③ 도움이 되었다 (10-2부터 응답)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10-2부터 응답)

10-1.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실습 기회가 부족해서 
② 전공 지식이 인성교육과 무관해서
③ 일반 교육학 지식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아서
④ 인성교육과 관련된 전공이지만,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아서
⑤ 인성교육과 관련된 전공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⑥ 교육 과정 전반이 인성교육을 목표로 연계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⑦ 기타 (                                                             )
 
10-2. 어떤 면에서 인성교육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교육 실습
② 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③ 일반 교육학의 내용 지식
④ 인성교육과 관련된 전공 지식 
⑤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⑥ 사범·교육 대학 교수의 인성을 통한 감화
⑦ 학과 혹은 학교의 전공 외 교육 프로그램
⑧ 기타 (                               )

11. 귀하는 양성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그렇다 (11-1 응답)
② 그렇지 않다 (11-1부터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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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인성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양성 교육 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교육 실습 경험의 확대
② 일반 교육학 수업의 확대 
③ 교육적 자원의 활용 방법
④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 방법 
⑤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
⑥ 기타 (                                       )

11-2.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모든 교사가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② 인성교육에 있어 교사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③ 근무 여건 등으로 인해 전문성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 
④ 학생 지도 경험을 통해서야 비소로 신장할 수 있기 때문
⑤ 기타 (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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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eacher's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Kim, Ha Yeo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ways to improve 

Teacher Education to enhance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as a key factor in Character Education of school. 

Character Education has been considered as an essential purpose 

and a core function of school education for decades. In 

particular, the moral and ethical problems of society have 

deepened recently which subsidize more power to opinion of 

insisting on strengthening Character Education. Strengthening the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 is strongly associated to 

strengthen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teacher, so for a 

successful school Character Education, efforts to ensure 

teacher's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must be preceded.

However, attention to teachers who are the leading 

practitioner of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 was rel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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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It is true that discussions on Character Education have 

only been emphasized without discussing methodically what 

expertise the teacher needs or how to provide educational 

support to develop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this study starts from 

examining theoretical basis and classifies the concepts of the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of the teacher, extracts and 

structures the elements of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eacher Education for the enhancement of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Teacher's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means ‘Ability to 

possess inner character for student’s character development as 

a character educator, ability to create suitable environment for 

Character Education, and to apply highly internalized knowledge, 

skill and disposition required for Character Education practice.' 

Teacher’s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is not only included 

in the discussions of Teacher Expertise, but also has a stature 

as the most essential and intact Teacher Expertise. 

The factors of teacher 's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ree criteria: "teacher as a leading 

practitioner, practicing for actual Character Education, and 

environment for Character Education"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internal qualities of teachers, 'education philosophy, beliefs, 

and moral personality', second, in terms of the practice of 

Character Education 'Knowledge and teaching ability related to 

Character Education, educati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skills, ability to handle resources, character evaluation and ability 



- 271 -

to apply results', third, in terms of creating climate 'Ability to 

generate Character-Friendly classroom and class climate' were 

selected as the seven factors of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and tried to systematize the teacher’s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by presenting 12 sub-categories composed 

of knowledge, skill and disposition. 

In addition, status of Teacher Education for enhancing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was diagnosed base on the 

factors of teacher 's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In this 

process, first, one institution was selected among universities of 

Education and colleges of Education as a Teacher-Training 

institution, and Education Training Center as a 

Continuing-Education institution, which is representative to 

analyze curriculum documents and lecture plans. Second, a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to find out 

if the teachers' perceptions about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and the experience of teachers' Continuing Education 

were significant when it comes to improving the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The current Teacher Education were critically discussed in 

terms of goals, contents and methods with analyzed results of 

the teachers' curriculum and the teacher's perception about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and experience of Teacher 

Education based on the Factors of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The critical evaluation of current Teacher Education which 

discussed on the basis of empirical evidence is significant in 

presenting the practical plans for improvement of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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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The following is a list of suggestions to discuss about 

current Teacher Education critically in terms of goals, contents, 

and methods for improvement. 

First, to improve Teacher Education goals, presenting an ideal 

model of teachers as a Character Education expert, building the 

identity as a Character Education expert, proposing a method of 

classifying and developing the goals of teachers' curriculum were 

suggested to improve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after 

considering teachers' low self-efficacy on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without integration and 

connection of courses, the level differences between school 

classes in self-awareness about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and Teacher Education experience.

Second, to improve Teacher Education contents, a method to 

improve contents of teachers' curriculum was presented so that 

the factor of teachers’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can be 

enhanced. For content selection principle, 'sequence, 

inclusiveness,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were suggested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content of current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is biased on only few partial factors of 

Character Education, and teachers’ preference for contents that 

are high degree in application and conjugation. 

Third, to improve Teacher Education methods, use of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was suggested in detail for 

collective reflection and cooperative learning that promote 

reflective practice in relation to factors of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It was the result of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incumbent teachers heavily rely on their experience and fellow 



- 273 -

teachers’ advice, and prefer education which directly benefit the 

practice of Character Education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practice and experience.

When the interest and the expectation of Character Education 

increase higher, the teacher 's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becomes inevitable requirement in advanced.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cepts and meanings of teacher 's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and intends systematic 

understanding in teacher’s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by 

selecting and structuring the Factors of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suggesting the 

practical plans to improve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of 

current Teacher Education based on empirically analyzed results 

of critical review, which are based on the current Teacher 

curriculum analysis according to Factors of Character Education 

Expertise, and the results of research on Teachers' Perceptions 

on Character Education Expertise, and Teacher Education 

experience.

The most significant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discuss the concepts and meanings of the teacher's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which has not been addressed in other 

previous studies, but also to include specific educational support 

for improvement of teacher’s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key words: character education, expertise of character education, 

teacher expertise, teacher education

student number: 2013-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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