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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정서학습의 

도덕교육적 함의 연구

이지은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의 

인지 중심 교육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다양한 청소년 문제는 올바른 정

서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에 이루

어지는 반응적 개입(reactive intervention) 대책보다 문제의 발생을 사전

에 예방하는 예방교육 및 보호요인이 강조되면서 보편적이고도 전반적인 

교육의 한 방법으로 사회정서학습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정서학습은 개인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

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조절하며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통해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CASEL에 

따르면 사회정서학습은 정서지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뇌 과학 영역에

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등장한 것이며 다섯 가지의 핵심역량 영역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서의 지식, 태도, 기술을 학습자들이 획득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해 나가

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와 같은 사회정서학습 및 사회 정서적 역량(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이 우리나라 도덕교육에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생태학적 접근에 주목하여 학교 및 학급의 풍토 조

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교과지식과 사회정서학습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단원이나 주제를 가르칠 때 도덕성 및 사회 정서적 기술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덕과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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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하며 수업시간을 통해 올바른 정서 형성

을 위한 감정코칭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넷째, 일상생활에서의 자연

스러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

정에서 효과적으로 습득될 수 있는 도덕적 가치 및 정서, 도덕적인 관점

에서의 자기 관리 기술 등을 계발시킬 수 있도록 협력적, 참여적 학습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국내외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회정서학습의 도덕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서학습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덕과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도덕과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정서학습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학

업 수행을 향상시키며, 책임감 있고 배려적인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사회정서학습과 교과학습의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덕과와의 연계는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유능성과 도덕성 발달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고 특별

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하여 학급 및 학교 공동체의 

풍토를 도덕적이고 지지적이며 배려적으로 만드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서학습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인성교육의 보

완책으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

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이

는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하여 보완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정서학습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바르게 인식하고 스스

로 관리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방법과 관

계 유지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 삶의 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정서학습은 다양한 메타연구 결과 등을 통해 학생

들의 학업성취 능력의 향상, 교과지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의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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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다른 학생들과 협업하여 학습하는 능력의 향상, 학교생활에 보다 참

여적인 태도 고양, 학습 방해 행위의 감소 등의 교육적인 효과를 보여준

다. 

  그러므로 적절한 교과와의 연계 및 학교 및 학급 공동체의 풍토 조성

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사회 정서적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면 우리나라

의 학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리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정서학습은 현재 매우 심각한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인성교육의 보완책으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사회정서학습, 사회 정서적 역량, CASEL, 정서지능, 인성교육, 

도덕교육

학번 : 2012-2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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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학업성취라는 결과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키우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교육의 결과로 학업성취 능력이 향상된 학생

들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행복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학생들

이 각종 평가에서 받은 좋은 결과가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적인 행복과 타

인과의 조화로운 삶을 보장하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문제 및 학교폭력 문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학업성취에만 매달릴 경우 학생들이 개인적, 사

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매우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학업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 지적으로는 우수한 평가를 받더라

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 정서를 올바르게 조절하고 표현하

며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간 인지 혹은 지력 중심의 교육만 강조함으로 인한 폐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인지 혹은 지력 위주의 교육 못지않게 조화롭고 도덕적인 

삶을 위해 정서교육이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서는 나의 상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정서를 

제대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타인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특히 문화마다 지니는 정

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 사회 안에서의 정서적 기술은 사회적인 관계 

형성 및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서적 부담이 많은 문제나 환경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하

다. 이러한 사회 정서적 능력은 자동적으로 발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며,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정서교육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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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 및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학교교육

이 다른 사람과 조화롭고 책임 있게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 즉 

사회 정서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에는 소홀했다는 반성을 통해 사회 정

서적 유능성 혹은 역량(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의 중요성이 대

두되었다. 

  사회 정서적 역량에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바르게 인식하고, 스스로 

관리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포함된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능력들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는 교육 활동이 바로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이다.1) 사회정서학습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

하고 조절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긍정적인 대인관계

를 형성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생산적으로 어떤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그리고 기술들을 획득하

는 과정”을 의미한다.2) 달리 말해서, 사회정서학습은 자신과 타인을 어

떻게 대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가를 포함한 

‘삶의 기술(skills)’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3) 

  이러한 사회 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은 1990년대 이래 집중적으

로 논의된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비록 정서지

능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학계의 논쟁과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

도, 그간 인지 능력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정서적 능력이 인성 발달의 

1) 사회정서학습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 정서적 유능성 혹은 역량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을 증진시키고자 등장한 것이다. 사회정서학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학생들의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삶의 미래를 위해 사회정서역량을 반드시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창우(2013), pp. 283-284 참조

2) Elias, M. J., S. Parker, M. Kash, R. Weissberg & M. U. O'Brie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view 

toward convergence” in L. Nucci & D. Narvaez(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New York: Routledge, 2008), p. 259.

3) 자기 자신을 대함에 있어서 사회정서학습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도록 돕고 자신의 정서를 조

절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타인을 대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사회정서학습은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공감을 계발해 나가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

지해 나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사회정서학습은 생산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상황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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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라는 시각은 학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폭넓은 동의를 얻어가

고 있다. 사회 정서적 능력이 계발된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인간관계면에서 조화롭고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는 풍부한 경험 연구 결과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도덕교육에 많은 시사점

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질 것

이다. 

  오늘날 학교에서 사회정서학습을 강조하는 주된 이유는 학습에 어려움

을 겪는 학생이 긍정적인 정서와 친사회적인 기술의 결핍을 보이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들이 정서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정하며, 친

사회적 목표와 문제해결전략을 찾고, 발달학적으로 적절한 과제들을 효

과적으로 다루는 체계적인 원리들을 제공하고 있다. 즉 사회정서학습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부적절한 사회 정서적 기술에 있는 것으로 보고, 

건강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 정서적 기술을 제

안하며, 학교가 이러한 기술의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에서 사회 정서적 기술을 교육하는 일은 그가 자라온 환경과의 상호작용

을 통한 문제를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때 학생들이 보다 사회 정서적으로 유능해지는가? 

즉, 사회 정서적 유능성을 구성하는 기술은 무엇인가?

  사회정서학습은 골먼(Goleman)의 정서지능 이론에 기초하며 정서적 기

술과 사회적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정서에 대한 논쟁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정서학습의 사회 정서적 기술목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

째, 정서가 합리적일 수 있으며 적절한 정서의 부족은 사회 정서적 유능

성의 부족 및 비합리적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둘째, 정서

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서의 조절이 요구된다는 관점이다. 셋

째, 정서가 능동적이면서 동시에 수동적일 수도 있다는 관점이다. 즉 정

서의 수동성을 인정하면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넷째, 정보전달의 기능적 측면에서 정서는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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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정서 관련 기술들이 합리적인 문제해결이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사회정서학습은 정서의 인식과 조절을 

강조하며 사회 정서적 유능성의 하위기술들을 길러 건강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학교가 이러한 기술의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이론에 기초하여 사회 정서적 능력의 하위기

술로서 정서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제안하는 ‘사회정서학습’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와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학습자를 개인적,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을 사회정서학습을 지지하는 상당한 경험적인 

연구 성과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문제행동 혹은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

키고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과 도덕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는 사회정서학습의 개념과 등장 배

경, 이론 체계 등을 제시하고, 사회정서학습이 도덕성 향상을 지향하는 

도덕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도덕과 교육의 개선을 위해 사회정서학

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회

정서학습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학업 수행을 향상시키며, 

책임감 있고 배려적인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사회정서학습을 교과학습과 연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다양한 교과목들 중에서 특히 도덕과와의 연계는 학생들의 사

회 정서적 유능성과 도덕성 발달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도덕과의 경우,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영

혼을 갖고,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민주 사회에서 보다 

책임 있는 도덕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사회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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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즉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바

탕으로 그 장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을 돕

는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오늘날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

고 있는 사회정서학습의 장점을 분석한 후,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밝히고

자 한다. 

  또한 앞서 밝힌 사회정서학습의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회정

서학습이 가지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알아볼 것이다. 즉,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하여 도덕과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개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도 고찰하려고 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좀 더 나아가 도덕과와의 연계에 대해 심층적

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하는 방

안으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교실 및 학교 공동체의 풍토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서학습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성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인성교육의 보완책으로서의 사회정서학습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

이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사회정서학습의 이론 체계 및 도덕교육적 적

용 방안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인지 중심적 교육에서 탈피하

여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능력을 고양하는 교육의 방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덕과 교육에 있어 좁게는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을, 넓게

는 학습자의 사회 정서적 역량 함양에 있어서의 교수-학습 방법 및 생태

학적 접근과 관련한 유의미한 고찰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의 우리나라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실천적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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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의 이론 체계 및 특징에 대해 고찰한 후, 

이를 도덕과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정서학습이 우리 도

덕과 교육에 제공할 수 있는 함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정

서학습은 개인의 정서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조절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타인

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밝

히기 위해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를 통한 내용 분석 방법(content 

analysis)을 기반으로 사회정서학습과 관련한 연구 논문 그리고 각종 연

구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와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정서

학습이 기반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통합적 사회정서학습

의 이론적인 토대와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지금까지의 인지 중심 접근의 특징 및 한계, 정서와 

이성의 관계에 관한 논쟁, 최근 정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게 된 학

문적 배경 등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교육의 주된 흐름이었

던 반응적 개입(reactive intervention) 대책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예방

교육으로서의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정서학습이 기반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을 고찰할 것이

다. 우선 정서지능과 뇌 과학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회정서학습의 이론

적 배경을 설명할 것이다. 정서지능을 처음 제시한 샐로비와 메이어의 

연구(Salovey & Mayer, 1990), 정서지능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대표적으

4) Elias, M. J., P. Gager, & S. Leon, “Spreading a warm blanket of prevention over all 

children: Guidelines for selecting substance abuse and related prevention curricular”,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65(1997), 정창우,『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서울: 울

력, 2013),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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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여한 골먼의 연구(Goleman, 1995), 정서지능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

로 탁월한 연구를 한 바온의 연구(Bar-on, 2000)를 검토하여 사회정서학

습의 이론적 기반인 정서지능 관련 연구의 흐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정서 반응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신피질이 손상된 사람의 경우를 연구하

여 정서의 과잉 뿐 아니라 정서의 부족 역시 문제해결 시 중요한 변수임

을 밝힌 다마시오(Damasio)의 연구 및 정서에 대한 최신 해부학적 연구

를 기초로 한 베차라, 다마시오, 바온의 연구(Bechara, Damasio, & 

Bar-on, 2007)를 기반으로 하여 관찰된 사건과 감정적 반응과 개인 경험 

간을 조정하는 핵심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외상과 상처가 어떻게 

감정적 통합시스템을 통해 일상의 판단을 훼손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

를 통해 정서지능의 연구에 대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적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정서학습의 방법과 기술에 큰 영향을 미친 사회학습이론과 

인지행동기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

찰하여 행동을 습득하는 모델링(modeling)을 설명하고, 인간의 행동학습

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측면에 관심을 가진 반두라(Bandura)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은 학교 구성원들과 동료집단의 모

델링을 통한 기술 습득을 중시하며 또한 학습의 장인 교실과 학교의 생

태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인지행동기

법은 인지, 정서, 행동의 부적응 형태를 학습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적응

된 형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며 사회적 정보처리 관점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제공하였다. 스파이박과 슈어의 

연구(Spivak & Shure, 1974)를 통해 사회 인지적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

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정서학습과 인지행동의 수렴점에 대해서 

논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고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사회정서학습의 이론 체계 및 특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

의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정서학습의 개념 및 구성 요소, 그리고 이론 

체계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을 구축하고 정교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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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지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확산시킨 미국의 ‘학업 및 사회정

서학습 협회(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CASEL)’가 내린 정의 및 다섯 가지 핵심역량 및 하위 기술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사회정서학습을 위해 CASEL이 제시하는 핵심역

량별 학교급별 계열성을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정

서학습 프로그램의 특징 및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활용될 

것이다.

  끝으로, 사회정서학습을 넓게는 도덕교육, 좁게는 도덕과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정서학습을 

지지하는 상당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그 효과성이 기대되

고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할 

것이다. 또한 사회정서학습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학교 및 학급의 도덕

적 풍토 조성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려의 학급 공동체

(Caring School Community)’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학교 풍토 조성에 관

해 논의할 것이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공동체의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

다. 그런 다음,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다양한 기존 프로그램들을 바탕

으로 우리나라의 실정과 여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특히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 문

제의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차원에서 그 

개발 방향을 논의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실천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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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인지 중심 교육이 초래하게 된 한계를 돌아

보고 정서교육의 필요성을 짚어봄으로써 사회정서학습의 등장 배경에 대

해 고찰할 것이다. 또한 반응적 개입 대책의 문제점을 들어 예방교육으

로서의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정서학습이 기반하고 있는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서지능 및 뇌 발달 

연구와 사회학습이론 및 인지행동기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정서학습의 등장 배경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윤리학의 역사에서 보면, 정서는 이성에 비해 낮게 평가되

어 왔다. 정서는 순간적이고 변하기 쉬우며 무분별할 뿐만 아니라 불합

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서는 수동적이라 우리가 정서에 책임을 지기 

힘들며 이성적 도덕만큼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

라서 정서는 이성의 지혜로서 확고하게 통제되어야 하고, 이성은 정서가 

지닌 위험한 충동들을 안전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이와 비슷하게 근대 이후 서양의 인지적 도덕발달 이론에서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도덕적 정서나 행동보다 중요하다고 여

겨졌다. 즉, 이성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 자연스럽게 도덕적 행동으로 이

어진다는 전제 하에 이성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아

가는 과정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괴

리를 낳았다. 즉 도덕적인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능

력은 향상되었으나 정작 일상적인 행동은 이러한 이성적인 가치 판단과

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곧 이성은 계발되었지만 이에 따른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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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도 적절한 도덕적 감수성의 계발, 도덕적 열정 및 실행력의 고양, 

반복을 통한 도덕적 행동의 습관화를 도외시한 결과이다. 즉, 전반적인 

지식 교육에 치중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아는 만큼 실

천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거나 정신적인 의지가 약한 경우가 많다. 작

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모르

며, 감정 표현과 조절이 매우 미숙하여 순간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

이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점점 심각하게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나 반인륜적 범죄 행위의 급증, 인명 경시 풍조 및 

인간소외 현상 등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를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도덕적 실행력과 실천력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덕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올바른 인

성을 가진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도덕교육

의 실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도덕적 지식을 도덕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은 오랫동안 

학생들의 학업성취라는 결과적인 측면에 주로 관심을 쏟았으며, 보다 효

과적인 지적 능력을 계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왔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과 조화롭고 책임 있게 사는데 필요한 사회 정서적 능력

을 기르는 교육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히 해왔고 그 결과, 학교 안과 

밖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비도덕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상의 목표로 두었던 인지 중심 교육이 결

국은 이러한 적절하고도 올바른 정서교육의 부재를 가져온 것이다. 이는 

또한 적절한 정서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실례라고도 볼 수 있다. 정

서교육의 부재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와 이로 인한 정서적인 필요성을 따

져볼 때 앞으로 정서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며 이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제

로 하여 현재 정서교육의 부재로 인한 인지 중심 교육의 폐해 및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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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정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보

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서의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1) 인지 중심 교육의 한계와 정서교육의 필요성 

  역사적으로 정서와 이성 간의 대립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으

며, 정서는 이성과 달리 열등하며 억눌러야 하는 위험스러운 충동으로 

여겨졌다. 이는 이후 유태교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서구 사상에서는 강한 반정서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즉 이성이 우세하

던 서구 역사 전반에 걸쳐 정서가 지나친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로 취급을 

받았으며, 인간의 정서적 특성을 적절하게 억누르기 위한 여러 가지 방

안이 시도되었다.5) 즉 정서는 이성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며, 

정서에 대한 연구는 이성에 대한 연구의 부산물로 간주되었다. 또한 정

서는 이성에 의해 통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었으며 이성과 정서의 관계

는 주종관계나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이성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정서를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정서에 대한 관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정서의 열등한 속성, 즉 보다 원시적이고, 

덜 지적이며, 통제하기 어렵고 위험하여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정서의 열등한 속성을 강조하는 점이다. 둘째, 이성과 정서는 상이

하고 상반되는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그러

나 양자 간에 구분을 시도했던 학자들조차도 정서와 이성을 전혀 상이한 

속성을 가진 개념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정서를 이성보다 하위의 개념으

로 간주하였다.6)

5) 정옥분·정순화·임정하,『정서발달과 정서지능』(서울: 학지사, 2007), pp. 24-25.

6) R. C. Solomon, “The Philosophy of emotions” in M. Lewis & J. M. 

Haviland-Jones(Eds.), Handbook of emotions, (2nd ed.)(New york: Guilford, 2004), pp. 

3-15, 정옥분·정순화·임정하,『정서발달과 정서지능』(서울: 학지사, 2007), pp. 24-25 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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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성 우위의 사고방식 및 이성과 정서의 주종관계적인 사고방

식은 현재의 교육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현재 학교교육의 

목표나 방향에 이러한 사고방식이 잠재적으로 반영되어 정서보다는 이성

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교육의 목표를 잡고 이성을 고양시키

는 교육에 집중해 온 것이다. 이는 곧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지적 능력 

계발에 치중하여 올바르고 적절한 정서교육을 소홀히 하는 데에까지 이

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학교교육의 폐해로 많은 

학생들이 학업성취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받으며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청소년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범죄를 저지르는 아동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출청소년도 급증하고 있다.7) 청소년 가출은 각종 

절도 범죄를 비롯해 성폭력 사건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청소년이 건강

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학생들의 정서에 관심을 가지고 정

서교육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시점이 된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성과 정서간의 공통성을 전제하지 않는 대립 

구도는 플라톤 이래 상당수의 서구 사상을 지배했고, 오랫동안 당연시 

되었다.8) 하지만 적절한 정서를 지니지 못해서 사회에 부적응하거나 비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사례들이 이론적으로 검토되면서 정서와 이성의 

상호보완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나 우울함은 그 자신의 상황

이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신호로서, 그러한 정서를 갖게 된 원인을 살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정서의 이러한 신호를 무시한다면 생존

이나 적응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서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 다윈주

의가 일반적으로 수용되면서 정서의 기능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9)

  실제적으로 90년대부터 서양의 학계는 물론 한국의 학계에서 정서에 

용.

7)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10~19세 아이들은 2004년 1만 9958명에서 2008년 3

만 222명으로 이미 3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도 2007년 1만 

2240명에서 2008년 1만 5337명으로 25.3% 늘었다. 부모의 이혼, 결손, 가정 폭력 등 가정적, 

사회적 위험에 이미 노출된 ‘위기 청소년’도 전체 초, 중, 고생의 13.7%인 9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손경원·이인재, 2009).

8) R. Lazarus, 정영목 역,『감정과 이성』(서울: 문예출판사, 1997), p. 281. 

9) D. Goleman, 한창호 역,『EQ 감성지능』(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6), pp. 38-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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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집중적 조명이 시작되면서 지난 십년간의 연구들은 정서의 중요성

과 개념 정의를 크게 바꾸었다. 이러한 결과 정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러한 견해를 둘러싸고 정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서, 정서지

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정서의 정의적, 동기적 특성뿐 아니라 인지적 

특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정서지능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근거들도 정서지능을 점차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뇌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적절한 정서가 없다면 합

리적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는 정서합리성의 보다 적극적인 주장이 대두

되었다. 다마시오(Damasio)에 따르면, 정서의 근원으로 알려진 전두엽 피

질이 손상당한 자신의 환자는 선택에 직면하여 각 대안에 대한 적절한 

정서를 느끼지 못하며, 대안의 가치를 계산할 수 없어 비합리적 선택을 

하였다. 마멜리(Mameli)는 즉각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신체표시를 

구성할 수 있지만 비 즉각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서가 합리적 판단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합리적 판단에서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학자마다의 차이가 있

다 해도, 이전과는 다르게 정서가 합리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는 점

에서 그간의 정서와 이성의 이분법적 구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10)        

  정서지능에 대한 뇌신경학적 증거뿐만 아니라 문화가 사람들의 정서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정서지능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였

다. 문화 안에서 어떤 정서가 표현되어야 하고 어떤 정서가 감추어져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규칙이 지켜져야 하는지는 문화마다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문화적 표현 규칙(display rule)은 사회의 중요한 도구이

다. 우리는 문화 안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자란 후에도 언제 그리고 어

10) 고대만,「도덕교육에서의 이성과 정서」,『초등도덕교육』, 24권(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07), p. 51, 손경원·이인재·지준호·한성구,「초등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 정서적 기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서인식 및 정서관리 기술함양 능력을 중심으로」,『동양고전연구』, 

제 38집(동양고전학회, 2010, 3), p. 33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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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서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언제 정서를 감추는 것이 좋은

지를 배운다.11)

  따라서 감정이 어떻게 언어로 표현되는가 하는 문제는 진화의 산물이

라기보다는 문화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20여 곳을 대상으

로 진행된 동양과 서양의 문명사회 비교 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감정이 

대다수 사회에서 동일한 표정으로 표현된다는 점 역시 입증되었다. 에크

먼(Ekman)은 진화적 유산이 우리의 감정 반응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

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즉 진화가 감정을 유발하는 보편적 주제를 결정

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보편적 주제는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다는 것이다.12)

  이러한 정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및 정서의 기능에 대한 시각의 변화

와 함께 정서와 이성의 관계도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성과 정서

의 대립적 구도 및 주종관계에서 한발 나아가 이성과 정서가 온전히 일

치하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반쯤 독립적이지만 서로 상호작용하여 

인간 삶의 적합성과 적응성을 높인다고 여겨지게 되었다.13) 즉,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이성 못지않은 적절한 정서도 필요

한 것이다.14) 이성과 정서는 조화를 이루며 서로 다른 앎의 방식을 엮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또한 이성과 정서는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나 서로 상호작용하며 두뇌의 반응을 이끌어낸다.

  지금까지 정서의 중요성은 이성만큼 인식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정

서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는 

지나치게 인지적 측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정서 자체가 뚜렷하

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11) J. W. Kalat & M. N. Shiota, 민경환·이옥경·김지현 역,『정서심리학』(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 p. 78.

12) P. Ekman, 이민아 역,『얼굴의 심리학』(서울: 바다출판사, 2006), p. 38.

13) D. Goleman, 한창호 역,『EQ 감성지능』(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6), pp. 41-42.

14) 예를 들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 위험성을 더욱 크

게 만든다. 이럴 때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성과 정서의 조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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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이성 못지않게 정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서지능의 중요성 역시 점차 강조되고 있다. 가드너(Gardner)는 학교에

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개인 내 지능이라

고 하였으며, 페인(Payne)은 학교에서 정서반응을 교육함으로써 정서와 

지능이 통합되고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정서반응에 관심을 보이는 시대

가 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

되고 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15)

  첫째, 정서가 인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정서는 이성

과 대립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정서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인지교육을 경

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정서와 인지능력 간의 관

련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의 영향으로 이러한 생각은 점차 변화하고 있

다.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은 인지적인 

능력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가

족 내의 문제나 기타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들의 낮은 학업성

취도에 비추어 볼 때, 정서적인 문제가 학습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서는 인지와 상반되는 속성이 아니라 인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것이 정

서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게 인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정서의 동기적 측면에서 정서의 중요성이 차츰 부각되었기 때문

이다. 동기는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

이며,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 능력

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반두라는 사회학습이론에서 

학습의 중요한 네 가지 과정 가운데 하나로 동기 요인을 포함시키고 있

다.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

대를 의미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도 바로 이러한 동기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동은 예상되

는 불안까지도 오히려 동기 부여의 기회로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학업

15) 정옥분·정순화·임정하,『정서발달과 정서지능』(서울: 학지사, 2007), pp. 387-3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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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다 높은 수행력을 보일 수 있다. 

  셋째, 정서교육은 또래문제의 중재 및 예방을 가능하게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서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래관계도 향상

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됨으로써, 정서교육은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정서 조절이 잘 되는 아동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며, 친

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고, 학업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

정적인 정서 표현이 빈번한 아동은 또래와도 잘 어울리며 사회적 위험성

에 덜 노출되는 반면 공격성이 빈번하게 표현되는 아동은 또래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 특히 타인의 정서에 대한 공감이나 감정이입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러한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

제로 이는 정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결과 아동에게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

르치기 위한 교육환경의 구조화나 교과과정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이 대중화되면서 정서지능은 학교생활이나 인생

에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데에 IQ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분명히 IQ로 볼 수 없는 

속성들을 모두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과장된 

결과이고, 실제로도 정서지능이 인생에서의 성공을 보다 잘 예측한다는 

사실에 대해 비판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지

능은 교육 현장에서 학업능력이나 또래관계를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는 업무능력을 판별하는 지수로서 실용적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17)

16) N. Eisenberg, R. A. Fabes & S. Losoya, “Emotional responding: Regulation, soci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in P. Salovey and D. J. Sluty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New York; Basic 

Books, 1997), pp. 129-163, 정옥분·정순하·임정하,『정서발달과 정서지능』(서울: 학지사, 

2007), p. 390 재인용.

17) 정옥분·정순화·임정하,『정서발달과 정서지능』(서울: 학지사, 2007), p.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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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정서지능의 기능적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교육자 및 연

구자들은 학생들에게 정서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학습의 패러다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생이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발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서적 능력의 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즉,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노력들은 아동의 학업 능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을 향상시

키고 비적응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환경으로 학교는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즉, 학교는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노력과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들

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통적인 학교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생이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학생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학교의 역할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

하는 데 있어 정서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반응적 개입 대책의 문제점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문제와 아동 및 청

소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물론 지금까지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사회적으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들이 이미 일찍부터 등장

하여 1995년 이래 국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들을 지원하였으

며, 초·중등학교의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교육부 및 시·도 지

정 시범학교들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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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청소

년의 각종 일탈 문제들이 프로그램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8) 또한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이론적, 내용적 구성

요소의 타당성에 문제를 보이고,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 체험위주로 운

영되는 파행을 보이자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

다.19) 

  즉, 국가적,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및 아동, 청소년 부적응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과가 미미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문

제를 겪는 학생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즉 청소년 문제를 위한 다

양한 대책들이 존재했으나 이러한 대책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책이 청소년 문제에 효

과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반증인 동시에, 이러한 대책 및 방안만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아동 및 청소년 

문제가 매우 다양한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사회적 변인들에 의해 복합

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제행동들 간의 상관이 높아 문제

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기에 나타난 문제

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문제가 시작되어 문제행동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는 그 행동을 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20)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무

엇이 좀 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인지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행동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행동을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이미 발

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만 그쳐서도 안 된다. 즉 이미 발생한 

18) 이인재·손경원·지준호·한성구,「초등학생의 사회·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통합 프로

그램의 효과 분석」,『도덕윤리과교육』, 제 31호(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0), p. 50.

19) 지준호,「초등학생의 자기 인식 및 자기 관리 능력 함양 방안 연구: 유학의 가치·덕목을 중심

으로」,『한국철학논집』, 제 25집(한국철학사연구회, 2009, 3), p. 46.  

20) 유성경·심혜원,「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교육심리연구』, 제 16권  

4호(한국교육심리학회, 2002),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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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응적 개입(reactive 

intervention) 대책으로서가 아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

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도록 미리 노력하는 예방적인 준비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는 더 나아가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문제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예방(prevention)교육의 실시 

및 위험요인(risk factors)에 노출될 경우 이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중요

한 자원으로서 기능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강조해야 할 필

요로 이어진다.21)

  예방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위험요인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행동 문제나 건강 문제

가 발생하기 전 이를 중재하여 문제를 줄이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예방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사회 정서적 역량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 중심 정서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방향

은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효요인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

는 위험요인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전쟁이나 지진과 같

은 단일한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지 혹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나 빈곤

과 같이 성장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유발되는 것인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차원이나 가족차원, 지역사회차원의 위험요인

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개인차원의 위험요인에는 타고난 신체적, 유전

적 결함이나 학업부진과 같은 요인이 포함되며, 가족차원의 위험요인에

는 부모의 정신 병리, 부부간의 건강, 가족해체, 엄격한 자녀양육방식 등

의 요인이 포함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차원의 위험요인에는 학교폭력이나 

전반적인 사회 환경 등의 요인이 포함된다.22)

  위험요인은 문제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위험요인

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높아진다. 게다가 

21) 신현숙,「학업수월성 지향 학교에서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제 8권 2호(한국 심리학회, 2011, 8), p. 176.

22) 정옥분·정순하·임정하,『정서발달과 정서지능』(서울: 학지사, 2007), p.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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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들은 요인들끼리 상호작용하므로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되면 위

험도의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즉 위험요인의 개수만

큼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 위험요인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

로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23)

  그러나 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위험요인을 

줄이려는 시도만으로 예방이 완벽하게 성공적인 것도 아니다. 게다가 성

장과정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즉,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는 없으며 위험요인이 문제행동의 단순한 요인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게

다가 더욱이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보호요인을 발휘하여 개인의 적

응능력을 높인 경우도 있다. 즉 보호요인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은 위

험요인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정적인 발달결과를 보여주는 것

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가진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에 노출될 경우에도 이를 극

복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며, 보호요인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적응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정서적 능력은 바로 중요한 보효요인이

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정서지능을 증진시키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4)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보호요인은 위험요인과 비교했을 때 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연관된 요인 및 주변 환경적 특성에 관한 요인, 

이 두 가지 유형의 보호요인은 집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여러 

23) The consortium on the school-based of social competence, “The school-based 

promotion of social competences: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 Processes, mechanism and intervention(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271-272, 손경원·이인재,「청소년 일탈행동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특징과 교육적 함의」,『윤리교육연구』, 제 19집(한국윤리교육학

회, 2009), p. 179 재인용.

24) 정옥분·정순하·임정하,『정서발달과 정서지능』(서울: 학지사, 2007), p.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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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개인 수준의 보호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 수준의 

보호요인에는 적합한 대인관계 기술과 쾌활한 기질, 뛰어난 문제해결능

력, 자기효능감, 긍정적인 자아개념,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 높은 성취

욕구등이 포함된다.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고, 아픈 경험을 

겪었지만 잘 회복하고,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능력을 잃지 않는 

적응유연성(resilience)도 보호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적응유연성이

란 위험한 환경에 대항해 개인을 보호하는 내적, 외적 요인을 말한다.   

이러한 보호요인들은 궁극적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개인의 발달에 기여할 핵심 요소들인 사회적 유능성에 기여한

다.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하여 사회정서학습은 우리가 처해 있는 교육문

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단독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기존의 교육 분야에서 

기울였던 노력을 보완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체제 안에 통합되어야 

하는 기본 전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아동이 가지고 있는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에 노출될 경우에도 

이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

다. 따라서 보호요인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적응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

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30여 년간

의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가졌

던 연구자들이 점차 부적응 행동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공중보건(public health) 모

형은 사회정서학습을 포함한 교육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

였으며 이는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예방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정서학습과 

조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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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80%

3단계

3차 예방, 지시적 예방

2단계

2차 예방, 표적적 예방

1단계

1차 예방, 보편적 예방

<그림 1> 3단계 예방 모형

 

  위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방과 치료에 대한 공중보건 모형

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그림으로 자주 묘사되며, 보통 ‘3

단계 예방 모형(three-tiered prevention model)’25)으로 부른다. 이 모형

에서 전체 삼각형은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학

생들은 중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삼각형의 아랫부분에 있다. 몇몇 

중대한 문제를 발전시킬 위험이 있는 학생들은 삼각형의 중간부분에 있

다. 이미 중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소수의 학생들은 삼각형의 윗

부분에 해당된다.26) 

  실제로, 삼각형의 아랫부분에는 전체 학생집단의 80%가 해당되며, 이

들은 학교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보편적 예방(universal 

prevention)이 실시되며 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에서 기울

이는 사회정서학습 노력의 대부분은 3단계 예방모형의 1단계에 해당된

다. 전형적인 학교 집단의 약 80%에 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대한 

사회 정서적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질 위험에 놓인 것처럼 보이지 

25) W. M. Kenneth & A. G. Barbara, 신현숙 역,『사회정서학습: 정신건강과 학업적 성공의 증

진』(서울: 교육과학사, 2011), p. 32.

26) 위의 책, pp. 4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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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예방 서비스는 어쨌든 모든 학생들을 포

함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적응유연성과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여러 예방 전략을 적용한다. 보편적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래밍에서는 학

생의 성공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에 주목한다.27) 정신건강 문제나 행동문제의 발생과 관련된 주요 위험요

인에는 인생초기의 지속적인 반사회적 행동,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 실

패, 학교에 대한 애착의 결핍이 포함된다. 학교 환경과 관련된 강력한 

보호요인에는 긍정적이며 정감 있는 학교 풍토, 긍정적 교사-학생 관계

의 발달, 효과적인 교과수업이 포함된다. 즉 보편적 위험요인의 감소 및 

보호요인의 증진 노력을 병행하는데, 이는 심각한 학업적, 사회적, 정서

적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삼각형의 중간 부분은 보통 15%의 학생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문제

가 발생할 위험에 놓여 있거나 문제의 징후를 보인다. 그래서 삼각형의 

중간 부분을 2차 수준(secondary level)이라고 하며, 전체 집단 중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적 예방(targeted prevention)이 실시된다. 이 단계의 

학생들은 사회 정서적 위험 수준이 상승되어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나 

기타 사회 정서적 문제의 초기 경고 신호를 보이기도 한다. 2단계의 예

방 전략들은 비슷한 위험요인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를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소집단을 이루어 다룰 수 있으며, 이는 정서행동 문제를 예

방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러한 전략은 1단계의 사회정서학습 개입 노력

을 넘어서지만, 3단계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 집중적이지는 않

다. 따라서 학급 전체의 학생들이 1단계 개입의 형태로 이미 제공받고 

있는 활동에 2단계 개입기법을 추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삼각형의 윗부분은 매우 적은 수의 학생들, 해당 학교의 대략 5%만을 

포함한다. 이러한 학생들은 가장 심각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

27) J. D. Hawkins, R. E. Catalano & J. Y. Miler,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2(1)(1992), pp. 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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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의 윗부분을 3차 수준(tertiary level)이라고 하며, 중대한 요구를 가

진 것으로 확인된 매우 적은 수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시적 예

방(indicated prevention)이 이루어진다. 삼각형과 그 구성요소들은 학생

집단을 위한 공중보건 모형을 잘 반영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삼각형의 윗부분에 있는 학생들 즉 중대한 학습

문제나 사회정서문제를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 및 대책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3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집단에서 가장 적은 비

율을 차지하지만, 이들은 심각한 요구를 가지고 있기에 교직원들로부터 

상당한 시간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방식이며 

이는 곧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의 방식 처방과도 같다. 이 단계에서

는 문제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악화를 예방하며, 현실적으로 가

능한 최고의 기능 수준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심각한 정신건강 문

제와 사회행동 문제를 발전시켜 온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강력하고도 

잘 조정된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 및 지원을 통해서 심각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고해야 한다. 사실,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학생

들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즉, 심각한 요구를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더 많이 노력하지만, 전체 학생들 중 소

수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예방에는 세심한 노력

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정신건강과 학업성취를 증

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정서학습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28)

  즉, 사회정서학습은 모든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

는 방식으로 일반학교의 학급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1차 수준의 학생

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필요로 하는 2차 수준 학생들에게 약간 더 집중

28) W. M. Kenneth & A. G. Barbara, 신현숙 역,『사회정서학습: 정신건강과 학업적 성공의 증

진』(서울: 교육과학사, 2011), pp. 36-43, 169-1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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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중대한 요구를 지니고 

있으며 매우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3차 수준 학생들에게 매우 집중적

인 방식으로 사회정서학습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전체적인 예

방 모형의 적용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시각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2차 수준 학생들이 

3차 수준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현재 학습문제나 사회적, 행동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효과적인 예방 활동의 전개, 지속적

인 모니터링, 교직원 훈련과 전문성 계발, 학교 전체 및 학급 전체를 대

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접근 등을 말한다. 1차 예방의 목적은 학생의 학

습과 건강을 증진시키며, 학습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가 발달할 위험에 

놓여 있는 학생의 수를 감소시키는 데에 있다. 그래서 사회정서학습은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에 놓여 있거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학생

들을 두루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예

방을 하는 보편적이면서도 강력한 조력 방식으로 간주되며 이는 앞으로

의 보편적인 예방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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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적 기초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 및 자기실현의 비밀에 대해 연구해 왔다. 즉 인

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삶의 행복 및 자기실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세기 동안 심리

학의 발전은 과학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최근 

심리학자들은 개인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의 열

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을 잘 알고 타인에게 민감한 사람들은 

때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혜와 미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정서적으로 메마르거나 정서가 부족한 사람들은 실패한 대인관계 

및 불화로 인해 자신의 삶이 성공적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정

서 및 정서지능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

휘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정서적 기술의 기반을 제시하

며, 정서적 기술의 훈련을 고양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사회정서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사회정서학습을 경험적

으로 지지하고 뒷받침하며, 사회 정서적 기술들은 다양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사회정서학습이 논의된 바에 의해 사회적 정

서적으로 유능하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핵심 기술들이 필요한지에 대

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사회인지이론, 정서발달

연구, 뇌 발달 연구가 심화되면서 정교화 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이러

한 이론들을 통해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적 기반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정서지능 및 뇌 발달 연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성과 정서는 역사적으로 상호간에 대립관계

이자 주종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성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줌

으로써 우리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반면, 정서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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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하여 잘못된 판단을 초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사상은 

이후 서구 문명에 깊이 뿌리내렸으며, 그 결과 서구사상에는 강한 반 정

서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8세기 말에 이르러 정서적 충동이 모든 행동을 동기화한다고 

믿었던 흄(Hume)과 동물에 대한 광범위한 생태학적 관찰 결과를 토대로 

정서의 기능적 가치를 강조한 다윈(Darwin)의 업적은 정서에 대한 인식

의 전환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정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적응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에게 환경이나 상

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판단이나 의사결정, 행동 등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즉 

정서는 인지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

기 시작했다. 이후 개인의 성격구조에서 원초아를 중시한 프로이드

(Freud)도 이와 유사하게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9) 

  이러한 움직임은 1960년대에 들어와 사회적으로 이성적 세력에 대항하

는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표현되었으며, 인본주의 심리학자들도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가장 우선

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직접적

으로 자신의 정서를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피아제(Piaget)가 인지발

달이론과 더불어 인지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지능의 본질 및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정서에 대한 연구는 

대중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1970년대 이전까지는 

감정과 이성, 정서와 지능은 각각 분리된 영역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지

성이 감성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오히려 감성이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30)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여러 학자들은 사고와 정서가 어떻게 상호작용

29) 정옥분·정순하·임정하,『정서발달과 정서지능』(서울: 학지사, 2007), p. 255.

30) 위의 책, pp. 4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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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여러 사회운동을 통해 지성의 엄격함으로부터 

벗어난 정서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다. 또한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기

존의 사회구조가 빠른 속도로 와해되고 공동체적인 미덕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은 EQ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급격한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사회문제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더욱 갈구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중

요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의 정서와 관련

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존에 우위를 차지하던 이성적인 

사고와 정서가 통합을 이루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 정서지능이라는 용어

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정서지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직접적으로 정서지능

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 의미에서 다소 차이는 있

지만,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우위를 차지하던 전통적인 학문지능 이외에 

인간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다는 다른 형태의 지능이나 능력이 존재한다

는 사실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학문지능에 정서를 접

목시킨 대표적인 학자는 가드너(Gardner)이다.

  가드너는 자신의 다중지능이론에서 삶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지

능은 존재하지 않으며 7가지 종류의 변인을 갖는 광범위한 지능이 존재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드너의 7가지 지능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개

인지능(personal intelligence)이 바로 정서지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드너는 이러한 7가지 구분도 임의적인 구분에 불과하며 인간

의 지능을 정확하게 몇 가지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이후에 

이를 20가지 정도로 확대하여 연구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정서적 재

능(emotional giftedness)과 같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많은 용어가 등장하

였으며, 이들 용어들은 종전에 갈등관계로 간주되던 이성과 정서를 통합

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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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가드너는 개인 내의(감정적인) 지능, 그리고 개인 외부의(사회적인) 

지능과 관계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지지하는 복합적인 지능에 대해 연

구하였다. 따라서 그 후 사회적 기능의 향상에 기초를 두고 인지, 정서

의 통합을 강조하고, 행동양식의 발달 그리고 전후 사정과 관련된 도전

과 과업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또한 가드너 이후로 지능, 정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관련을 맺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회 정서적 기술을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지지하는 근

거가 훨씬 많이 등장하면서 샐로비와 메이어(Salovey & Mayer)는 정서지

능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샐로비와 메이어는 정서지능을 

“사회적 지능의 한 하위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인식하

고, 차이를 변별하며,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정서 정보를 이용할 줄 아

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32) 

  그 후로 계속해서 정서지능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고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져 정서지능에 대한 엄격한 정의와 측정

을 위한 평가 방법을 제시되었다. 골먼(Goleman)은 정서지능을 대중적으

로 널리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는 일반 정서지능 이론가와 달

리 사회적 요소와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을 추가하여, 정서지능을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정의

하였다.33) 

  얼마 후 바온(Bar-on)은 정서지능에 대한 탁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

였다. 바온은 정서지능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 ① 정서와 느낌을 이해하

고 비 파괴적 방식으로 표현, ② 다른 사람의 감정과 관계에서 관련 정

보를 활용하기, ③ 정서의 통제와 조절, ④ 개인적 그리고 대인관계 상

황의 문제해결, ⑤ 자기 동기부여를 위한 긍정적 정서 도출을 제안했

다.34) 

31) 정옥분·정순화·임정하,『정서발달과 정서지능』(서울: 학지사, 2007), pp. 254-257.

32) P. Salovey &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 
Personality, Vol. 9(1990), pp. 185-211 참조. 

33) D. Goleman, 한창호 역,『EQ 감성지능』(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8), pp. 4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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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로비(Salovey)와 메이어(Mayer)의 정서지능 접근:

1. 정확히 자기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자신 주위의 맥락에서 

인지하고,

2. 가능하게 하는 생각 또는 할 수 없는 명백한 생각일지라도 과업의 수행에

서 정서를 사용하며,

3. 정서적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정서에 대한 반응에 어떻게 때에 따라 반응

이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4. 그들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정서를 처리한다

(‘사회적 능력’). 

⚫ 바온(Bar-On)의 다섯 가지 핵심 구성요소(1997):

1. 우리의 정서와 파괴적이지 않은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을 알아야 한

다.

2.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과 관계된 정보를 사용한다.

3. 정서를 통제하고 처리하면 그들은 우리에 대항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한

다.

4. 개인적 그리고 대인관계에 관련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고 변화

하기를 시도한다.

5.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데 영향을 미친

다.

⚫ 골먼(Goleman, 1998)과 CASEL(2005)의 사회정서학습은 5가지 무리로 되어 

있으며, 각각은 기술들의 모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1. 자기 인식

2. 사회적 인식

<표 1> 사회정서학습 및 정서지능 기술의 주된 개념적 해석

<표 1>은 사회정서학습의 창설자들이 사회정서학습의 핵심기술과 생각들

을 구성하는 태도를 정의한 개요이다.35)

34) R. Bar-on,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in R. Bar-on & J. D. A. Parker,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San Francisco: Josey-Bass, 2000), p. 371.



- 31 -

3. 자기 관리

4. 책임감 있는 결정하기

5. 관계 관리

⚫ CASEL의 사회정서학습/정서지능적 기술의 정교화;

1. 자기 인식

· 자신의 정서에 대해 알아차리고 이름붙이기

· 감정의 이유와 상황을 이해하기

·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알아차리고 이름붙이기

· 자신, 학교, 가족, 그리고 그 지원망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동원하고 그 힘

   을 알기

· 스스로의 필요함과 가치를 아는 것

· 스스로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 개인적인 능력을 믿기

· 영적인 감각을 가지기

2. 사회적 인식

· 다양성을 인정하기

· 타인에 대한 존경심 보여주기

·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듣기

· 타인에 대한 감정에 공감과 민감성을 높이기

· 타인의 인지, 관점, 감정을 이해하기

3. 자기 관리와 조직

· 불안, 화, 그리고 우울에 대해 말로 표현하고 대항하기

· 충동, 공격성, 자기 파괴적인, 반사회적 행동양식을 조절하기

· 개인적 그리고 대인관계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 가까운 일에 초점을 맞추기

· 단기 그리고 장기적 목표를 세우기

·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기

· 피드백에 비추어 수행을 변경하기

· 긍정적 동기를 동원하기

· 희망과 낙관을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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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적인 수행의 상태를 향해 일하기

4. 책임감 있는 결정하기

· 통찰력 있게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 사회적 결정하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연습하기

· 대인관계에 관련된 문제해결 방식에 구조적으로 응답하기

· 자기 평가와 반영에 참여하기

· 개인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스스로 수행하기

5. 관계 관리

· 관계에서 다양한 감정과 관점을 가지고 감정을 이끌어가기

· 사회 정서적 신호(단서)에 민감성을 보여주기

· 효과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기

·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기

· 사회적 상황에 타인과 함께 참여하기

· 관계를 세우기

· 협동적으로 일하기

· 자기주장, 통솔력, 설득을 연습하기

· 분쟁, 협상, 거절을 처리하기

· 도움을 제공하고 찾기

  사회정서학습은 전반적으로 정서지능 이론가들이 제공하는 정서기술들

을 공유하고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사회정서학습은 샐로비와 메

이어와는 달리, 사회적 인식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기술을 사회 정서적 

유능성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바온과 달리 온건한 자기주장

(assertiveness), 긍정적 특성, 자기실현, 독립과 같은 인성특징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 해도 사회정서학습은 정서지

능 이론과 마찬가지로 정서 관련 기술이나 능력이 인간 삶의 중요한 요

소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비록 정서가 때때로 이성을 압도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지만, 심사숙고 없이 상황에 적합한 반응을 유발한

35) M. J. Elias, S. Parker, M. Kash, R. Weissberg & M. U. O'Brie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view 

toward convergence” in L. Nucci & D. Narvaez(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New York: Routledge, 2008), pp. 251-2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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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 진화이론가들은 정서는 인간 생존의 적

응적 가치를 지니며, 본질적으로 유용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

다.36)  

  정서는 학생들이 학습에서 무엇에 영향을 받고,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배려하는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또한 이러한 정서적 기술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사회정서학습은 중

요하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능숙한 사회 정서적 기

술, 긍정적인 목적을 위한 교육적 접근, 배움의 공동체인 소속된 학급과 

학교의 안전, 존경심, 및 도전의식을 지지하는 분위기 등이 필요하다. 이

러한 환경과 그 과정들은 단순히 사회정서학습의 관점을 지속하여 기술

들을 학습시키는 것보다 공동체의 분위기 및 풍토를 사회정서학습으로서 

총괄하여 언급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은 학문적인 도전이 가능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하며 참여적

인 환경 안에서 개방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효과적인 사회정서학습 프

로그램들을 통해 성공적 대인관계와 관련된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핵심 

태도와 기술을 배운다.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과 상호작용을 위해 정서적 

장벽을 줄이는 것은 낮은 수행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학문적인 내용과 기

술을 깊이 배우는 데에 효과적이고,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잠

재력을 끌어올리고 그들의 학교 안팎의 삶에 사회 정서적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듯 그동안의 인지 위주의 사상 및 사고는 정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강조로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였으며 뚜렷하게 양분되어 

연구되어 온 것과는 다르게 이성과 정서 상호간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화로운 수렴점이 있다는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인간

의 두뇌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36) 손경원·이인재,「청소년 일탈행동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특징과 교육적 함의」,『윤리

교육연구』, 제 19권(한국윤리교육학회, 2009), pp.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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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정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성과 정서는 하나로 통합됨으

로써 발달의 보다 많은 측면을 설명해 줄 수 있다. 대뇌의 변연계가 감

성적 느낌을 만들어내지만 이는 이성을 관장하는 신피질과 연결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반응을 생성하게 된다. 또한 뇌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들을 

따로 분리하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지적 능력이나 학습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대뇌변연

계에서 전두엽에 이르는 회로에 심한 방해를 받게 되면 전두엽의 작동기

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지기능의 손상을 초래

하게 된다. 평균 이상의 IQ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에서 문제

를 보이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써 설명될 수 있다. 즉 IQ는 EQ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37) 

  그러므로 이성과 감성이 대립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종전의 관점은 정

서에 대한 이해나 인지에 대한 이해 모두에 한계가 있으며, 정서와 이성

은 서로 양분되기 보다는 통합됨으로써 인간발달에 대한 보다 풍부한 자

료를 제공해준다. 또한 뇌 연구를 통해 정서와 인지기능 간의 이와 같은 

상호작용 관계를 입증해줌으로써 정서지능이라는 용어는 발달에 대한 생

명력을 가지게 되었다.38)

  이와 관련하여 특정 종류의 뇌 손상은 의사결정에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가장 유명한 예는 전전두엽 피질의 손상이다. 

일찍이 전전두엽 피질 손상을 입은 유명한 사례는 게이지(Gage)로, 1848

년에 폭발에서 살아남았는데 그 때 쇠막대가 그의 머리를 관통했다. 

1990년대에 연구자들이 그의 두개골을 조사하여 그의 머리를 관통한 막

대기의 가능 경로를 재구성하였다. 게이지의 전전두엽 피질, 특히 안와 

전두피질이라고 알려진 영역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사고 후에 게이지

는 극적으로 변했다. 성실한 노동자였던 그는 더 이상 직업을 가지지 못

37) 정옥분·정순화·임정하,『정서발달과 정서지능』(서울: 학지사, 2007), pp. 257-259 참조.

38) 위의 책,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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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는 충동적이고 무례하거나 저속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

감이 없었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아돌프와 다마시오(Adolphs & Damasio)는 우리의 정서적 능력을 

가장 빠른 인간의 능력으로 보고, 관계성을 형성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정서적 정보의 통합을 막는 분리

된 전두엽 손상의 결과를 조사하여 연구의 의미를 높였다.39) 1990년대에 

연구자들은 전전두엽 손상을 입은 새로운 환자에 대한 광범위한 검사 결

과를 보고하였다. 엘리엇(Elliot)으로 알려진 이 환자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외과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전전두엽 손상을 입었다. 수술 후에 

그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세부적인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

각하고는 끝에는 아무렇게나 그리고 종종 위험한 결정을 내리곤 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도, 다른 사람이 제시한 계획을 따르지

도 못했다. 사소한 것을 위해 중요한 과제를 중단하거나 혹은 그만두어

야 할 때에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하곤 했다.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비정상은 정서적 반응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침착하고 느긋했다. 심지어 

유혈이 낭자한 살인 사건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사진을 볼 때도 그

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혐오감이나 고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40)

  즉 안와전두엽의 손상을 가진 이들은 손해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예

기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들의 선호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해

석에 따르면 환자 엘리엇은 다양한 결과 뒤에 그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

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의사결정은 부분적

으로는 결말의 결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서에 기반을 둘 

39) R. Adolphs & A. R. Damasio, “The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A 

neurobiological perspective” in J. P. Forgas(Ed.), The handbook of affect and social 
cognition(Mahwah, New Jersey: Erlbaum, 2001), pp. 27-49 참조.

40) A. R. Damasio, Decarte’s error: Emotion, reasoning, and the human brain(New york: 

Grosset/Putnam, 1994), pp. 35-37, 고대만,「도덕교육에서의 이성과 정서」,『초등도덕교

육』, 제 24권(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07), p. 4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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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엘리엇은 그의 미래 정서를, 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예상

하지 못하므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미래의 느낌을 상상하는 능력

이 없이는 모든 결과는 똑같은 것처럼 보인다.

  포가스와 위랜드(Forgas & Wyland)는 유해한 합리적인 판단으로써 정

서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정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사회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영향력

으로써 간주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41)

  또한 베차라, 다마시오, 바온(Bechara, Damasio, and Bar-On)은 최신 

해부학적 연구에 기반하여 중요한 설명적 메커니즘을 제공하였다. 즉 관

찰된 사건과 정서적 반응, 그리고 관계된 개인의 경험을 중재하는 역할

에 대해서 기술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정서적 반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대적 맥락에서 환경에 대한 순간적이고 반사된 표시의 

산물이지만, 그 상황에서 상당수의 변수는 매우 미묘한 차이가 있고, 개

인화된 것이다. 이들은 손상이나 상처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신경학적으

로 지방화되는 증상이 늘고 있으며 판단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것, 경험

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실패하는 것, 그리고 정서적 통합시스템

의 붕괴로 인해 일상생활 가운데 결정 상황에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42) 

  즉, 관찰된 사건과 감정적 반응 및 개인 경험 간을 조정하는 핵심 과

41) J. P. Forgas & C. L. Wyland, “Affective intelligence: Understanding the role of affect 

in everyday social behaivor” in J. Ciarrochi, J. P. Forgas, & J. D Mayer(Eds.), 

Emotionally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2nd Ed)(Philadelphia: Taylor & Francis, 2006),  

pp. 77-99, M. J. Elias, S. Parker, M. Kash, R. Weissberg & M. U. O'Brie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view toward convergence” in L. Nucci & D. Narvaez(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New York: Routledge, 2008), p. 258 재인용.

42) A. Bechara, A. R. Damasio, and R. Bar-On, “The anatomy of emotional and 

implications for educating people to be emotionally intelligent, Educating people to 
emotionally intelligent”(Prager: Westpon, 2007), M. J. Elias, S. Parker, M. Kash, R. 

Weissberg & M. U. O'Brie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view toward convergence” in L. 

Nucci & D. Narvaez(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New York: 

Routledge, 2008), p. 25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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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밝히고 외상과 상처가 어떻게 감정적 통합시스템을 통해 일상의 판

단을 훼손하는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학부모나 교육자들에게 학생의 감

정적 능력을 기를 것을 촉구하였고 정서적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조언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1. 신체적 감각(느낌, 기분)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인식 능력을 길

러라.

2. 기분(느낌)과 정서적 표식(emotional labels) 사이의 연결을 추적하라.

3. 정서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라.

4. 정서를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에 건설적으로 결합시켜라.

<표 2> 베차라, 다마시오, 바온의 교육적 조언

  이러한 조언들은 오랫동안 사회정서학습 접근의 표준이었으며 이는 도

덕, 인격교육의 수행에 있어서도 많이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

에 이러한 노력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고려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동체 심리학이나 사회 생태학과 같은 다

른 이론상의 관점들이 이것을 규정해야 한다.

  정서지능 연구는 정서적 기술과 역량을 학습하고 가르치기 위한 중요

한 맥락의 하나로 학교 상황의 잠재력을 인식하였다. 학교와 지역공동체

는 실생활을 위한 정서적 역량을 훈련하고 자신과 타인의 정서 인식, 공

감, 갈등해결과 같은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기술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서지능 연구는 교육자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정서학

습이 학교의 위임을 벗어난 곳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학교 안에서 진지하

게 고민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이해가 증가하는 풍조와 일치하여 왔

다.43)

  정서지능의 이점은 주로 정서적 논쟁점들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43) G. Matthews, 문용린·곽윤정·강민수 역,『정서지능 그 오해와 진실』(서울: 학지사, 2010), 

pp. 591-5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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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와 관리자들이 정서적 논쟁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동기부

여 한다는 것에 있다. 순전히 인지적이고 지능적이라고 여겨지던 심리학

적 과정이 사실은 인지와 정서 간, 보다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인지 

양식 간의 상승 작용에 의존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와 직장에서 정서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점차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정서지능 역

량을 길러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동안 다양

하고 유용한 기술들이 학습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정서에 이름을 붙이

고, 정서를 표현하며, 언어적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자신 및 타인의 기본 정서의 평가, 정서 조절, 갈등 관리, 타

인의 관점 채택,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기술, 삶

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계발, 자기주장 훈련, 효과적인 동료관계 훈련, 

건강 증진, 음주, 흡연 및 마약복용 금지, 폭력 감소, 긍정적인 자아존중

감 증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 정서지능은 주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기술의 이질적인 조합에 초점을 맞춘, 항상 실재적인 것은 아니

지만 잠재적으로 유용한 개입을 지지하도록 돕는 기능을 제공한다.44) 

    2) 사회학습이론과 인지행동기법 

  사회정서학습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정서학습의 기반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사회 정서적 능력을 어떻게 취득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사회 정서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들을 통해 사회정서학습의 생태학적, 발달적 개념화의 과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가장 기반이 되는 반두라(Bandura)의 

사회학습이론과 인지행동기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기초과정을 통

해 사람이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고 발달시

44) G. Matthews, 문용린·곽윤정·강민수 역,『정서지능 그 오해와 진실』(서울: 학지사, 2010), p.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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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나가는 것의 기초가 되는 이론에 대한 이해를 뒷받침할 것이다. 

     (1)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

 

  반두라(Bandura)는 학습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 의해서도 학습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들은 모델링

(modeling) 혹은 관찰학습으로 불리는데 어떤 모델이 수행하는 어떤 행

동을 관찰한 아동은 그와 유사한 방식에서 행동할 경향성이 아주 크

다.45) 즉 반두라는 인간의 행동학습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측면을 언

급했다.

  반두라는 특히 공격적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모델링은 공격적 

어린이가 특정 환경의 맥락에서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강화 받고, 어떻

게 공격 행동이 확산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틀이 되었다. 공격적 어린이

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사회적 행동 기술을 제공해야 할 뿐 아

니라 환경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폭력금

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동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친사회

적 기술 습득을 방해할 뿐 아니라 공격적 행동을 강화하게 한다.46) 사회

정서학습 프로그램은 사회학습이론을 따라 학교 구성원들과 동료집단의 

모델링을 통한 기술 습득을 중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실과 학교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관찰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사회 정서적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교실과 학교의 생태적 환경의 건전성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47)

  사회학습이론은 사회정서학습의 방법과 기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

45) 정창우,『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서울: 교육과학사, 2009), p. 84.

46) A. Bandura,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p. 57.

47) 손경원·이인재,「청소년 일탈행동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특징과 교육적 함의」,『윤리

교육연구』, 제 19권(한국윤리교육학회, 2009),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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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라는 특히 전통적인 행동주의적 학습이론이 어떻게 인간이 다른 개인

들의 행동을 보고 독창적이고, 연습되어 있지 않고, 강화되지 않은 행동

양식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찰했다. 그래서 사회학습이론은 모델

링과 관찰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내는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 

이어서, 이러한 것은 행동양식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두라는 행동양식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개념을 언급한다. 기존

의 행동 학습 이론이 주로 환경적인 실마리에서 시작되고 행동양식의 패

턴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는 어떻게 개인의 

공격적인 행동이 실제로 공격성을 이끌어 내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지지하는 증거를 찾았다.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아동의 공격적

인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새로운 긍정적 행동 양식을 가르

치고 발달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처한 환경의 특성을 지

속적으로 관찰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그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48)

  반두라는 공격적인 행동의 치유와 이해를 위해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하

며 이들 중 대부분이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격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 변화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이며 이는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예방적이고 치유적인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환경에서 

개인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교사 또는 부모 등과의 접촉을 통해 확대되어

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새로운 행동양식 패턴이 개인의 매일의 맥락

에 의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가능성으로 확대된다. 게다가, 사회학습이론

은 종종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그룹에서 공격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난

48) A. Bandura,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M. J. Elias, S. Parker, M. Kash, R. Weissberg & M. U. O'Brie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view toward convergence” in L. Nucci & D. Narvaez(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New York: Routledge, 2008), p. 25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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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반두라가 전체 그룹이 폭력예방 중재를 받는 것

은 공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힘을 줄이고, 심지어 개인적인 

행동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통찰력은 사

회적이고 정서적인 지능 및 행동양식을 지지하기 위한 교육적 맥락을 제

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정서

학습의 강조로 이어졌다.

  반두라는 모델링이 인간의 학습과 행동에서의 역할 못지않게 중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반두라는 관찰자가 모델의 행동을 주목

하여 동기를 일으키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새로운 것을 획득할 수 있

는 능력 및 친근함에 관심을 기울이며 어떻게 개인들이 관찰을 통해 친

사회적 행동 양식을 획득할 수 있는지의 과정을 입증했다. 사회정서학습

은 사회 정서적 기술이 교육적 환경 및 동료들에 의해 획득되고 강화되

는 것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이러한 기반 아래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연습하고 숙련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특정한 것에 초점을 맞

추도록 돕기 위한 구조화된 관찰을 제공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새로운 

기술 연습에 있어 그들이 사회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숙련된 행동이나 

관찰을 통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실과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친사회적인 행동

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며 반복, 강화를 통해 행동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학습이론은 궁극적으로 행동에 가

장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환경의 영향력을 인정하며 이는 즉 

생태적 환경의 영향력 및 역할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49)

  사회학습이론에서 볼 때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 결정요인은 연속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심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상호적이라는 용어는 사건

간의 상호적 작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개인적 결정요인과 환

49) M. J. Elias, S. Parker, M. Kash, R. Weissberg & M. U. O'Brie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view 

toward convergence” in L. Nucci & D. Narvaez(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New York: Routledge, 2008), p. 249.



- 42 -

경적 결정요인을 모두 통합하려는 이론은 일반적으로 행동이 이들 두 요

인의 통합적 영향의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으

로 행동의 결정요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반응을 여러 가지 상

황적 조건에서 측정한다. 이어서 어느 정도의 행동 변화가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며, 어느 정도가 상황의 조건에, 그리고 어느 정도가 양자의 복합적 

효과에 기인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한다. 이들 요인의 상대

적 중요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개인, 행동 및 선택된 상황의 유형에 따라 거의 모든 형태의 결

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50)

  내적인 개인적 요인과 행동 또한 환경과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즉 개인의 기대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 성과는 기

대를 변화시킨다. 행동은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 가운데 어느 것이 작용

되고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나아가 환경적 영향은 어떤 

행동 유형이 발달되고 활성화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쌍방향

적인 작용과정에서는 환경이 행동을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 또한 

영향을 미친다.51)

  사회학습이론은 인간 행동을 인지적, 행동적 및 환경적 결정요인의 계

속적인 상호작용 관계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호결정론의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지도의 한계뿐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기능 수행에 관한 이러한 관점

에 의하면, 인간은 환경적 힘에 의해 통제되는 무기력한 존재도 아니고, 

또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행위자도 아니다. 인간

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 결정인 것이다.

  요컨대, 사회정서학습은 사회학습이론을 따라 학교 구성원들과 동료집

단의 모델링을 통한 기술 습득을 중시하고 있다. 즉 학교 구성원과의 상

호작용 및 동료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모델링이 사회 정서적 기술 습

50) A. Bandura, 변창진 외 역,『사회적 학습이론』(경기: 한국학술정보, 2002), p. 229.

51) 위의 책,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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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환경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학교 및 학급의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 즉, 교사 및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이 학교 및 교실에서 바람직

한 행동을 관찰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사회 정서적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및 교실의 생태적 환경을 건전

하게 유지하는 것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인지행동기법

  

  인지행동기법은 인지, 정서, 행동의 부적응 형태를 학습된 것으로 간주

하고 적응적 형태로 교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사회적 정보처리 

관점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제공하였다.52) 사회정서

학습은 이를 수용하여 책임 있는 의사결정 영역의 하위기술들로 가르치고 

있다. 즉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문제와 관련된 감정을 표현하며,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며, 각 대안의 장·단기적 결과를 분석

하여 최종 선택을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을 실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

고, 직접 실행해 보고,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그 선택과 결과로부터 무엇

을 배웠는지에 대해 반성해 보는 것이다.

  스파이박과 슈어(Spivak & Shure)에 따르면, 문제해결 기술은 모든 학생

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즉 문제에 처해 있는 학생에게만 문제해결 기술

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만약 학교 및 가정에서 문제해결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갖는다

면 사고와 행동의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의 연습은 학생

들의 인지적 유능함이 발달시켜 정신 병리학적인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사회정보처리 이

52) N. R. Crick & K. A. Dodge, “A review and reformation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 in children’s socila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5(1994), pp. 74-101, 손경원·이인재,「청소년 일탈행동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특징

과 교육적 함의」,『윤리교육연구』, 19권,(한국윤리교육학회, 2009), p. 17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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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 및 

맥락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기술을 적용해 보고, 일반화할 수 있다.53) 

  오제만(Ojemann) 역시 1970년대에 유사한 결론에 이르렀다. 문제해결 

기술을 비롯한 이러한 다양한 필수적인 사회 인지적 기능을 만드는 프로

그램들은 발전되고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강력한 증거

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기초하여 시작되었으며 정신병의 형태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강을 강화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왔

다.54)

  사회정서학습 안의 많은 중재 접근은 교육학의 기초로서 인지행동치료

를 끌어왔다. 이 접근은 사회학습이론을 뒷받침한다. 인지행동치료의 핵

심 전제는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학습된 행동의 문제가 있는 패

턴들이므로 더욱 적응할 수 있는 패턴들을 학습하여 대체될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의 한 분야인 사회문제해결은 인지행동치료의 가장 중요

한 주요 흐름이 사회정서학습에 공헌했다는 것을 포착하였다. 첫째로, 

문제해결은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이며 사회정서학습 접근의 많은 부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즉 문제해결능력은 문제가 있는 상황을 구별하는 

과정, 그것과 관계된 감정을 설명하기, 문제를 단어들로 놓아보기, 목표

를 정의하기,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내기, 스스로 혹은 타인을 위해 길거

나 짧은 기간의 영향에 그들의 잠재적인 결과를 분석하기, 선택을 만들

기, 선택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재고하기, 필요한 행동을 수행

하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영하기,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학습할 수 있

는지 생각하기 등을 포함한다.55)

53) G. Spivak & M. B. Shure, Social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San Francisco: 

Jossey-Bass, 1974), M. J. Elias, S. Parker, M. Kash, R. Weissberg & M. U. O'Brie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view toward convergence” in L. Nucci & D. Narvaez(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New York: Routledge, 2008), p. 256 재인

용.

54) R. H. Ojeman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behavior”, Education, Vol. 

85(2)(1964), pp. 78-83 참조.

55) M. J. Elias, S. Parker, M. Kash, R. Weissberg & M. U. O'Brien, “Social and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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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에서 사회정서학습과 인지행동기법은 많은 수렴점을 갖는다. 

두 가지 모두 실제 삶에서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전에 가상적 

상황들을 미리 정서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통해 유익한 방향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돕는다.56) 즉 두 가지 모두 브레인스토밍의 과정, 목표설

정, 관찰/모델링, 그리고 새로운 행동의 실천/연습, 잠재적인 장애물들의 

예측과 그것들을 위한 계획 세우기, 경험들의 반영, 그리고 일반화하는 

것을 도와 유익한 문제해결을 돕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

들이 삶에서의 문제해결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술을 계발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이 접하게 될 가상 상황들을 미리 정서적

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긍정

적이고 건설적인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정서학습은 인지행동기법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접하는 다양한 맥

락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적용되어야 하고 반복된 숙달이 필요하다는 점

을 강조한다. 또한 중재의 관점에서 환경의 영향 및 상황의 특수성은 강

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회정서학습은 학교에 기

초한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전체의 분위기 및 학교 환경 그리고 학교 규

범 사이에서의 조화를 요구한다. 중재는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효과를 위

해 일시적, 단기적이 아닌, 지속적, 장기적으로 계속 수행해야 한다.

  즉, 학생들이 접하는 학교 및 학급의 환경뿐만 아니라 학교 규범의 중

요성 또한 사회정서학습은 시사하고 있다. 즉 환경의 영향 및 상황의 특

수성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능력의 발달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는 또한 이러한 학교 환경 안에서 오랜 시간동안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기술을 적용, 계발하고 반복된 숙달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적응력을 높

learning,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view 

toward convergence” in L. Nucci & D. Narvaez(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New York: Routledge, 2008), pp. 256-257 참조.

56) M. J. Elias, S. Parker, M. Kash, R. Weissberg & M. U. O'Brie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view 

toward convergence” in L. Nucci & D. Narvaez(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New York: Routledge, 2008),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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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정서적 능력의 계발은 학생들이 매일 

접하고 생활하는 학교 및 학급의 생활환경이 기반이 되어 반복적으로 사

회 정서적 기술을 숙달할 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 47 -

Ⅲ. 사회정서학습의 이론 체계와 특징

  1. 사회정서학습의 이론 체계

  

  사회정서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사회 정서적 역량(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

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 정서적 역량인데, 종종 이러한 것들은 가치중립

적인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 능력 내지 기술(skill)로써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

다. 

  사회 정서적 역량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감정을 관

리하며, 자기 주변의 환경 및 사람들과 조화롭게 생활해 나가는데 필수

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보다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사회 정서적 역량

은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어린 시절에 그 역량을 기르는 것

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러한 역량들을 학습을 통해 보다 증진시켜 나가는 데 목적을 둔 학

습이론이 바로 사회정서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 SEL)이다. 사회

정서학습이 목표로 하는 사회 정서적 역량이란 학습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삶의 요구에의 

적응 등과 같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

한 능력을 말하며 이는 곧 인간의 사회적, 정서적 측면을 이해하고 관리

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정서학습의 기본 개념을 통해 사회정서학습에 대해 구체적

으로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정서학습의 이론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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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정서학습의 개념 및 목표

  

  페이튼(Payton)과 그 동료들에 의하면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관점

을 이해하는 능력, 발달적 특성과 관련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윤

리적으로 잘 다루기 위해 다양한 개인 상호간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계적인 교실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실 수업을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삶에서도 일반화되도록 계속적인 강화를 제공한다. 그리고 학생들

이 보다 지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노

력하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 긍정적

인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57)

  오늘날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적 구축 및 정교화, 실천적 지침 개발 및 

프로그램의 확산 등은 1994년에 설립된 미국의 ‘학업 및 사회정서학습 

협회(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CASEL)’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

지만, CASEL에 따르면, 사회정서학습은 앞서 제시한 정서지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뇌 과학 영역에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등장한 것이

며, 다섯 가지 핵심역량 영역(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서의 지식, 태도, 기술을 학습자들이 획득하

고 효과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사회정서학습의 주된 내용은 학교 내외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57) J. W. Payton, D. M. Wardlaw, P. A. Graczyk, M. R. Bloodworth, M. C J. Tompsett & 

R. P. Weissber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framework for promoting mental 

health and reducing risk behavior in children and youth”.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70(5)(2000), pp. 179-185, 신현숙,「학업수월성 지향 학교에서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과 지

속가능성에 대한 고찰」,『한국심리학회지』, 제 8권 2호(한국심리학회, 2011, 8), p. 178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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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이 직면하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CASEL은 교사들이 보다 양

질의 사회정서학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필수적인 기술, 태도, 가치에 관한 사회정

서학습 구조를 개발했다. 즉 사회정서학습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감정

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 타인과의 긍정적

인 관계 형성 능력으로써, 이러한 능력들은 몇몇의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사회정서학습은 인지, 정서, 행동의 통합을 목표로 하며 학생

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학교와 교실 안과 밖에서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정서적 기술을 배우고, 그러한 기술

은 좀 더 통합적인 능력으로 발달하게 된다.  

  사회정서학습의 최종 목표는 학생들이 인지, 정서, 행동을 통합하는 

법을 배우고, 학교 및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발달적으로 적합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

이다. 따라서 사회정서학습은 다음의 두 접근을 추구한다. 첫째, 발달적

으로 적합한 사회 정서적 기술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기술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사회정서학습은 주로 학생이 직면하는 다

양한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을 가르친다. 둘

째, 학생들이 서로 지원하며 보살피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립한다. 사

회 정서적 교육은 안정되고 지적이며 잘 관리된 학습 환경 속에서 제대

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의 학습을 교실 밖으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교실과 학교 전체 환경을 구조화하고, 사회정서학습

을 지원할 수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사회정서학

습은 긍정적 환경을 필요로 하지만 역으로 사회정서학습을 통해 사회, 

정서적으로 유능해진 학생들이 학교 환경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58)

58) 손경원·이인재,「청소년 일탈행동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특징과 교육적 함의」,『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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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서학습은 각각의 영역에서의 최선의 의견을 통합하여 학생들의 

교육과 정신건강을 위한 공동의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사회 정서적 

기술 훈련, 학생의 긍정적 발달 및 정신건강 증진, 폭력예방교육, 인성교

육 등의 영역을 통합하여 교육적 중재 프로그램을 기술하고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사회정서학습의 사회적(social) 측면은 또래, 교사, 가족 등 타인과

의 긍정적 관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며, 개인 간(interpersonal) 발달

을 반영한다. 사회정서학습의 정서적(emotional) 측면은 정서 또는 감정 

그리고 우리의 정서와 연결된 인지 또는 사고와 관련된 자기 인식

(self-awareness) 및 자기 지식(self-knowledge)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사회정서학습의 정서적 측면은 본질적으로 개인 내(interpersonal)

발달을 반영한다. 사회정서학습의 학습(learning)의 측면은 사회적 및 정

서적 영역에서의 성장과 적응이 수업, 연습, 피드백을 통해 가르치고 학

습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정서학습에 학습을 포함시킴으로써 

학교와 여타의 교육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개인 간 및 개인 내 

발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업 활동, 수업 지도안, 교육과

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59)

  골먼(Goleman)에 의해 정서지능이 대중화되면서 학생들의 사회, 정서, 

학업의 긍정적 발달을 돕기 위한 공동의 틀 개발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

었다. ‘사회정서학습’이란 용어는 1994년 Fetzer협회에서 주최한 학회

에 참여한 예방교육 연구자, 교육학자, 아동 변호사들에 의해 만들어졌

다. CASEL이 창설되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회 정서적인 문제에 관한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사회 정서

적 유능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적 중재 프로그램의 통합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정서학습의 정의를 내린 연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교육연구』, 제 19권(한국윤리교육학회, 2009), pp. 171-172. 

59) W. M. Kenneth & A. G. Barbara, 신현숙 역,『사회정서학습: 정신건강과 학업적 성공의 증

진』(서울: 교육과학사, 2011), pp. 29-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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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엘리어스(Elias)에 따르면 사회정서학습은 사회 정서적 능력

을 증진하여 정신 질환, 이상 행동 및 정서 장애, 문제행동의 예방과 건

강한 성인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한다. 사회정서학습이 목표로 하

는 사회 정서적 능력이란 “학습, 인간관계 형성, 일상을 성공적으로 이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사회 정서적 측면을 이해하며 관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60) 그린버그(Greenberg)는 사회정서학습을 자

신의 정서 인식과 관리, 타인에 대한 적절한 시각, 긍정적 목표 설정, 책

임 있는 의사결정, 개인 간 상황의 대처에 관한 기술을 갖추는 것으로 

정의하고, 발달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실수업과 실천을 통하여 매일의 

학습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1)

  또 다른 정의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을 정서를 인식하여 관리하고, 타인

에 관심을 가지며, 올바른 판단과 도덕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 긍정적 

관계 증진, 부정적 행동의 회피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

다.62) 사회정서학습의 사회적 입장은 또래, 교사,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

는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촉진하는 개인 간의 발달을 지향한다. 사회

정서학습의 정서적 양상은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 또는 감정과 정서와 연

결된 인지와 사고를 포함하는 자기 지식을 배양하는 개인내의 발달에 관

심을 둔다. CASEL에서는 폭넓은 정의를 제공하면서 사회정서학습을 정

서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기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는 기

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과 긍정적 인간관계 형성, 도전적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60) M. J. Elias, P. Gager, & S. Leon, “Spreading a warm blanket of prevention over all 

children: Guidelines for selecting substance abuse and related prevention curricular”,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65(1997), p. 2.

61) M. T. Greenberg & C. A. Kusche, “Promoting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Deaf Children”, The PATHS Project(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4) 참조. 

62) J. E. Zins, M. R. Bloodworth, R. P. Weissberg & H. J. Walberg, “The scientific base 

link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to school success”, in J. E. Zins, R. P. Weissberg, 

M. C. Wang. & H. J. Walberg(Eds.), Building academic success o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What does the research say?(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2004), pp. 3-22.



- 52 -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있어 왔다. 물론 그들 간의 개념 정의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

지만 실제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회정서학습에 공식적인 정의

가 없다 하더라도 학교나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하려

는 노력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정서학습

의 정의는 사회정서학습과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에 쉽게 접근하

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연구자마다 사

회정서학습의 정의와 사회 정서적 기술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

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사회정서학습을 일상생활에서 경험

하는 사회 정서적 상황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정

의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좌

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대

처하여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사회정서학습이

다.

  사회 정서적 성장과 적응은 수업, 실습, 피드백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

울 수 있으며 특별활동, 교과학습,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사회정서학습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들이 약간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의로 인해

서 사회정서학습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사회정

서학습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기술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회정서학습 구

성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이 적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무엇이 사회정서학습에 핵심적인 요소이고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회정서학습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의 범위가 

다양하다고 해서 사회정서학습의 개념화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사회정

서학습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분석했을 때 사회정서학습에서 포함하

고 있는 공통적인 개념과 기술이 나타난다.63) 이와 관련하여 사회정서학

63) 권영웅,「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사회 정서적 성과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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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구성 및 내용 체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사회정서학습의 구성 및 내용 체계

  CASEL에 따르면 사회정서학습이란 “학습자들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

하고 조절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긍정적인 대인관

계를 형성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생산적으로 어떤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그리고 기술들을 획득하

는 과정”을 의미한다.64) 즉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역량(유능성)을 증진

시키고, 안전한 학교풍토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피하고 학업

적 성공을 이루도록 돕는 학교차원의 통합적이고 조정된 과정을 의미한

다.

  그렇다면 사회정서학습에서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회 정서적 유능성은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는가? 사회 정서적 유능성의 요인은 학생들의 문제

행동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이미 앞서 언급했던 

학교기반의 예방·개입 프로그램들을 검토한 페이튼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페이튼(Payton)은 여러 예방·개입 프로그램의 목표였던 사회 정서

적 기술과 태도를 17가지로 요약하였으며, 다시 다음의 4개 영역으로 범

주화하였다. 첫째, 자기와 타인 인식(정서인식, 정서관리, 긍정적 자기지

각, 조망수용), 둘째, 긍정적 태도와 가치(개인적 책임감, 타인존중, 사회

적 책임감), 셋째, 책임 있는 의사결정(문제 확인, 사회규범 분석, 목표 

설정, 문제해결), 넷째,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적극적 경청, 표현적 의사

소통, 협동, 타협, 거절, 도움추구)이다.65)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 정서적 유능성은 ‘자기-타인’ 차원과 ‘인

논문(경상대학교 대학원, 2011), pp. 12-14.

64) CASLE website: HTTP://casel.org/ 참조.

65) J. W. Payton, D. M Wardlaw, P. A. Graczyk, M. R. Bloodworth, C. J. Tompsett, & R. 

P. Weissber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framework for promoting mental health 

and reducing risk behavior in children and youth,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70(5)(2000), pp. 179-1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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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관리’차원에 따라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네 가지 요인

을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 정서적 유능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인을 포함한다.  

  첫 번째 요인은 ‘자기 인식(self-awareness)’으로, 자신의 정서, 흥

미, 가치, 강점,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유지

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자신의 정서와 사고를 알고 이것이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자기 관리

(self-management)’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

하며, 스트레스와 충동을 관리하고, 개인적 및 학업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의 계획을 세우며 목표달성의 과정을 점검하는 능력을 뜻한다. 

세 번째 요인은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으로, 타인의 입장과 

정서를 알아차리고, 개인 및 집단 간 차이의 유사점을 이해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네 번째 요인은 ‘관계 관리

(relationship skills)’로, 타인들과 협력하고 타협하며, 부적절한 압력에 

저항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대인간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즉 다른 개인 및 집단과 더불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 능력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은 ‘책임 있는 의사

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으로, 자신의 건강과 적응에 유익한 

결정을 내리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적 행위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생산적이고 정중한 선택을 하는 기술을 의미

한다.66) 

  앞서 논의한 정서에 대한 논쟁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정서학습의 사회 

정서적 기술 목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67) 첫째, 정서가 합리적일 

수 있으며, 적절한 정서가 부족하면 비합리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66) 신현숙,「학업수월성 지향 학교에서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제 8권 2호(한국 심리학회, 2011), pp. 178-179. 

67) 손경원·이인재·지준호·한성구,「초등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 정서적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서인식 및 정서관리 기술함양 능력을 중심으로」,『동양고전연구』, 제 38집(동

양고전학회, 2010, 3), pp. 344-3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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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의 힘(강점)을 인식하고 자신, 학교,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결집시키기’, ‘자기효능감 갖기’는 일종의 기술임과 동시에 

성향과 태도일 수 있다. 긍정적인 정서 및 태도는 기질적 성향의 부족을 

긍정적 관점의 사고 기술 훈련을 통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술

이나 능력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름 

붙이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서의 이유와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와 같은 정서인식 기술들은 명확히 정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등을 통해 정서의 인지적 인식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적절한 정서의 조절이 중요하다. ‘불안, 분노, 우울을 말로 표

현하고 이런 감정들에 대처하기’, ‘충동, 공격성, 자기 파괴적이고 반

사회적인 행동 통제하기’, ‘개인적 또는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조절

하기’의 기술들이 자기 관리 부분에 속해 있으며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여 부정적 정

서를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는 것이다.

  셋째, 정서는 능동적이면서 동시에 수동적일 수 있다. 정서를 긍정적

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 구분하거나 나누지 않고 자신이 느낀 정서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이것은  

정서의 수동성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정서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는 점을 뜻한다. ‘불안, 분노, 우울을 말로 표현하고 이런 감정들에 대

처하기’, ‘충동, 공격성, 자기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통제하기’ 

‘희망과 낙관주의를 활성화시키기’, ‘내면의 힘(강점)을 인식하고 자

신, 학교, 가족,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결집시키기’ 등은 

정서의 수동성을 고려한 동시에 정서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서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서가 행동을 일으킨다는 

정서의 동기적인 면을 강조한다.

  넷째, 정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형성 및 관계 유

지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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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하위 기술

자기

인식

l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름 붙이기

l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서의 이유 및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l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름 붙이기

l 내면의 힘(강점)을 인식하고, 자신, 학교, 가족,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결집시키기

<표 3> 사회정서학습의 핵심역량과 하위 기술

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기술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술로는 ‘타인의 정서에 대해 공

감하고 민감성 증대하기’, ‘관계에 있어 정서를 조절하고 다양한 정서

와 견해를 조화시키기’, ‘주의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듣기’, ‘관계

에 있어 정서를 조절하고 다양한 정서와 견해를 조화시키기’, ‘타인의 

관점, 견해, 정서를 이해하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서 관련 기술 등이 합리적인 문제해결이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의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에서 모든 사건은 각 당사자의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된 당사자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서의 충동적 성격을 조절하지 않고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

이 될 수 없다. 사회정서학습은 실제 생활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정서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성된 사회정서학습의 목표가 되는 다섯 가지 

핵심역량과, 이를 구성하는 하위기술 및 태도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

다.68)

68) M. J. Elias, S. Parker, M. Kash, R. Weissberg & M. U. O'Brie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view 

toward convergence” in L. Nucci & D. Narvaez(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New York: Routledge, 2008), pp. 251-2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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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자신의 필요와 가치에 대해 알기

l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기

l 자기효능감 갖기

l 영성(삶의 의미 및 목적감) 갖기

자기

관리

l 불안, 분노, 우울을 말로 표현하고 이런 감정들에 대처하기

l 충동, 공격성, 자기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통제하기

l 개인적 또는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l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기

l 장·단기 목표 설정하기

l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기

l 피드백을 통해 행동 수정하기

l 긍정적 동기를 결집시키기

l 희망과 낙관주의를 활성화시키기

l 최선의 상태를 향해 나아가기

사회적

인식

l 다양성 존중하기

l 타인에 대한 존중 보여주기

l 주의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듣기

l 타인의 정서에 대해 공감하고 민감성 증대하기

l 타인의 관점, 견해, 정서를 이해하기

관계

관리

l 관계에 있어 정서를 조절하고 다양한 정서와 견해를 조화시키

기

l 사회-정서적 단서들에 대해 민감성 보이기

l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l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기

l 타인을 사회적 상황에 참여시키기

l 관계 형성하기

l 자기주장, 리더십, 설득 발휘하기

l 갈등, 협상, 거절 관리하기

l 도움을 제공하고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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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의사

결정

l 상황을 민감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l 사회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기술을 확인하기

l 대인 관계적 장애물에 대해 생산적이고 문제해결적 방식으로 

반응하기

l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기

l 개인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사회정서학습 분야의 연구자들은 사회정서학습을 위해 설정된 핵심역

량들과 하위기술들은 가르칠 수 있고 평가가 가능하며, 이런 기술을 지

닌 학생들이 학교와 인생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 이들은 보다 효과적인 사회정서학습을 위해 사회정서학습의 목표가 

되는 핵심역량별로 학교급별 계열성(sequence)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69)

  첫째, ‘자기 인식’ 차원에서 초등학생들은 슬픔, 화, 행복 등과 같은 

단순 감정들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한다. 중학생

들은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등학생들은 정서의 다양한 표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기 관리’ 차원에서 초등학생들은 목표와 실행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중학생들은 단기적인 개인적 목표나 학

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생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학교와 공동체의 유용한 자원을 활용하

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초등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상황적 단서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

다. 중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정서와 관점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생들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자신의 능

69) CASLE website: HTTP://casel.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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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관계 관리’ 차원에서 초등학생들은 친구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중학생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과 팀워크를 행동으로 혹은 실례를 들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생들은 동료, 선생님,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용하

는 의사소통 기술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책임 있는 의사결정’ 차원에서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루어지는 의사결정의 방식과 영향 범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중학

생들은 안전하지 않거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가담하라는 친구의 요구에 

맞서기 위한 전략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생들은 최근에 이

루어지는 자신의 의사결정이 향후 대입과 취업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CASEL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의 핵심 목표가 되는 역량들을 

학교급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정서학습을 학교교육

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반영하게 하며 학교급별, 위계별로 사회

정서학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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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외 대표적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분석

 

  현재 해외에서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 아니다.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프로그램

들은 그 수도 많고 다양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

회정서학습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지는 않으나 점차 사회정서

학습의 다양한 효과들과 장점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과교육 및 인성

교육에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국내외 대표적인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프로그램

을 살펴보고 그 효과 및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국외 프

로그램 중 해외에서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

적이고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대안적 사고전략 증진 프로그램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PATHS)과 우리나라에서 개

발된 초등학생의 사회 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통합 프로그램

에 대해서 살펴보고 프로그램의 효과 및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도

록 하겠다. 

    1) 해외 프로그램 분석

 

  먼저 해외 프로그램 중 가장 널리 알려졌으며 효과가 검증된 대안적 

사고전략 증진 프로그램(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PATH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의 예방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대안적 사고전략 증진 프로그램으로서 학

생의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 통제, 대인관계, 정서 인

식의 발달을 목표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동

의 정서 이해, 정서 표현, 정서 조절 능력 및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

제해결능력의 증진이며 유치원 아동부터 12학년까지 일반학생과 특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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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준비와 자기 

통제
감정 대인관계 문제해결

내용

·준비 기술

·기본적인 

자기 통제 

기술

·정서 상태

·자신과 타인의 정서 인식

·정서 변화의 이해

·타인에게 미치는 정서의 

영향

·정서와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

·긍정적 목표 결정

·여러 대안 발굴하기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

기

·계획 세우기

·대안에 따른 장애물 

이겨내기

<표 4> PATHS의 교육과정 내용 구성

생을 대상으로 한다. 

  PATHS 교육과정은 준비와 자기 통제, 감정과의 관계, 대인관계의 인

지적 문제해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준비와 자기 통제 단원에서는 

자기 통제와 문제 확인을 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려 한다. 어린이와 청소

년의 발달단계에 맞게 자기 통제를 상징하는 거북이 기법(Turtle 

Technique)을 사용한다. 자기 통제는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

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사회적 강화와 스티커나 도장과 같은 체계적인 

강화 시스템을 사용하며, 동시에 자기 통제에 대한 책임과 효능감을 갖

도록 언어적 칭찬과 자기귀인전략을 사용한다.70) 

  1년 동안 가르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은 35-40개인데, 학생들은 감정의 

확인, 이완을 위한 심호흡 기법, 조망수용에 대해 배운다. 또한 조직화 

기술과 공부기술, 주의집중의 유지, 목표 설정 같은 학업적 기술도 연습

한다. 한편 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다양한 장면과 상황에 걸쳐 일반화시

킬 수 있도록 부모가 가정에서 기술의 연습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정서 인식과 

정서재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유능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71)

70) 손경원·이인재,「청소년 일탈행동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특징과 교육적 함의」,『윤리

교육연구』, 제 19권(한국윤리교육학회, 2009), pp.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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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S 프로그램은 다음의 다섯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72) 첫째, 

정서가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가정하여 정서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강조한다. 대다수의 사회적 유능성 프로그램들이 정

서교육을 하지 않음을 비판하며 정서에 대한 이해와 조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즉 정서 단서의 인식, 표현 규칙의 이해, 정서 숨기기와 바꾸

기, 정서 경험의 동시성과 같은 정서의 메타 인지적 측면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둔다.

  둘째, 정서, 행동, 언어, 인지적 이해의 발달적 통합을 도모하는 

ABCD(Affective, Behavior, Cognitive, Dynamic) 혼합모델에 근거한다. 각 

이론들은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니기 때문에 PATHS 교육과정은 발달적 

사회인지이론, 인지발달이론, 인지사회학습이론, 정신분석, 발달심리학, 

애착이론들의 장점을 통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셋째, 발달단계 가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정서, 행동, 인지, 언어 간의 발달적 통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서의 언어적 이해와 표현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더 많은 정서 

언어의 이해를 계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대화, 

역할놀이, 스토리텔링, 교사와 동료의 모델링, 사회적 자기 강화, 인지적 

귀속훈련, 언어매개와 같은 다양한 수업 전략을 활용한다.

  넷째, 교실의 모든 활동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학습한 사회 정서적 기

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 전략을 활용한다. 교육의 효

과성을 위해 가르치는 내용요소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과정(process)을 중

시한다. 학습한 사회 정서적 기술들이 모든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휘되

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PATHS는 이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

은 일반화 전략을 사용한다. 첫째, 생태적 환경을 겨냥한 중재 전략을 

사용하여 교실생활 전반에서 기술을 반복하도록 유도하고, 둘째, 가정과 

71) W. M. Kenneth & A. G. Barbara, 신현숙 역,『사회정서학습: 정신건강과 학업적 성공의 증

진』(서울: 교육과학사, 2011), pp. 70-71 참조.

72) 손경원·이인재,「청소년 일탈행동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특징과 교육적 함의」,『윤리

교육연구』, 제 19권(한국윤리교육학회, 2009), pp.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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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모든 구성원에게 입문훈련을 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높여 

‘모든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귀인 형태와 내면의 

역동적 처리과정을 바꾸어서 강화 이외에도 자기 책임과 효능성을 높여 

(학습당시의) ‘시간’을 넘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중재 및 반복을 계획했다. 중재는 지속

성의 변수에 영향을 받으며 오래 지속한 프로그램이 단기간의 짧은 프로

그램보다 성공 확률이 더 높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일 년 시행할 때보다 

이 년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보다 효과적이었다. 학습간의 간격이 너

무 길면 교실 환경을 조성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교수학습 스타일을 

개선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PATHS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4-5번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다시 한 번 기술학습으로 반복할 기회를 마

련했다. 이전에 배운 기술학습을 재확인하여 기술이 일상생활에 자연스

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교육을 받는 아동들과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들 모

두에게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1년 동안 여러 학년에 걸쳐 실시되는 보

편적 프로그램으로서 일반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청각 장

애 아동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이 유용한 것으로 밝혀져 왔다. 또한 다수

의 민족 집단이 프로그램 평가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매우 다양한 학생

집단에게 효과적인 것이 증명되었다. 좀 더 구체적이며 긍정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적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고 갈등을 해

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문제해결 전략이 향상되었다. 또한 좌절 인내 능

력 역시 증진되었으며 반대로 슬픈 기분과 파괴적 행동은 오히려 감소하

였다. 또한 국립 증거기반 프로그램 등록청이 모범 프로그램으로 평가한 

프로그램이며 안전하고 약물 없는 학교국과 질병 통제 및 예방센터를 포

함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73) 

  즉, 이 프로그램은 유아원 시기부터 초등학교 시기 내내 학생들의 정

73) W. M. Kenneth & A. G. Barbara, 신현숙 역,『사회정서학습: 정신건강과 학업적 성공의 증

진』(서울: 교육과학사, 2011), pp. 70-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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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및 사회적 인식과 유능성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강력한 증

거 기반을 가지고 있다. 정서문해력에 초점을 맞추며, 학생들에게 자신

의 정서와 정서 조절 방법에 대해 가르친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다. 추가

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문화, 능력, 사회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 다양한 

아동들에게 유용하다.

  PATHS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경험연구 결과를 통해 교육 효과성을 

검증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있다. 그린버그는 초등학교 2, 3학년 286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정서 경험에 관한 어휘가 

증가하였으며, 정서의 조절과 표현에서 유의미한 발달을 보였다. 하인리

히와 브라운, 아버(Henrich, Brown, & Aber)는 7-11세 대상으로 프로그

램 효과 연구를 실시했는데, 정서 이해, 표현, 관리 능력에 유의미한 효

과를 보였다.74) 미국 교육부에서 PATHS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인정

하여 모델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2) 국내 프로그램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정서학습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아직 미흡하며 해

외 사례처럼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소수의 국내 연구자들이 다섯 가지 

사회 정서적 유능성(예, 자기 인식,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한국인의 태

도, 사고, 행동에 내재된 도덕적 가치와 유교덕목에 적합한지를 고찰하

고, 윤리 교과수업에서 감정표현, 자기 관리,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역

할연습과 집단토론을 지도하는 방법의 이론적 토대를 모색한 정도이

다.75) 여기에서는 국내 프로그램 중,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발한 초등학

생의 사회 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74) 곽윤정,「정서지능 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박사학위 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p. 31.

75) 신현숙,「학업수월성 지향 학교에서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제 8권 2호(한국 심리학회, 2011),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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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인성의 핵심을 사회 정서적 능력으

로 간주하고 인성함양을 위해 개발한 사회 정서적 기술 교육프로그램으

로, “초등학생들의 ‘바르고 선한 인성(character)’을 어떻게 하면 보

다 효과적으로 함양할 것인가”의 물음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

해 사회정서학습 이론에 근거한 통합적 접근에 근거를 두고, 사회 정서

적 능력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최근의 심각

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아동 및 청소년 문제들을 예방

하고, 나아가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요구되는 핵심적인 인성 및 

도덕성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사회

정서학습에 토대를 두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 인성교육 및 

도덕교육에서 이러한 사회 정서적 능력 혹은 도덕적 감정의 필요성에 대

해 강조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구

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바람

직한 인성 함양이란 도덕적 지식(앎)의 발달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도

덕적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 정서적 능력의 발달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성 부재를 걱정하면서 사회 정서적 능력 

함양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으나, 대부분 서구 중심적

이고 이론 일변도의 논의가 많아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이나 

문화적 맥락에 부합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는 있었지만 적실성 있는 

현장 적용의 경험이 뒷받침되지 못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에서 의문을 낳

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초등학생들의 심각한 인성 부재 현상을 사회 정서적 능력 함양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인성교육의 통합적 원리를 활용하여 통합

적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 후 이를 수정·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

그램을 확립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76)    

76)  최복희,「초등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의 통합적 방안 연구」, 한국



- 66 -

  이 프로그램은 정서의 기능론적 관점에서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상태를 전달하고 타인으로부터 정서정보를 얻

어 적절하게 대응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가르치는데 초

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사회 정서학습을 한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틀로서 사용할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사

회가 서구화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생활양식, 그 중에서도 유학적 사유와 행위를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즉 

우리 문화의 맥락 속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내적 성찰이 동반된 도

덕적 실천 행위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77) 첫째, 유교 문화적 전통에 

기초한 사회정서학습을 바탕으로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정서기술 교육프

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즉, 인성의 핵심을 한국 문화에 적합한 사회 정서

적 유능성으로 정의하고, 관련된 사회 정서 기술을 선정하였으며 기술을 

교육함에 있어 전통적 유교교육에서 사용하는 교육방법 및 관련된 이야

기를 활용하였다.

  둘째, 정서적 기술 및 능력들을 먼저 가르침으로써 사회관계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선결조건을 강조하였다. 즉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

성하고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자신 및 타인의 정서 인식과 조절

이 요구된다는 전제 하에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하였다.

  셋째, 초등학생의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였다. 

초등학교의 시기는 발달단계상 정서, 행동, 인지 언어 간의 발달적 통합

이 증가되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교육을 받는 학생이라면 상황에 맞는 정

서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가늠하고 통

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양한 정서 언어의 이해를 위해 개별적으로 

연구재단 동향연구보고서(서울교육대학교, 2010), 참조.

77) M. T. Greenberg & C. A. Kusche, “Promoting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Deaf Children”, The PATHS Project(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4), pp. 77-78, 손경원·이인재·지준호·한성구,「초등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 

정서적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정서인식 및 정서관리 기술함양 능력을 중심으로」,『동

양고전연구』, 제 38집(동양고전학회, 2010, 3), pp. 35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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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다루고 있다.

  넷째, 학습한 기술을 교실은 물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 연습할 것

을 권장한다.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과정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업시간에 학습한 기술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대부

분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가정과 학

교, 지역사회의 연계를 시도하여 기술의 학습이 동료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차원의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술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였다. 사회 정서적 기술에 대한 인지적 이해 및 기술을 활용하는 

맥락과 상황을 느끼고 행동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의 방식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

은 사회정서학습의 내용 선정 방식에 따라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

인식, 관계조절 및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기술을 선정하였다.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는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각 영역은 다른 영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둘째, 영역 주제와 관련된 하위 기술이나 능력들을 선

정하여 내용의 구성을 상세화 하였으며, 셋째, 해당 영역에 관련된 동양 

덕목을 선정하고, 교수내용 및 방법에 이를 반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프로그

램에서는 나선형 계열화와 주제적 계열화를 사용하여 정서를 조직하였

다. 나선형 계열화는 정서를 기본정서 → 중급정서 → 고급정서 순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주제적 계열화는 주제를 중심으로 인접 정서나 반대의 

정서들끼리 묶어 조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열화를 사용하여 정서를 구

분한 것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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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구성요소 활동 목표 및 내용

1 자

기

 

인

식

기본감정 이

해

⚫ 기본정서 이해하고 이름과 표현 능력 익히기

- 행복/슬픔, 좋은/흥미진진한/지친, 두려운/안전

한/놀란, 좋다하다/사랑하다/싫어하다/미워하다

2
분노와 분노

의 강도 이해

⚫ 분노의 표정 및 신체 단서를 지각

⚫ 감정의 강도 및 개인차를 이해하기

⚫ 감정과 행동을 구분하기

<표 6> 사회 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구분 종류

기본정서
행복한, 슬픈, 좋은, 지친, 두려운, 안전한, 예상하다, 놀라다, 좋

아하다, 싫어하다, 사랑하다, 미워하다

중급정서

혐오스러운, 기뻐하는, 실망한, 희망하는, 자랑스러운, 부끄러운, 

좌절한, 죄책감

궁금한, 지루한, 혼란스러운, 걱정스러운, 확신하는, 긴장된, 침착

한, 부끄러운(수줍은), 외로운, 당황한, 창피한

고급정서
우연과 고의, 질투하는, 만족스러운, 욕심 많은, 이기적인, 관대

한, 악한, 친절한, 거부된, 수용된, 소외된, 용서하는, 상심한

<표 5> 정서의 구분

이러한 정서에 대한 구분을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미 앞서 말한 사회정서학습이론의 사회 정서적 능력이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5대 영역별로 관련되는 핵심 활동으로 구성하였

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78)

78) 이인재·손경원·지준호·한성구,「초등학생의 사회·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통합 프로

그램의 효과 분석」,『도덕윤리과교육』, 제 31호(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0), pp.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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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급감정 이

해 1

⚫ 중급정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 혐오스러운, 기쁜, 좌절한, 실망스러운/희망하는

/자랑스러운/부끄러운, 죄책감

4
중급감정 이

해 2

⚫ 중급정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 궁금한/지루한, 혼란스러운/걱정하는/확신하는, 

긴장된/불안한/차분한/침착한, 수줍은/외로운/당

황한/창피한

5
고급정서 이

해 

⚫ 고급정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 의도(우연히, 고의로), 질투하는/만족스러운, 욕

심 많은/이기적인/관대한, 악한/친절한, 소속감/

수용된/거부된/소외된, 용서하는

6
감정이해 정

리

⚫ 다양한 감정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통해 감정

을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7

자신의 감정 

단서 발견하

기

⚫ 감정단서를 발견하여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

하기

- 감정단서의 7가지

- 감정단서를 활용하여 감정 추론하기

8 자아 효능감

⚫ 나와 타인의 관심, 능력, 장점, 단점을 깨닫고 

긍정적 피드백 주고받기

- 나의 소중한 물건 및 자기소개, 자아존중감

- 친구의 장점 찾고 표현하기 

9

자

기

 

관

리

감정 조절 및 

관리

⚫ 감정 조절 및 조절 전략 알기

- 거북방법 및 시기

- 감정 조절의 다양한 전략 공유

10
감정 숨기기

와 바꾸기
⚫ 감정 숨기기와 바꾸기의 필요성과 방법 알기

11 분노 통제

⚫ 모든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감정과 달리 행

동은 허용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이 있

음을 구분하기

- 신호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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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을 때 해도 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12
스트레스 인

식과 조절

⚫ 스트레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스트

레스를 대처하는 전략 익히기

- 스트레스란? 스트레스 구분하기

- 스트레스 대처 전략 익히기

13

사

회

적

 

인

식

타인의 감정

인식과 사회 

정서적 단서

에 민감하기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감정 단서를 발견하고 바르게 감정 정보를 판

단하기

⚫ 감정단서들 간의 불일치를 식별하고 스스로 

평가하기

14 공감
⚫ 같은 상황에서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감하기

15
타인의 감정 

인식 및 표현

⚫ 자신의 감정을 알맞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기

- I 메시지 연습하기

- 적극적 청취하기

16

대

인

관

계

 

기

술

관계 맺기(친

구 사귀기)

⚫ 친구의 의미를 알고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술

을 사용하여 친구 사귀기

-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 친구 사귀는 방법 및 갈등 시 대처 전략

17

주장성(거절, 

도움요청, 표

현하기)

⚫ 온건하게 거절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 수동적/온건하게/공격적으로 말해보기

- 타블로 기법 활용하기

18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의

사소통하기

19 협상

⚫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여 협상하기

- 갈등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 협상의 단계와 협상 준비하기

- 협상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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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책

임

있

는

 

의

사

결

정

문제 및 감정 

인식

⚫ 문제해결의 필요성 및 단계의 간략한 개관

- 문제 확인 및 감정 확인하기

21 목표설정하기

⚫ 미래를 생각하고 긍정적 장기 목표와 단기 목

표를 세우기

- 장기와 단기 목표 구분하기

- 긍정적 목표 세우기

22
해결책 도출 

및 결과 고려
⚫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 고민하기

23

결과를 고려

하고 최선을 

선택하고 시

도해 보기

⚫ 결과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평가해 보고 구체

적인 계획을 세우기

- 각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고려해 보기

-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24

시도해 보고 

결과를 평가

하고 다시 시

도하기

⚫ 계획을 시도하고 평가한 후, 장애물을 고려하

여 다시 시도하기

- 장애 상황을 알아보기

- 다시 시도하기

25
문제해결 연

습하기

⚫ 문제해결 기술 11단계를 연습하기

- 문제해결 계획서 작성하기

- 실제 적용 후 새로운 계획 세우기

이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일깨우는 것에서 시작하여 감정 조절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감정 

역시도 추론의 대상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속하여 가르치고, 최종적으

로 감정 이해를 정리할 수 있는 회기를 배치하였다. 이러한 감정교육에 

대한 순서는 감정에 대한 언어적 이해는 물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

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중요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실행 시 교육과정 및 가정과의 연계활동을 사전에 계획하여 배치

하였다. 능력에 대한 학습이기에 활동의 특수성과 일상생활과의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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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구성요소

실행

통합의 유형 상세한 내용

1

자

기

 

인

식

자아 효능

감
⚫ 가정과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자아 

효능감을 위해 가정에서 할 일 

안내문 발송

2
감정 조절 

및 관리
⚫ 교과 교육과정

4학년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

기, 정직한 삶

3 기본정서 ⚫ 교과 외 교육과정
매일 아침 시간에 감정별로 

10~20분 진행

4

분노와 분

노의 강도 

이해

⚫ 교과 교육과정 4학년 인터넷 예절

5

자

기

 

인

식

분노 통제
⚫ 교과 외 교육과정

⚫ 가정과의 연계

창의적 재량 시간

분노조절 전략에 관한 안내문 

발송 및 교육

6 중급정서 1
⚫ 교과 외 교육과정

⚫ 가정과의 연계

매일 아침 시간에 감정별로 

10~20분 진행, 가정에서의 감

정교육에 관한 안내문 발송

7 중급정서 2 ⚫ 교과 외 교육과정
매일 아침 시간에 감정별로 

10~20분 진행

8 고급정서 ⚫ 교과 외 교육과정
매일 아침 시간에 감정별로 

10~20분 진행

9
자
기
인

자신의 감

정단서 발

견하기

⚫ 교과 교육과정 4학년 공중도덕, 인터넷 예절

<표 7> 사회 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를 고려하여 가능한 교육과정과 통합되도록 하였다. 사회 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7>과 같다.79)

79) 이인재·손경원·지준호·한성구,「초등학생의 사회·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통합 프로

그램의 효과 분석」,『도덕윤리과교육』, 제 31호(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0),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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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

사
회
인
식

타인의 감

정단서 발

견하기

⚫ 교과 교육과정 4학년 공중도덕, 인터넷 예절

11

자
기
관
리

감정 숨기

기와 바꾸

기

⚫ 교과 교육과정 4학년 공중도덕, 인터넷 예절

12

자
기
인
식

감 정 이 해 

정리
⚫ 교과 외 교육과정 창의적 재량 시간

13

자
기
관
리

스 트 레 스 

인식과 조

절

⚫ 교과 교육과정
4학년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

기

14 사

회

인

식

공감 ⚫ 교과 교육과정 4학년 인터넷 예절

15

타인의 감

정 인식 표

현하기

⚫ 교과 교육과정 4학년 공중도덕, 인터넷 예절

16
관

계

기

술

관계 맺기

( 친 구 사 귀

기)

⚫ 교과 외 교육과정 창의적 재량시간

17 주장성 ⚫ 교과 교육과정
4학년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

는 삶, 약속 지키기

18 의사소통 ⚫ 교과 외 교육과정 창의적 재량 시간

19 협상 ⚫ 교과 외 교육과정 창의적 재량 시간

20
책

임

있

는

문제 및 감

정인식

⚫ 교과 외 교육과정

⚫ 가정과의 연계

창의적 재량 시간에 연속성을 

살려서 지도, 가정에 문제해결

전략에 관한 안내문 발송

21
목표 설정

하기
⚫ 교과 외 교육과정

창의적 재량 시간에 연속성을 

살려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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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

사

결

정

해결책 도

출과 결과 

고려

⚫ 교과 외 교육과정
창의적 재량 시간에 연속성을 

살려서 지도

23

결과를 선

택하고 실

행

⚫ 교과 외 교육과정
창의적 재량 시간에 연속성을 

살려서 지도

24

시도해 보

고 결과를 

평 가 하 고 

다시 시도

하기

⚫ 교과 외 교육과정
창의적 재량 시간에 연속성을 

살려서 지도

25
문 제 해 결 

연습하기
⚫ 교과 외 교육과정

창의적 재량 시간에 연속성을 

살려서 지도

이와 같이 초등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 정서적 기술 교육프로그

램은 정서의 인식과 표현을 중시하며 각 영역을 나누어 동양의 고전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정서교육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활

동의 장점으로는 첫째, 해외 사례를 단순히 활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동양의 사례 및 고전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상황에 맞게 활용하

려는 방법을 연구했다는 점에 있다. 둘째, 정서를 나선형 계열화하여 정

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여 사회 정서적 기술 교육을 다각도로 모색하였

다는 점에 있다. 셋째, 학교폭력 사태 및 현 사태에 알맞는 학생들의 정

서 전달 및 정서 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다. 또한 타인과 함께 살아

가는 공동체 생활에 맞는 공감 및 정서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타인의 입

장을 이해하고 나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윤리사상에 맞는 경구나 활동을 활용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했으며 장시간에 걸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덕교과 교육과정, 교과외 

교육과정, 가정 연계활동과 병행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80) 

80) 신현숙,「교과수업과 연계한 학급단위의 사회정서학습: 사회 정서적 유능성과 학교관련 성과

에 미치는 효과」,『한국학교심리학회지』, 제 10권 1호(한국심리학회, 2013, 4),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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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이 프로그램은 PATHS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개발하였다. 즉 이 연구

의 목적이 일차적으로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미 교육부가 추천하는 사회정서학습 모델 프로그램인 

PATHS를 근간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PATHS 프로그램은 사회인지이론과 

정서지능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

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과, 20년에 걸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프

로그램 내용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과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

을 충족시키고 있다. 

  둘째, 해외의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 및 학교 실제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 특히 동·

서양의 통합과 관련하여 PATHS의 각 해당요소와 관련된 동양의 교육방

식이나 관련 내용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PATHS의 내용을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생활의 실제 및 정서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즉 그러나 단

순히 이 프로그램을 번안하는 것이 아닌, 한국 초등학생의 문화와 학교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 동양의 사회 정서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첨

가하였다. 또한 직접 초등학교에 적용한 후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 보

완하였다. 그러나 가치중립적인 사회 정서적 기술에 비해 동양은 가치 지

향적이며, 사회인지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 정서적 기술에 비해 동양

의 정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정서에 관한 이론적 담론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연구한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는 서양의 기술 

교육을 한국적으로 토착화하려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81)

  셋째,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서, 교과 및 교과 외(가정, 학교, 지역

사회)활동과의 통합을 모색하였다. 즉, 사회 정서적 기술을 관련된 교과시

간에 학습할 뿐 아니라 교과 외 시간에서도 실행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교과교육과정과의 통합은 물론, 

81)  최복희,「초등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의 통합적 방안 연구」, 한국

연구재단 동향연구보고서(서울교육대학교, 2010),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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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외 교육과정 시간을 활용하여 전개했다. 초등학생의 건전한 인성 함

양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도덕과 교육과정과의 통합이 가장 

용이하고 적절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사들은 교과시간은 물

론 아침 자습시간이나 창의적 재량 시간을 활용하였다. 즉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위해 사회 정서적 능력의 토착화를 위한 동서양의 통합, 교과

는 물론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통합에 비중을 두어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특징 및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기술하는 몇 가

지 단점을 개선한다면 더욱 더 의미 있는 연구 및 프로그램이 되리라 생

각한다. 첫째, 사회 정서적 기술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선정 및 조직에서 

다섯 가지의 사회정서학습의 역량을 재구성하여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

다. 이러한 세 가지의 역량을 우리나라의 실정과 특성에 맞추어 재구성하

여 동양 덕목과의 상관성이 좀 더 구체적이고 연계되어 있었다면 프로그

램의 논리 및 체계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둘째, 정서의 나선형 계열화와 주제적 계열화를 사용하여 조직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일 수도 있으나 이는 역시 이 프로그램의 단점일 수 있다. 상

호작용이나 인지적 평가의 요소가 커질수록 중급, 고급의 정서로 구분하

였고, 인접 정서나 반대 정서로 묶어 조직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리적인 

기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서를 언급하는 데에 있어 특별히 폭력적 행동과 관련된 분노조

절과 관련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데에 있어 정서 숨기기와 바꾸기를 언급

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교육은 꼭 필수적이나 

정서 숨기기와 정서 바꾸기를 통해 정서를 조절하는 것은 좀 더 심층적

인 정서에 대한 이해가 전제 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특히 동양적 관점에서의 정서에 대한 생각과 사상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접근을 통해 정서 조절의 합리성 및 정

당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회정서학습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 정서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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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

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 및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 정서적 능력의 토착화를 위해 동·서양을 통합하였고, 

우리나라의 생활의 실제 및 학교교육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교과는 

물론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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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정서학습의 장점 및 도덕교육적 시사점

  사회정서학습에 관한 국내연구는 크게 이론적 토대 연구와 경험적 연

구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론적 토대연구는 주로 도덕교육과 

도덕철학에 집중되었으며 미국의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과 교육 실제를 

분석하였다. 경험적 연구 중에는 앞서 언급했던 우리나라 윤리사상에 맞

는 경구나 활동을 활용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

증하였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나타난 그 결과 및 효과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연구 설계상의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82) 앞으로의 체계적

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사

례나 프로그램 활용 사례를 연구하여 효과가 검증된 풍부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의 활용 효과 및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

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교육적인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과

정이 앞으로의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1) 사회정서학습의 장점

  지금까지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한 효과들은 다양한 메타연구의 결과들

을 알아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둘락과 웰즈(Durlak 

& Wells)는 18세 이하의 청소년 행동과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177개의 

기초 예방 프로그램을 메타 분석하여 온건한 주장 기술, 의사소통 기술

들, 자기 확신, 학업성취를 증진하는 일은 개인 내부와 외부의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반사회적 행동, 학교 결석, 약물 사용과 

82) 좀 더 자세한 자료는 신현숙,「교과수업과 연계한 학급단위의 사회정서학습: 사회 정서적 유

능성과 학교관련 성과에 미치는 효과」,『한국학교심리학회지』, 제 10권 1호(한국심리학회, 

2013, 4), pp. 86-87 참조.



- 79 -

관련하여 윌슨, 고트프레드슨, 나자카(Wilson, Gottfredson, & Najaka)는 

165개의 학교 중재 프로그램을 메타 분석한 결과 사회적 유능성 함양 프

로그램 설계나 인지 행동 교수를 활용한 자기 조절 프로그램 설계는 자

퇴, 결석, 약물 사용, 행동 문제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 

카탈로나(Catalona)는 161개의 청소년 발달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기술 

함양과 환경 조직 변화를 시도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약물사용과 관련하여 토블러(Tobler)는 대인관계 기술을 높이는 상호작용 

프로그램이 비 상호작용 강의 기반 프로그램들에 비해 효과가 있다고 주

장했다.83)

  이와 관련하여 국내 사회정서학습의 적용 결과도 보고되었다. 물론 아

직 사회정서학습이 우리나라에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정서

지능 연구 결과 및 각종 문제해결 기술의 적용 결과들로 보고되었다. 즉 

정서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하는 일은 공격성 및 일탈행동을 줄인다

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정서지능은 사회적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정서 

조절 능력이 사회적 능력의 하위 영역에 25.7%-19.3%의 설명력을 내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은 대인문제해결력과 유의미한 상

관이 있다. 또래에게서 긍정적으로 지명 받은 아동집단이 부정적으로 지

명 받은 아동집단보다 감정 조절을 더 잘 했으며, 더 긍정적이고, 낙관

적이었고, 감정 이입을 더 잘 했으며, 원만하다. 높은 수준의 정서인식 

능력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언하는 변인이며, 낮은 수준의 정서

인식 능력은 사회 부적응과 동시에 괴롭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초

등학교에서의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수줍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교우관계를 개선

83)  N. S. Tobler, M. R. Roona, P. Ochshorn, D. G. Marshal, A. V. Streke & K. M. 

Stackpole, “School-based adolescent drug prevention program: 1998 meta-analysi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Vol. 20(2000), pp. 275-337, 손경원·이인재,「청소년 일탈

행동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특징과 교육적 함의」,『윤리교육연구』, 제 19권(한국 윤리

교육학회, 2009), p. 17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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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84)

  이와 같이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효과들이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드

러나고 있다. 이는 사회정서학습 및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

과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능력의 발달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도 효과적

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정서학습은 보다 효과적인 학교 중심의 

중재(invention) 프로그램의 공통의 틀을 제공한다. 청소년 문제를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학문, 예를 들어 심리학, 건강학, 교육학, 상담

학, 사회복지학, 의료학, 간호학, 범죄학, 정치학, 법학, 의사소통, 경제학 

등 관련연구자의 노력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정서학습은 

다음의 세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첫째, 학생들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의 사회 정서적 능

력을 증진하려고 노력한다. 즉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예방

과 증진을 추구하므로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중재를 제공하

여 예상되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는 전통적인 예방의 의

미와는 달리 모든 학생을 위한 예방과 개별학생들을 위한 집중적인 행동

지원을 통합하는 행동지원 예방 모형의 모든 수준에서 모든 학생의 사회 

정서적 능력과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미 앞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이는 3단계 예방 모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단계인 보

편적 예방중재는 위험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일반대중이나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2단계인 표적적 예방, 즉 선별(selective) 예방 중재는 생

리적, 심리적, 사회적 위험요소들을 갖는 개인이나 집단을 중재한다. 마

지막으로 3단계인 지시적 예방, 즉 지정된(indicated) 중재는 질병수준은 

아니지만 정신적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상이나 생리적 특징을 

가진 높은 위험수준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적인 예방은 문제행동의 징후와 문제행동을 미리 발견하여 더 큰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하는 것을 목표로 

84) 이인재·손경원·지준호·한성구,「초등학생의 사회·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통합 프로

그램의 효과 분석」,『도덕윤리과교육』, 제 31호(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0),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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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에게 그러한 접근은 지나치게 협소하며 심

리적, 신체적 건강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적 능력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사회정

서학습은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동시에 사회 정서적 

능력을 증진하는 넓은 의미의 예방을 추구한다.85) 

  둘째, 사회정서학습은 포괄적 중재를 목표로 한다. 사회정서학습이 학

생들이 가진 문제의 징후와 관련하여 보다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되

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

적으로 이러한 예방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정서학습의 실행을 지

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학교 기반 예방 연구자와 교

육자들, 아동 권익 신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시행되는 프로

그램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개념의 

틀로서 사회정서학습을 도입했다. 즉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감정을 인식하

고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지각하고, 긍정적 목표를 확립하고, 책

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대인간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기술들을 습

득한다면,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전제한다. 이

는 곧 학교 혹은 학급 차원의 보편적 중재로서 실행하는 것이 사회정서

학습을 위한 용이한 교육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정서학습은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반영한 중재이다. 사회정

서학습을 통해 증진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능력은 효과적

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되고 발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사회 정서적 능력은 성장기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

해 발달하며,86) 유아기와 아동기에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만,87)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에 대한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의 성장은 사

85) 손경원·이인재,「청소년 일탈행동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특징과 교육적 함의」,『윤리

교육연구』, 제 19권(한국윤리교육학회, 2009), pp. 173-174.

86) P. Salovey & J. D. Mayer, The intellig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lligence, Vol. 

17(4), 1993,  pp. 433-442.

87) L. G. Katz & D. E. MeClellan,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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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기 후반인 16-18세까지 계속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정

서학습은 출생 직후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교육 내용의 한 요소이다. 특히 학교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을 학업적 내용

과 함께 교육하여야 하며, 학교교육과정의 한 요소로 통합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 정서적 능력을 구성하는 능력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유아기와 

아동기로 보고, 학교교육이나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들을 통해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사회정서학습의 

내용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생활 연령을 고려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

회 환경에서 적절하게 학습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정서학습은 문화적 특수성을 갖는다. 즉, 사회정서학습의 가

장 기본 요소인 정서의 인식과 조절은 문화적 맥락에서 작용한다. 기쁨, 

슬픔, 두려움, 혐오와 같은 기본 정서의 존재와 식별이 문화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언제, 어떤 정서를, 누구에게 

드러내고 혹은 감추어야 하는가는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다.88) 사회정

서학습은 청소년 문제 예방과 학업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기반으

로 미국의 학교들에서 개발, 실행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한국적 문화나 가치 

규범들과 사회정서학습을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미국의 학생들이 

겪는 사회 정서적 문제와 그 원인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그것과 같을 수 

없고 사회 문화적 풍토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 혹은 지역사회의 

상황과 문화에 적합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구안하여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사회정서학습을 통해 증진된 사회 정서적 유능성이 학생

들에게 정서를 조절하고, 사회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효과적인 

협력자가 되도록, 그리고 자기주장을 하면서도 책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주장한다. 사회정서학습은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능력  

발달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건강 증진, 도덕성 및 시민성 발달, 성취동

p. 73.

88) 손경원,「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 규범적 접근」,『도덕윤리과교육』, 제 26호(한국도덕윤

리과교육학회, 2008), pp. 101-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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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발, 학업 향상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사회정서학습의 효과들로 미루어볼 때 사회정서학

습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사회정서학습은 부정적 행위를 

감소시키는 반면, 긍정적 행위를 증진시킨다. 긍정적인 행위에는 향상된 

사회 정서적 기술, 자신과 타인에 대한 향상된 태도, 교실 내에서 친사

회적인 행동을 포함한 향상된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감소된 부정적 행위

에는 부적절한 문제행동들과 사회 정서적 고통 등이 포함된다. 사회정서

학습 기술들은 생애 동안 유지되며 성공을 촉진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 

  둘째, 사회정서학습은 비언어적 의사소통기술,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

위, 사회적 의미 및 추론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돕는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정서적 의미의 대부분이 언어적 형태 

없이 전달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표정, 몸짓, 상대와의 거리, 터치, 시간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기술은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유능성, 즉 사회적, 정서적 

정보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적 의미와 

추론은 문제해결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 사회적 의미는 타인의 정서와 

언어를 해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기 위한 능력이며, 사회

적 추론은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가능한 해결책을 평가하는 

능력이다.

  셋째, CASEL에 따르면 사회정서학습의 장점에는 학업 수행과 성취 결

과의 향상, 교과지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의 촉진, 다른 학생들과 

협업하여 학습하는 능력의 향상, 학교생활에 보다 참여적인 태도 고양, 

학습 방해 행위의 감소 등이 포함된다.89) 즉 사회정서학습을 접한 학생

들은 사회 정서적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학업 수행과 성취 결과가 높

아졌으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학교생활에 보다 참여

적인 태도가 형성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도와서 학습을 

89) 정창우,「사회정서학습의 이론 체계와 도덕교육적 함의」,『도덕윤리과교육』, 제 38호(한국

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3, 4),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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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학습 방해 행위의 감소와 같은 부적응 문제 및 

정서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사회정서학습 및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내외

에서 다양한 적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하였을 

때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도덕과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르고 선한 인성을 기르고 그것을 일

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사회정서학습의 장점은 도

덕과와 연관하여 더욱 더 잘 발휘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즉, 학생들의 

생활태도 및 전반적인 인성교육과 관련이 많은 교과는 도덕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정서학습의 장점을 기반으로 도덕교육적인 시사점

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사회정서학습의 도덕교육적 시사점

 

  도덕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르고 선한 인성을 기르고 그것을 일상생

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도덕교육이 그 목표를 충분히 달

성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성향

이 증가하여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에 대해 무관

심해 지고 타인의 감정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이는 

곧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학업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심한 열등감에 빠진 학생들도 늘어

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 성향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

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정서학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 정서적 능력에 포함된 자기 인식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사회 인식 

능력,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같은 능력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절하고 표현하며 타인과의 의사소통 역시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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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인성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그리고 모든 교과와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참

여를 통해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측면에서는 인격교

육 및 배려교육과 비슷하지만, 사회적 혹은 대인 관계적 기술, 정서 이

해 및 조절, 정신건강 및 학업적 성공, 도덕성 시민성의 증진을 위한 중

요한 열쇠라고 보는 점은 사회정서학습의 특징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

다.

  엘리어스(Elias)는 도덕교육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정의의 도덕적 원칙

에 따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며 도덕적 

추론 능력을 발달시키고 죄책감과 도덕적 정서를 표현하고 도덕적 행위

를 실천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정서학습은 사회적 환경에서 기능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태도에 초점을 두며, 도덕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

는다고 말한다. 즉 사회정서학습은 문제행동의 예방과 정신건강의 증진

에 필요한 태도, 정서, 행동 인지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학교(학업)와 

인생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도덕교육과 구별된다고 말한

다.90)

  또한 크리스트잔슨(Kristjanson)은 사회 정서적 역량을 갖추었다고 해서 

도덕적인 인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개념간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91) 정서지능은 정서의 내용에 관하여 실

제적인 도덕적 요구를 하는데 실패한다고 말하며 마약계의 거물을 예로 

든다. 영리하지만 비도덕적인 마약계의 거물들도 정서지능에서 강조하는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킬지 모른다는 것이다.92)

90)  M. J. Elias, S. Parker, M. Kash, R. Weissberg & M. U. O'Brie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view 

toward convergence” in L. Nucci & D. Narvaez(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New York: Routledge, 2008), pp. 248-249.

91) K. Kristjansson, “Positive psychology, happiness, and virtue: The troublesome 

conceptual issu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4(4)(2010), p. 289, 정창우,「사회정

서학습의 이론 체계와 도덕교육적 함의」,『도덕윤리과교육』, 제 38호(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

회, 2013, 4), pp. 160-16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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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도덕교육과 사회정서학습은 공통

적으로 최근 정서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서, 인지, 행동의 조

화, 생태학적 맥락 및 환경의 역할을 교육의 핵심에 둔다는 점에서 공통

점이 있다. 따라서 도덕교육과 사회정서학습은 차이점과 더불어 서로 공

통된 분모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연결점을 활용하면 서로의 장점을 극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덕교육과 사회정서학습은 공통된 목표를 

향해 동시에 실행 가능하며 도덕교육을 위해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하여 

도덕적 능력과 성향을 기를 수도 있고, 사회정서학습은 도덕교육을 매체

로 하여 사회정서학습에서 설정하는 핵심역량과 하위기술들을 효과적으

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과의 경우 사회정서

학습의 적용을 통해 사회성 발달이라는 지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가 

학생들의 올바른 정서 조절 및 사회성 발달이라고 본다면 이와 가장 깊

은 관계를 맺고 있는 과목이 바로 도덕과이며 이러한 사회 정서적 역량

을 기르기에 가장 적절한 교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정서학습이 도덕교육적으로 갖는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서학습의 최고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학적 접근 즉 환경 중심적 접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서학

습은 사회 정서적 능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학생 개인의 능력 즉, 자기 인식 및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길러나가야 하는 능력, 사회 인식, 대인관계 및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같은 능력들은 단순히 홀로 기술을 배우는 것에서 끝날 수 

92)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마약을 팔아 돈을 벌려는 중대한 욕구를 충족(마약을 팔아 돈을 

벌려는 중대한 욕구를 인식하는 것),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마약 거래를 통해 실패한 경

우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것, 그리고 후회막급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떨쳐버리는 것), 자기 동기

를 갖는 것(비도덕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그리하여 보다 효과적

으로 타인의 정서를 조종하게 되는 것), 그리고 관계를 관리하는 것(마약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과 역량을 갖는 것)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지도 모르지만 이는 도덕적이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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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을 통

해 타인의 정서를 인식, 이해하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하므로 이는 곧 사회 안에서의 자신과 타인의 관계의 

설정의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을 올바른 인성을 

지니는 존재로 키우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 안에서 타인과 올바

른 관계를 맺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교육시키기 위

해서는 이러한 능력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나 풍토 조성이 전

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덕교육과에서는 학생의 바른 인성

을 기르고 사회 정서적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학급 및 학교 공동체의 풍

토 조성 및 환경적인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둘째, 교과지식과 사회정서학습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단원이나 

주제를 가르칠 때 도덕성 및 사회 정서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정서적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

을 정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현재의 교육과

정 및 학교 일정, 수시로 전달되는 다양한 학교 및 학급업무로 인해 배

정된 시간을 진행하는 것에도 빠듯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정서학습을 

위해 초과 시간을 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교과수업 시간에 사회

정서학습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단원이나 주제가 있다면 이를 사회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활용은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기본 지식 및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좀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사회 정서적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덕과 교사는 학생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하며 수업 시간

을 통해 올바른 정서 형성을 위한 감정코칭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다. 

우선 도덕과 교사들은 자신들이 먼저 바람직한 사회 정서적 행위를 하고 

이를 학생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즉 도덕과 교

사들은 사회 정서적 역량 혹은 유능성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귀감이 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성찰하여 교사 자신이 삶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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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습득해야 한다. 또한 한발 더 나아가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삶의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을 가지고, 이러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93)

  특히 도덕과 교사들은 수업 시간을 통해 올바른 정서 형성을 위한 감

정코칭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정서의 대부분이 언어 없이 전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사회 정서적 

기술을 계발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사들은 감정코칭의 

기술을 통해 학생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가트맨(Gottman) 교수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 상태와 관련하여 부모로

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어떤 지침도 받지 못한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차

츰 부모 및 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

며,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감정코칭을 받고 행복해진 아이는 성적이 좋아지고, 돌

발적인 행동을 통해 타인이나 자신을 위협하지도 않으며, 신체적으로 보

다 건강해진다는 점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다.94)

  감정코칭을 실천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

이 더욱 돈독해지고, 학생의 몸과 건강이 보다 건강해지며, 삶의 좌절을 

이겨 나가고 개인적인 성공 및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준다. 

감정코칭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건강한 감정 발달

을 촉진하여 학생은 행복한 시간에 매우 기뻐하며, 좌절로부터 보다 빨

리 회복될 수 있게 된다. 튼튼한 감정의 성장은 또한 더 나은 관계로 이

어지며, 행동상의 문제를 줄여주고 학업성적을 좋게 해 준다. 연습을 통

해 교사들은 다음<표 8>과 같은 감정코칭의 다섯 단계를 사용할 수 있

다.

93) 정창우,「사회정서학습의 이론 체계와 도덕교육적 함의」,『도덕윤리과교육』, 제 38호(한국

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3, 4), pp. 163-164.

94) J. Gottman, 정창우 역,『존 가트맨 식 감정 코치법』(경기: 인간사랑, 2007),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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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의 상태를 알아차려라.

 2. 그 순간을 친밀감 조성과 교육의 기회로 삼아라.

 3. 공감을 가지고 귀 기울여라.

 4. 아이가 자기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라.

 5.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라.

<표 8> 가트맨의 감정코칭 다섯 단계 

  넷째,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활용하여 사회정서학습의 기

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기회를 통해 사회 정서적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될 수 있는 감정의 갈등 사태라든지, 친구와

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사태를 접하면서 학생들이 느낀 정서에 대

해 이야기하고, 이를 이름 붙여 본 후 왜 이런 정서를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갈등 상황을 어

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친구와 의견을 교환하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공감하는 자세를 기를 수도 있다. 생활에서의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면 

일상생활이라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회 정서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이 불가능한 정형화되어있지 않은 다양

한 갈등 상황 및 문제해결 상황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해

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협동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 학습 등과 같은 협

력적, 참여적 교수 학습 전략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도덕적 가치 및 정서를 효과적으로 습득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자기 관리 기술, 대인관계 기술, 

문제해결 기술, 의사결정 기술 등을 계발시킬 수 있도록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학생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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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측

면에서의 사회 정서적 기술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이고 협

력적, 참여적 교수-학습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도덕적 

가치 및 정서, 사회 정서적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즉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수-학습 전략들을 활용하는 기회

를 늘려 의도적이지 않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이미 국내외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

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PATHS, Strong kids,  Second 

Step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그 효과를 입증 받은 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실

정에 맞게 변형하거나 수정하여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 및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을 고안하고 개발한 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

가 있다 하겠다. 물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 및 환경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재구성하거나 새롭게 재창조해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정서학습을 도덕교육에 적용하는 도덕교육

적 방안을 다루는 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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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정서학습의 도덕교육적 적용 방안

  이 장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이 우리 도덕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바

탕으로 사회정서학습의 도덕교육적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

미 다양한 사회정서학습의 결과 및 효과들이 있지만 이를 우리나라의 도

덕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교육적 특징

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정서학습이 지니고 있는 다

양한 효과들과 장점들을 활용하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을 

구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정서학습을 넓게는 도덕교육, 좁게는 도덕과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정서학습을 

지지하는 상당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그 효과성이 기대되

고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할 

것이다. 또한 사회정서학습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학교의 도덕적 풍토

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려의 학급 공동체

(Caring School Community)’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논의할 것이며 민주적

이고 참여적인 공동체의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사회정서

학습을 활용한 다양한 기존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과 

여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특히 매

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의 개선을 위해 학교

폭력 예방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차원에서 그 개발 방향을 논의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실천 프로그램 개발

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도덕과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개선

 

  사회정서학습을 도덕과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정서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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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도덕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과 실제 현장에서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다. 이 절

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을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에 적용함에 있어 갖는 함

의를 도덕과 내용,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차원에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도덕과 내용 개선

   

  사회정서학습은 도덕과 교육의 내용 선정에 있어 중요한 원리로서 역

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정서학습은 다섯 가지의 차원에 해당하는 사회 정

서적 역량 및 각각의 하위 기술들을 길러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 교과수업 및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습득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사회 정서적 능력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개별 행동이나 기술이 아닌, 자신의 감정 및 타인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능력의 통합적인 

산물이라는 점에서, 교과 내용은 인간의 도덕적 기능 모두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사회 정서적 능력, 지식, 태도를 발달적 특

성에 적합하게,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

다. 그리고 사회 정서적 능력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가 올바른 인격을 바

탕으로 한 조화로운 관계 형성이라고 할 때 다양한 교육적 접근은 사회

적으로 충분히 용인되고 현 시대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즉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 타인의 관점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는 능력, 책임 있는 의사결정 능력, 개인 간

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등,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정서학습은 아동들의 사회 정서적 능력이 

다양한 수준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사회정서학습 수업을 통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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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은 자신이 내면화한 내적 신념과 가치, 올바른 판단하기, 자신의 선

택과 행위에 책임지기 등의 사회 정서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러

한 사회 정서적 능력들은 연령에 따라 내용 및 교수법에 차이가 있다. 

  사회정서학습 분야의 연구자들은 사회정서학습을 위해 설정된 핵심역

량과 하위 기술들은 가르칠 수 있고 평가가 가능하며, 이런 기술을 지닌 

학생들이 학교와 인생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보다 효과적인 사회정서학습을 위해 사회정서학습의 목

표가 되는 핵심역량별로 학교급별 계열성(sequence)을 제시하고 있다. 여

기에서는 학교급별 사회정서학습 교수-학습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회정서학습에서 강조하는 다섯 가지 하위 역량들을 바탕으로 CASEL

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급별 활동 내용들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우선, 

이를 바탕으로 도덕과 교육의 내용 개선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초등학교에서는 자신이 느끼는 단순한 감정들을 인식하고 정확

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

고 이해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삶의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실행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자신의 꿈을 위한 계획 세우기 내용이 필요하다. 즉, 장·단기

적인 삶의 계획 세우기 내용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타인의 감정을 인식

하는 언어적, 신체적, 상황적 단서를 확인하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고 이

를 바탕으로 친구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방식과 영향 범위

를 이해하고 실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

서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장, 단기적으로 어떻게 노력할지에 대한 계획 활동이 필요하다. 또

한 친구와의 원활환 의사소통 및 관계 유지를 위한 관리 기술 및 갈등 

해결과 관련한 활동,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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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

  둘째, 중학교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시키는 요인을 분석하고, 단

기적이고 개인적인 목표나 학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정서와 관점을 예측하는 내용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협

력과 팀워크를 필요로 하는 행동 혹은 실제 사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하지 않거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가담하라는 친구의 요구에 맞

서기 위한 전략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적

용할 수 있는 평가 전략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중학생이라는 연령

별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이

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필요하며 타인과의 공동

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건설적인 상호간의 의사소통 활동 내용이 필요

하다. 또한 주위 친구들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맞서는 다양한 전략들이나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의견 표현 기술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에서는 정서의 다양한 표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내용 및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학

교와 공동체의 유용한 자원을 활용하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

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 및 동료, 선생님,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용하는 의사소통 기술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최근에 이루어지는 자신의 의사결정이 향후 대입과 취업 전망에 어

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성인의 모습을 상상하여 현명하고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의사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정서학습의 역량별로 하위 내용들이 교수-학습 내용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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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다면 자연스럽게 교과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 정서적 역량을 기

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또한 사회 정서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

  도덕과 교사들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사회 정

서적 역량 및 기술들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특히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협력적, 참여적 교수-학습 전략들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습득될 수 있는 도덕적 가치 및 정서

(예를 들어, 배려, 존중, 책임감, 정의감 등)를 기를 수 있으며, 이런 활동

을 통해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기 관리 기술, 대인관계 기술, 문제해결 

기술, 의사결정 기술 등을 계발할 수 있다.  

  우선, 교사-학생, 학생 상호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도덕적인 측면의 삶의 기술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도덕과 

수업을 통해 이러한 협력적, 참여적 교수-학습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도덕적 가치 및 정서,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습득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회정서학습에서 강조

하는 생태학적 혹은 환경 중심적 접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신

의 삶의 경험(특히 정서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적 성찰과 공감 및 역

할채택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정서학

습에서 강조하고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이며 배려적인 학교 및 교실 풍

토를 조성’하는 방법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 및 학급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도덕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환경 중심적 접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대방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 및 생태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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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관련한 기술들과 관련하여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협동학습

  협동학습이란 학습능력에 차이를 보이는 학생들이 하나의 집단의 구성

원이 되어, 협력을 통해 서로를 도와가며 발전을 이끌어내는 학습 방법

이자 학습 양식이다. 사회정서학습 역시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의 긍정적

인 관계유지를 중시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및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과정

을 강조하므로 협동학습의 학습 방법은 사회정서학습의 목표인 사회 정

서적 유능성의 기술을 함양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협동학습은 배경이 모두 다른 학생들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도록 이끈다. 그리하여 이 학습 구조에서는 너

와 내가 별개의 구조가 아닌, 개인은 집단을 위하고 집단은 개인을 위하

는 관계가 중시되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 배려하고 돕고 책임을 지며 함

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기본 가치가 된다.95) 따라서 학생들은 타인

과의 과제 분담을 통해 각자 자신이 맡은 바에 책임을 지고, 공동의 목

표를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맺고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특히 도덕과에서는 학생들의 ‘유덕한 인격 함양’이라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협동학습을 그 방법적인 차원에서 활용한다. 실제로 나딩스( 

Noddings)는 협동학습을 통해 배려의 윤리를 함양할 수 있음에 주목했

다. 나딩스는 협동학습을 통해 배려를 주고받음으로써 윤리적 자아를 형

성할 수 있고, 만약 협동학습이 실질적인 학습 효과 및 성과가 적다하더

라도 협동하는 학습 과정 그 자체가 도덕교육적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협동학습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95) 유병열,『도덕교육론』(서울: 양서원, 2005),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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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도덕적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 협동학습은 타인과 더불어 문

제를 해결하고 함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인과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책임감

을 기를 수 있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냄으로써 학습에의 흥미 및 동

기, 긍정적인 자아관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견 진술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표현 기술, 타인의 입장 채택 기술, 갈등 해결 기술, 

업무 분담 및 협력하는 기술 등의 사회적, 도덕적 기술들을 배울 수 있

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은 곧 사회 정서적 유능성과 연관되며 이러한 

기술을 체득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

정 및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기술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둘째,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협동학습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준이 다른 학생들 사

이의 협동과정이다. 따라서 서로 목표를 위해 협동하게 되고 자신의 책

임을 다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게 된다. 집단 공동의 목표

를 중심으로 개개인이 갖는 책임감은 구성원들 간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

용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서로를 배려하

게 된다. 배려를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 점차 배려 제공자로서의 자아효

능감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교실 전체를 배려하는 분위기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따라서 협동학습은 도덕적인 교실 풍토 형성에도 

유의미하다.

  특히,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은 협동학습을 통해 성취를 위

한 노력, 긍정적 관계 형성 능력,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수행 능력이 향

상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협동학습을 통해 개인 간 상호작용이 증진되

고,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며 타인에 대한 수용적 태도 형성, 

촉진적 상호작용, 개방된 의사소통, 타인의 관점 이해, 높은 수준의 자아

존중감 형성 등의 장점을 지닌다고 말한다.96)

96) 홍정아,「협동학습을 통한 사회정서학습이 통합학급 학생들의 정서지능, 또래지원 및 또래관

계망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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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차를 수용하게 되고 공동의 

목표 성취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며, 상호 지원적인 역할을 학습함으로써 

학급 내 동료 간의 긍정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수용적이고 협력적인 교실 

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타인과 협동하는 능력은 중요한 능력으로 학생의 장래 성공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협력적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학생이 공부할 경우 상호작용과 환경에 특히 중요한 사회 정서

적 능력의 증진이 더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느 과목에서 협력적 학

습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자기 통제, 역할 분담 그리고 의사소

통 능력과 같은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에 구성되어 있는 일부 능력을 학

생들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그러한 수업에 잘 준비되어있고 

발달단계상 받아들일 준비가 있을 때만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협력

적 학습을 통해서 학생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인의 견해를 받아

들이고, 팀 구성원의 욕구와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협상과 설득을 하

고 문제해결의 일반적인 단계를 활용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협동학습을 통하여 소규모 그룹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

신감과 신뢰감 형성에 효과적이다. 학급이라는 큰 단위의 규모에서 이러

한 소규모 그룹의 구성은 학생의 발언권을 늘려주고 적극적으로 대화와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기회는 자연

스럽게 제공되며 이러한 협동학습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역량을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토의·토론 학습 활용

  토의·토론학습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대등한 관계

에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도달하는 학습 방법이다. 

즉,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와 토론, 설득과 타협을 거치면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습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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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토의·토론 학습을 도덕과에 적용할 때에는 생활에서 부딪히는 

가치문제나 도덕적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찾아 제시하고 동시에 도

덕적 행동 원리들을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도덕과에서의 토의·토론 학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

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덕적 문제

에 직면했을 때 좀 더 바람직한 개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을 한다. 이러한 참여적이고 자주적인 과정을 통해 도덕적인 판단 및 결

정이 실천 및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쉬우며 이는 지속적인 행동의 강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토론을 하는 경우, 서로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학생들이 많다. 특히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거나 이기적인 태도로 임하는 학생들도 있다. 도덕과에서는 토

의·토론 수업을 진행할 때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학

생들의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및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정서학습의 과정과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토의·토론 수업은  

매우 비슷하며 사회 정서적 기술을 기르는데 토의·토론 수업을 활용하

는 것은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토의·토론 수업은 일상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딜레마 

및 문학 사례들을 활용해도 좋다. 특히 문학작품은 재미있는 읽을거리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삶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좋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 문학작품의 도덕교육적 의미는 첫째, 작품의 내용이 

전달하는 도덕적 가치를 통한 도덕적 사회화의 기능, 둘째, 문학의 갈등

구조에 노출되고 문학 속 다양한 인물들의 입장채택을 통한 인지능력의 

고양, 셋째, 문학적 감수성과 관련된 도덕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의 향상, 

넷째, 문학 속 인물이 채현하는 다양한 도덕적 세계관에 입문함으로써 

얻게 되는 도덕적 언어의 습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덕과 토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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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수업은 이러한 문학작품을 활용함으로써 도덕교육적인 효과를 통합적

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97)

  토의·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생각해 본다

면 사회 정서적 능력을 기르는데 토의·토론의 방법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을 인식하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긍정적인 타인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정서적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실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가

상 상황에서도 가능하며 다각도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3) 역할채택 및 공감활동

  콜버그(Kohlberg)는 도덕적 판단의 과정으로서 역할채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역할채택은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길러주며 서로 다른 문화,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종교를 지닌 사람들

이 평화롭게 공동생활을 하고,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속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

서 특정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되며 타인의 가치관과 관점에 대해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타인과의 공감대 형성 및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복합적이며 대안적인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게 된

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은 하나의 교육방법인 동

시에 문제해결 및 갈등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인 것이다.98)

  아울러 역할채택은 학생들로 하여금 역할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규범의 사회적 의미를 학생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는 경향성을 증대시킬 

97) 도홍찬,「문학작품을 활용한 도덕과 수업방법 개선 방안-토론․․논술 수업을 중심으로」,『도덕

윤리과교육』, 제 29호(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9), pp. 247-258 참조.

98) 정창우,『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서울: 교육과학사, 2009),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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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판단 과정에 자아가 개입되면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인의 느낌, 의도, 사고 내용 등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감적 이해 및 감정 이입

까지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역할 채택을 통해 인지와 정의가 통합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원숙하며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99) 즉 역할 채택을 통해 도덕적 문제에 대한 지각, 통찰, 상상

적 시연, 감정이입, 죄책감 등의 다양한 요소와의 빈번한 접촉 기회를 

통해 그만큼 도덕적 사고의 성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된 윤리적인 병폐 현상들의 근본 원인이 

자기 자신만의 입장을 중시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역할채택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즉, 역할채택은 자아와 타인의 긍

정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아와 타인의 창

조적 만남을 기본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숙고와 

결단에 의한 사회적인 의사결정 및 상호작용 활동이야말로 사회 정서적 

기술 및 도덕성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내적 상태, 즉 그의 사상, 감정, 지각, 의도에 

대한 인지적인 인식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대리적인 정서적 반응이다. 

공감이 행위자의 정서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타적 행위로 

나타나는 행위적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공감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하고, 동정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

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을 용서하거나 동정을 베풀기 위해서

는 다른 사람의 눈과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도덕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서의 민감성을 높여주고 공감 능력을 길

러야 한다. 역할 채택 및 공감활동을 통해 도덕적 민감성을 높이고 아울

러 공감 능력을 기른다면 사회 정서적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99) 추병완,『도덕 교육의 이해』(서울: 도서출판 백의, 2004), pp. 5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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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봉사활동 학습 및 프로젝트 학습 활용

  

  봉사활동 학습은 봉사활동을 학습과 연계시킴으로써, 학습자 자신의 

변화는 물론 그러한 봉사활동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사

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이다.100) 봉사활동 학습은 그 과정

에 있어서 숙고와 성찰의 기회를 가지며,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학

습을 강조했던 듀이(Dewey)의 교육사상은 봉사활동 학습에 대한 강조를 

피력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프로젝트 학습’은 봉사활동 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이는 패트릭(Patrick)이 제안하였으며 그는 학생들을 적극적

인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학생들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유목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일컬어 프로젝트라고 규정하였다. 학생들이 프로

젝트를 경험하는 것은 자연적 경향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라고 생각하였으며 학교 밖에서도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마땅히 학생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조

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봉사활동 학습은 사회정서학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도덕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봉사활동은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직접적

인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직접적

인 경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봉사활동이며 이러한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도덕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게다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도덕적 관념이 아닌,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조합에 의해 활용 가능한 살아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봉사활동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도덕적 반성 및 성

찰의 습관을 갖게 해 준다. 반성 및 숙고는 봉사활동 학습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요소이며 학생들은 봉사활동 경험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비판

100) 추병완,『도덕 교육의 이해』(서울: 도서출판 백의, 2004), pp. 535-536.



- 103 -

적인 반성 및 성찰을 통해 도덕적 반성 및 성찰의 습관을 지닐 수 있다. 

  셋째,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덕적 행위자가 되기 위한 다양

한 발달적, 사회적 기능들을 지닐 수 있게 해 준다. 봉사활동은 학생들

의 감정이입,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갈등해결 능력, 협동 기술, 

사회 참여 기능과 같은 다양한 발달적 사회적 기능을 지닐 수 있게 해 

준다. 

  넷째, 봉사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역할 모델들에 대한 관찰과 동일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봉사활동 장소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인 모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도덕 생활의 참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다.

  다섯째, 봉사활동은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를 하나의 유기

적인 학습 공동체로 만들어준다. 봉사활동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 

공간을 지역 사회로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다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와 가정, 그

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즉 학교와 학부모, 지역

사회가 다각도로 협력함으로써 만들어진 응집력 있는 공동체는 학생들의 

도덕 발달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자신 및 다른 사람을 위해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상호 신뢰와 협동, 참여와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 등에 기반을 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제공함으로

써 협동, 상호신뢰, 배려와 감정이입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상호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학생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환경

을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다른 생각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뿐 아

니라, 이를 기반으로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즉, 자신의 주변 

세계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

하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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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학생이 미래에 만나게 될 다양한 역할에 대한 준비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생은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이상과 신념을 갖추고 스스로를 보다 큰 세계의 

일원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보다 큰 생각의 틀을 갖게 된다.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봉사활동의 기회에 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종류는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선택 가능하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예는 학교 주변의 물리적 환경 개선, 노인 봉사활동 그리고 의료 봉사활

동 등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이 사전 준비를 통해서 봉사활동 시 처하게 

될 상황을 파악하고, 실제로 봉사활동을 수행한 후 활동 후에는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시간에 학생은 봉사활동 경험과 느낀 점에 대

해서 이야기하거나 글을 쓸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의 실연을 통

해서 학생은 동급생, 후배,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와 구체적인 봉사 내용, 봉사활동을 통해서 느

낀 점과 배운 점을 창의적으로 설명한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

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둘러 싼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

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기술 능력을 자연스럽

게 함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또한 사회 정서적 역량을 기르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101)

      (5) 자아성찰의 기회 제공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며 이는 자신의 감정의 근

원과 조절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안하거나 

충동적인 이러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것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올바르고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하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곧 사회정서학습의 

101) 서주희,「초등학생의 사회 정서적 능력 함양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서울교육대학교 대

학원, 2010),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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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은 필수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파악하는 훈련을 위해 

불교의 명상과 수행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에서 명

상을 도입한 경우는 체육 교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

으로 1회기에 40분씩 ‘마음챙김 명상’과 카밧진(Kabat-Zinn)의 

‘MBSR 프로그램’을 참고로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알아차림-수용

하기-교감하기를 총 16회 실시하여 정서안정감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다. 카밧진의 MBSR 프로그램은 최근 명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 부정적 정서가 사라지고 평정심, 평온

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102) 

  도덕교육이 정서의 안정 및 긍정적 자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명상을 도덕과에서 활용한다면 뛰어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보

인다. 특히 학생들을 바람직한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도덕과에서는 그 목표와 더욱더 일치할 것이라 본다. 치열한 

학업성취를 위해 친구들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 안에서 많

은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자아의식의 확장과 세계관의 확대

를 통해 도덕성의 함양과 인격 성숙을 추구하는 도덕명상(moral 

meditation)103)은 그동안 미처 돌보지 못했던 ‘자아’를 스스로 되돌아

보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콘필드(Kornfield)의 명

상 8단계에는 ‘감정과 함께 하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표 

9>와 같다. 

102) 김홍석,「명상, 요가 및 국선도 수련 참가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제 15권 4호(한국체육과학회, 2006), pp. 213-226; 장승희,「명상과 도덕

교육의 만남-‘도덕명상’과 ‘도덕명상교육’ 정립을 위한 시론-」,『윤리교육연구』, 제 29집(한

국윤리교육학회, 2012), p. 241 재인용.

103) 장승희,「명상과 도덕교육의 만남-‘도덕명상’과 ‘도덕명상교육’ 정립을 위한 시론-」,『윤리

교육연구』, 제 29집(한국윤리교육학회, 2012), p.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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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방법

1
호흡과 하나 

되기

1.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

2. 깊은 호흡,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의 리듬 느끼며 

집중하기

2
몸의 느낌과 

함께 하기

1. 몸의 느낌에 초점 두기

2. 몸 안의 에너지와 감각 자각하기

3. 편안함, 긴장감, 즐거움, 가려움, 통증 등 수용하기

3
감정과 

함께하기
1. 슬픔, 기쁨, 욕망, 분노 등 감정 바라보기

4
생각 

바라보기
1. 현재 일어나는 생각, 계획, 기억 등 바라보기

5 용서의 명상

1. 생각, 말, 행동으로 한 잘못 기억하고 용서 구하기

2.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신이 용서하기

3.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슬픔에 대하여 용서하기

6 사랑의 명상

1. 나 자신을 사랑하기

2. 사랑의 느낌,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감각 키우기

3.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4. 사랑의 마음을 확대시켜 모든 대상에 대해 사랑하

기

7 먹기 명상

1. 음식을 천천히 준비하고 편안한 곳에 자리 잡기

2. 감사의 기도하기

3. 집중하면서 천천히 먹기

4. 음식에 대하여 온전히 집중하기

8 걷기 명상

1. 신체에 느껴지는 느낌 수용하기

2. 왼발과 오른발이 땅에 닿을 때의 촉감 느끼기

3.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에 집중하기

<표 9> 콘필드의 명상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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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상의 단계를 통해 학생들은 분노하거나 충동적인 마음을 가

라앉히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직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화가 나 

있는 이유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보고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는 과정을 

통해 분노에 가득 찬 마음을 가라앉힌 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여 충동

적인 감정의 표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상을 교육에 적용할 때 한두 번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 명상은 

참을성과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훈련하는 데에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명상을 도덕교육에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천

천히 느끼고 이해하며 감정을 표출하기 전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감정 이해 및 표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성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정서적 역량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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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 현장에서의 사회정서학습 적용 방안

  학교 현장에서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크게 사회 

정서적 기술을 직접 가르치는 방법과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교실 및 학

교 공동체의 풍토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사회 정서적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교과와 연계하는 방안을 중심으

로 고찰할 것이다.

  교사들에게 부과된 다양한 업무 및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교환경에서 

사회정서학습을 실시하려면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사회정

서학습의 실시 시기,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책임 여부, 

학업성취와의 중요도 등과 관련된 많은 우려와 다양한 질문들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다수의 사회 정서적 기술은 학업수행

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학업 수행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면 이러한 확실한 기

반을 가지고 있는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학교 일정에 효율

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정서학습을 전형적인 학교 일정에 효율적

으로 통합하는 방법 및 기술적인 지원이 제공된다면 사회정서학습을 학

교 및 교실 차원에서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사회 정서적 기술이 

학업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인 사회 정서 발달이 어떻게 

학업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사회정서학습 전략이 

전형적인 학교일정에 어떻게 논리적이며 효율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 정서적 기술의 습득과 

학업 수행 간에는 연결고리가 있다.104) 따라서 우선 교과학습의 증진을 

104) M. J. Elias, S. Parker, M. Kash, R. Weissberg & M. U. O'Brie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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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회정서학습을 실시하는 의미와 효과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생태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학교 및 학급 공동체의 풍토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정서학습의 기술을 가르치는 환경의 역할에 

대해 언급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배려의 학급 공동체’(Caring 

School Community)’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1) 교과학습과의 연계를 통한 적용 방안

  사회정서학습을 학교 현장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교과학습과의 연계를 통해 적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사회 

정서적 기술을 가르치는 방안으로 교과교육과 연계하는 방안 외에 교과

수업을 제외한 시간에 가르칠 수도 있으나 적절한 교과와의 연계는 사회

정서학습 기술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교과교육과 연계하여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

고 특히, 학생의 인격 형성을 위한 도덕과와의 연계에 대해 구체적인 방

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사회정서학습을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면, 학생과 교사들이 사회

정서학습을 학교교육의 필수요소로 인식할 수 있고, 교과학습과 사회정

서학습 둘 다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은 사회정서학

습에서 배운 문제해결 기술, 비판적 사고기술, 자기 관리 기술,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교과학습에 적용해 볼 수 있고, 교과수업 시간에 배운 

학업 기술과 지식을 정서와 행동에 연결시켜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에 적

용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105)

  실제로, 학업적 교과학습과 연계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중 83%에

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향상되었다. 또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에 관

and a view toward convergence” in L. Nucci & D. Narvaez(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New York: Routledge, 2008), pp. 253-254.

105) M. J. Elias, “social and emotional and character development and academics as a 

dual focus of educational policy”, Educational Policy, Vol. 23(6)(2009), pp. 83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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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7개의 연구 결과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 학교 외부의 연구자나 

전문가가 사회정서학습을 실시한 경우보다 교사가 실시한 경우가 더 효

과적이었다. 외부 전문가에 비해 교사는 사회정서학습을 학교생활과 교

과수업의 일환으로 통합하기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106)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연구가 사회정서발달과 학업수행의 

관계를 증명하였으며 어떻게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지를 밝혔다.   

  사회정서학습을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

다. 하나는 구조화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의 일부에 학업적 교과학습

을 연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으면

서도 교과수업의 내용과 관련된 사회 정서적 기술의 훈련을 병행하는 것

이다.

  첫째, 구조화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의 일부에 학업적 교과학습을 

연계하는 활동에는 ‘Second Step(Committee for Children, 1988)’ 프로

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Second Step은 초등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기술을 증진시키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학년별로 교육과

정이 구성되어 있지만, 모든 학년에서 다섯 가지 주제(공감/의사소통, 또

래 괴롭힘 예방, 정서 조절, 문제해결/ 의사결정/ 목표설정, 약물남용 예

방)를 다룬다. 주로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링, 코칭, 피드백 제공의 방법

으로 매주 1차시 50분 동안 구조화된 사회정서학습을 실시하고 다루어진 

주제들을 언어, 사회, 과학 등 교과수업 시간에 다시 제시하여 학생들에

게 사회 정서적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교과수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교과 수업의 목표와 내용에 해

당되는 사회 정서적 기술을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도 있다. 도덕과와 관

련해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 조절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면서 실제로 감정 조절을 위한 명상 및 마음챙김 활동들을 통해 

106) 신현숙,「학업수월성 지향 학교에서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제 8권 2호(한국심리학회, 2011, 8),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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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동을 해 본다거나, 이웃과 관련된 단원을 공부할 경우,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타인과의 올바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연습해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정서학습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CASEL에서는 증거 기반 사회정서

학습의 효과에 대한 논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증거 기반 사회정서학습은 

더 나은 학업수행과 그 외의 학교 및 삶에서의 성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의 두 가지 측면은 안전하고 

배려하는, 잘 관리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

회 정서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정서학습은 학교에 

대한 학생의 소속감을 증진하고 위험 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며 더 나은 

학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정서학습을 교과학습과 연계하는 것이 학생들이 학업성취에도 효

과적이므로 사회정서학습을 교과학습과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교과들 중에서도 도덕과와의 연계가 사회정서

학습의 기술을 가르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보이며 그 효과도 높을 것이

라 예상된다. 따라서 도덕과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정서학습의 활용 방안

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도덕과의 교육과정 중에서 사회정서학습과 관련된 분야를 통해 

사회 정서적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초등 5-6학년에서 

‘감정의 조절과 표현’, 중학교 1-3학년 군에서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등의 주제를 다룰 때, 사회정서학습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사회 정서적 기술들과 도덕적 삶의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경우, ‘쾌락주의 윤리와 금욕

주의 윤리’ 단원에서 스토아 사상 부분을 다룰 때, 단순히 박제된 지식

의 습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해 매일 자문해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107) “마

107) 정창우,「사회정서학습의 이론 체계와 도덕교육적 함의」,『도덕윤리과교육』, 제 38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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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평정심을 깨뜨린 일이 있는가? 오늘 하루 화를 냈는가? 누군가를 

시기했는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는가? 왜 그 일이 그토록 화가 났던

가? 화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는가?”108)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보다 나은 자신을 위한 다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찰을 통해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배려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이다.

    2)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교실 및 학교 공동체 풍토 개선

  생태주의 교육과정(ecological curriculum)이란 인류와 자연, 개인과 사

회의 유기체적 연계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목적, 방향, 

내용 및 방법 등을 모색하는 교육과정이므로, 아동들에게 의미 있는 학

습을 강조하고, 경쟁보다는 협동,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그리고 삶과 

배움의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 교육과정을 말한다.109)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간을 상호의존적인 생태적 존재로 자각하게 하

고, 궁극적으로 수많은 상이한 목소리들과 삶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

상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다. 즉, 건강한 학습 환경은 생

태주의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통해 상호의존적이고 순환적이며 위계적이

지 않은 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완성된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의 학습

은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 간의 협동적 의미의 교섭과정이고 이해란 상

대방의 반응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이므로, 개별 학생들 간의, 그리고 

개인과 전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학습활동이 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생태주의 교육과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생태학적 접근은 안전한 

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3, 4), p. 163.

108) W. B. Irvine, 박여진 역, 『직언』(서울: 도서출판 토네이도, 2012), p. 125.

109) 김천기·노상우·박휴용·이정애·임은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서울: 교육과학사, 

2013),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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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사회 정서적 기술을 배우고 활용해 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즉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

술을 배우는 것이 아닌, 교실 및 학교 공동체의 풍토를 지지적이고 배려

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서 도덕과 교사들은 사회정서학습에서 강조하는 생태학적 혹은 환경 중

심적 접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자신의 삶의 경험 

특히 정서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적 성찰과 공감 및 역할채택을 바탕으

로 한 도덕적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정서학습에서 강조하고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이며 배려적인 학교 및 교실 풍토를 조성’하는 

방법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는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교실 및 학교 공동체의 풍토를 개선

하는 방안을 교과 수업 및 학교 일상에서 폭넓게 적용하는 방법과 이미 

학교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

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교과수업 및 학교 일상에서 사회 정서적 역량과 도덕성 발달

 

  교사가 교과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또는 학교일과 중에 단서주기

(cluing)와 스캐폴딩(scaffolding) 대화를 통해 사회정서학습을 도울 수 있

다. 단서주기는 학생들이 집단 상담이나 교과수업에서 배운 사회정서기

술을 회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서와 규칙을 알고 학교 곳곳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스캐폴딩 대화는 문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을 때 학생들이 문

제 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교사가 질문을 던지

고 대화를 이끄는 방법을 말한다.110)

  또한 이와 관련하여 Social Decision Making/Social Problem 

Solving(SDM/SPS)프로그램이 교과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은 

110) 신현숙,「학업수월성 지향 학교에서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제 8권 2호(한국심리학회, 2011, 8),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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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을 포함한 학교일정 전반에 걸쳐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문제

를 응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 기술과 사회 정서적 기술을 배운다.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을 응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우선, 학생들은 집단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

절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러한 기술의 학습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이든지 그 과정을 시작하기 이전에 밟아야 할 중요한 단계이다. 만약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 학생들의 감정과 사고오류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침착하게 가라앉히는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사용의 토대가 확립된 후에는 학생들에게 FIG TESPN111) 문제해결 및 의

사결정의 과정을 가르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유능성 발달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사회정서학습의 수업을 

두루 접할 수 있게 하고, 명시적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학생의 사회 

정서적 요구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모두 동일한 개념을 배

우고 일관성 있게 수행 피드백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회 정서적 기술을 

연습하고 자연스럽게 강화를 받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 

정서적 기술을 자신의 일상생활에 통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2) 공동체 의식 및 배려윤리 태도 함양

  공동체적인 관점은 공동체를 도덕성과 도덕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

111) FIG TESPN은 다음과 같다. ① 정서의 확인(identify Feelings), ② 문제의 확인(Identify 

the problem), ③ 목표의 설정(Goal setting), ④ 해결방안의 구상(Think of solution), ⑤ 결

과의 예상(Envision consequence), ⑥ 최상의 해결방안 선택, ⑦ (선택한 최상의 해결방안) 계

획과 시행(Plan it/try it), ⑧ 발생한 결과의 파악(Notice what happ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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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성요소로 본다. 또한 공동체를 단순히 수단이 아닌 목적 혹은 도덕 

생활의 이상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공동체는 개인에 있어

서의 도덕적 정체성의 모태가 되는 동시에 도덕적 덕을 시범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하다. 우리들의 도덕적인 인격은 공동체 생활을 필요로 하며 

우리들은 도덕 공동체의 한 성원이 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함으로써 도

덕적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적인 관점은 도덕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나 학급 자체를 

하나의 응집력 있는 도덕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왜냐하면 단순히 공동체의 도덕 규칙들과 의식들, 그리고 표준과 행

위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도덕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생길 수 없기 때

문이다. 우리는 도덕 공동체 생활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유대감을 가

짐으로써, 그리고 기능과 도덕을 실천함으로써 도덕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112)

  듀이는 교실이 삶의 한 부분이며, 학생들 스스로 민주적인 사회 교실

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집단의 성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고, 시민의식을 발달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13) 

  이와 같은 맥락으로, 콜버그는 자신의 후기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정

의로운 공동체 접근(just community approach)’에서 공동체의 영향력을 

간과한 전기 이론을 수정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학교의 제도, 관

행, 문화에 주목한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에 의사결정, 보상과 처벌,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작용 등을 경험하며 암암리에 그 안에 담겨있는 가

치, 도덕규범 등을 내면화함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콜버그는 학생들

의 도덕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학교의 구조와 풍

토를 공유된 숙고(shared deliberation)를 통해 공동선을 촉진하는 '참여 

민주주의'로 실현하고자 한다.114)

112) 정창우,『도덕 교육의 새로운 해법』(서울: 교육과학사, 2009), pp. 235-236.

113) D. K. Lapsley & F. C. Power, 정창우 역,『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서울: 인간사랑, 

2008), p. 515 참고.

114) 파워(F. C. Power)와 히긴스(A. Higgins)는 학교의 도덕적 풍토로서 정의공동체 접근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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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딩스(Noddings)는 ‘배려, 정의, 그리고 공정’이라는 글을 통해 

‘배려를 중심으로 한 정의와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정의적 추

론의 기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사회 도덕적 이슈에 대하여 우리를 깊

이 있고 폭넓게 사고하도록 돕는 데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으므로 배려 

지향을 중심에 둘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나딩스에 따르면 내가 한 

일이 인간 관계적 측면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공동체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내린 결정의 결과가 현재의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행복

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질문들은 정

의의 원칙을 넘어서게 한다.115)

  이렇게 볼 때, 학교의 도덕적 풍토란 학생 개개인을 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하고 주인 된 권리를 부여하여 강제나 외압이 아닌 자율성을 인정하

는 민주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학교의 구조 및 풍토가 민주적이

어야 한다는 것은 학생 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사와 교사의 

관계를 포괄하며, 모든 관계의 민주성은 교과 수업, 교칙 제정 및 준수, 

학교 행사 등 모든 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구성원들은 자신과 공

동체를 위한 목표를 공유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받아야 한

다. 이러한 학생의 직접적인 참여, 그리고 학교의 수용은 학생들에게 참

여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의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다. 공동체에의 소속감은 학생들의 친사회적 감정 및 행동 경향성과 

학업성취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소속감과 집단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학업성취와 친사회적 경향성, 

도덕 발달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학교 구조가 

참여적인 민주공동체여야 함에 당위를 부여한다. 다양한 연구들은 학생

들이 학교의 목표나 규칙,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 소외

감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협동적이고 인화적이

과를 입증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정의공동체 접근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는 첫째, 개인의 도덕적 기능을 발달, 둘째, 시민성 함양이 있다. 

115) D. K. Lapsley, F. C. Power, 정창우 역,『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서울: 인간사랑, 2008),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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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기 통제를 강조하는 학교에서보다 매우 엄격하게 규제된 학교의 통

제 하에서 무력감과 소외감을 더 느낀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7개 고

등학교에 대한 연구는 학교와 학급 목표를 정하는데 있어 학생보다 행정

가나 교사들이 목표를 정하고 지나치게 권위를 행사하려는 것을 알면, 

학생들이 강한 무기력과 고립감, 소외감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116)

  학교 공동체는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

영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수업시간의 민주적 

학습 경험과 더불어 교과 외 활동, 의사결정 기구 마련 등을 통해 공동

체에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의 참

여 경험은 학생들이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

는 시민적 능력과, 그 과정 자체가 갖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친사회적 경향성 및 

도덕성 발달, 학업성취를 촉진할 것이다. 

  사회정서학습 이론가 및 연구자들은 사회정서학습이 단순히 반사회적 

행동을 순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교사와 학생을 모두 포함

한 대상 학급과 학교,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곧 한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수많은 심리적 요인들이 무엇이며, 개인이 다양한 

시스템 가운데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 즉 레빈(Lewin)의 이론에서 

시작된다. 레빈은 인간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취향에 영향을 받는 것처

럼 상황적 맥락에 의해서도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최초의 학자

였다. 이러한 관점은 다양하고, 상호작용하며, 개인이 발달하고 적응하는 

역동적인 단계의 시스템을 정의하고자 하는 지역 공동체의 심리-사회 생

태학적 관점으로까지 확대되었다.117)

116) 이광성,『학교와 교실에서의 시민교육』(서울: 원미사, 2005), pp. 40-42 참조.

117) M. J. Elias, S. Parker, M. Kash, R. Weissberg & M. U. O'Brie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view toward convergence” in L. Nucci & D. Narvaez(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New York: Routledge, 2008), pp. 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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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기술 및 도덕적 가치들은 부모나 다른 양육자, 

가족 구성원, 교육자, 의료진, 또는 아이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

은 공식, 비공식 그룹들과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조직, 그들이 사는 지

역의 이웃 주민과 공동체,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시대사

조의 성향에 의해 규격화 된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반드시 더욱 큰 생태적 프레임에 맞춰줘야 함을 의미한다. 또

한 사회 정서적인 개입은 반드시 더욱 많은 것을 포괄해야 하며 그들의 

영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들이 던진 메시지와 일치해야만 한다.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태적 프레임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학교로 

확장된다. 따라서 학교 및 학급의 생태적 프레임이 중요하다. 이는 곧 

학교 및 학급의 풍토와 연관되며 잘 구조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 지지적인 풍토(supportive climate)는 학생들의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

고 도덕적 수행을 지지한다.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은 암묵적 지식 및 직

관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암묵적 지식 및 직관은 사회문화적 환

경에 의해 형성, 조율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도덕적 발달에 중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및 학급 공동체의 지지적이고 배려적인 풍토를 형

성하는 방법에는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배려의 학급 공동체(Caring School Community)’프로그램

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관계의 증진, 책임감의 함양, 존중을 교육하

는 핵심원리를 적용하여 긍정적이고 건강한 학교 풍토의 조성에 초점을 

둔다.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교실 

내 행동에 관해 토론하는 학급회의, ② 관계와 신뢰를 쌓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연령의 학생 짝을 구성, ③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해 부모

에게 공지하고, 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참여할 기회 제공, ④ 전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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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비경쟁적 활동의 실시와 

같은 네 가지의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118) 

  활동 중심의 수업모형을 활용하여 정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특정 정서를 확인하는 방법과 등

장인물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방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학생들을 위한 추천도서가 선정된다.

  20여년의 연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성취동기가 

높아졌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했으며 갈등해결 기술이 향상되었고, 타인

에 대한 공감과 이타성의 수준이 상승하였다. 즉 배려의 학급 공동체 프

로그램은 학교 기반의 프로그램이지만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기술을 발

달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가족 참

여의 가치를 강조하며, 프로그램 자료에 가족을 포함시킨다. 또한 이 프

로그램은 1년 단위로 실시되며, 여러 학년에 걸쳐 조직적인 방식으로 전

개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프로그램 성과의 효과성과 지속가능

성이 6학년 이후에도 나타났으며 인구학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에서도 

성과가 증명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 및 교육적인 특성이 미국의 사례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학교 및 학급 공동체의 풍토 조성 및 민주적인 참여

를 중시하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우리

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점이 있음에는 분명하며 이러한 점에서 다양

한 학교 풍토 조성 사례들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지닌다 하겠다. 따라서 

여러 사례들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우리가 수용해야 할 점을 수용하고 개

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118) W. M. Kenneth & A. G. Barbara, 신현숙 역,『사회정서학습: 정신건강과 학업적 성공의 

증진』(서울: 교육과학사, 2011),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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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인성교육의 보완책으로서의 

사회정서학습 

  최근 들어 학생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학교폭력,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욕설의 일상화 등의 부정적인 현상들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한다.119)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핵심 인성 덕목에서 

평균 이하의 기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바

탕으로 조화로운 삶을 가꾸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핵심 인성 덕목인 ‘배

려’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데 필요한 핵심 인성 덕목

인 ‘자율적 사고와 행동’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계 최고의 지적 성취를 이루고 있으나,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은 낮고 사회적 상호능력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 역시 10명 중 7명은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을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청

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전반적으로 자아개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어른에 비해, 성장할수

록 자기만족감과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관심이 부족하며 타인과의 

상호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120) 

  또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2012)가 2011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

학교 3학년(13세-18세)의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 7차 청소년건

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42.0%가 평상시에 스

트레스를 느끼고, 32.8%는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

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을 느낀 적이 있으며, 19.6%는 자살에 대해 심

119) 현주,「학교 인성교육의 의의와 과제」,『한국교육개발원 POSITION PAPER』, 제9권 2호

(통권 제151호)(한국교육개발원, 2012), p. 1.

120) 천세영,『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12-41(교

육과학기술부, 2012), pp. 13-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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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고, 6.8%는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며, 4.3%

는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121)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경우, 바람직한 성품

과 핵심 인성역량의 계발에 어려움이 따르고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

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성 수준은 어른들

에 비해 낮고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더욱 낮아지는 상황을 보이며,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응답의 비율이 높고,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대부분 학교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학교폭력과 왕따에도 노출될 수 있

는 청소년 인성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122)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

적인 인성 교육적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성 관련 실태 및 학교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학생들의 정서 문제 및 문제행동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나 인성교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못하며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

세이다. 정서 문제 및 학교 부적응과 관련된 문제들도 상당수를 차지하

며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좀 더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아동 및 청

소년들의 인성 관련 실태 및 학교폭력 현황을 알아보고 사회정서학습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방

향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관련 연구 보고서 

및 정책개발계획 등을 활용하여 현 실태를 분석한 후 앞으로의 우리나라

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인

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사례를 

활용할 것이며, 특히 미국과 싱가포르의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사례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121) 질병관리본부,『제 7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질병관리본부, 2011).

122) 천세영,『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12-41(교

육과학기술부, 2012),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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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선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먼저 진단해 보고 부족

한 점과 개선할 점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입시와 성적 위주의 

교육으로 체계적인 학교 인성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성보다 교과 성

적을 우선하는 사회풍토로 인해 학교, 가정, 사회는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였으며 학교폭력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해지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학교, 가정, 사회에서 인성교

육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의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시간과 학업성취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지만 운동 시간과 여가 시간은 감소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둘째, 전반적인 인성교육이 문제 학생 대책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학

교에서의 인성교육의 방향이 문제 학생 중심의 생활지도나 기본생활습관 

등 인성의 개인적 특성들에 주로 맞추어져 있다. 물론 학교마다 인성교

육계획이 어떤 형태로든 마련되어 있지만 시간 확보, 차시별 교육내용, 

학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내용, 교수방법, 효과 측정 등의 구체적인 내

용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인성교육은 학교 수준의 일관된 인

성교육이 있다기보다는 담당교사의 의지에 따라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

나 자치활동 시간, 또는 조례 및 종례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123)

  셋째,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화동 미비로 인한 학생-교사-학부모 

간 소통이 부족하다. 약 3%의 학생들만이 고민을 가장 먼저 상담하는 대

상으로 교사를 선택하였으며 학부모나 교사가 인식하는 수준보다 혼자 

123) 현주,「학교 인성교육의 의의와 과제」,『한국교육개발원 POSITION PAPER』, 제9권 2호

(통권 제151호)(한국교육개발원, 2012),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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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는 학생이 많은 편이었다. 또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친구와 상의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부모님께 상의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

생님이 있는 학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124) 

  넷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매뉴얼 부족으로 인성교육이 어렵다. 인성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하고 변화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인성교육 매뉴

얼이 필요하다. 학교가 인성교육에 관한 열의와 관심은 많지만 실제적으

로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은 부족하므로 이러

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적 특성의 인성덕목보다 개인적 특성의 인성덕목을 강조

하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특성의 인성 덕목보다는 개인적 특성의 인성 덕목을 더 중요시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조화롭고 원만하게 타인과 관계

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

며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가

능한 것이다.125)

  여섯째, 인성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실제 인성교육 간에 괴리가 있다. 

학교마다 교육계획서 안에 인성교육이 하나의 목표로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략은 학력신장에 밀려 미비

한 실정이며 교사들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수

업시수의 제한, 과도한 업무, 학력의 강조, 부모의 무관심, 생활지도 등

에 밀려 형식적인 수준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학교 시기의 

인성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각각의 측면들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124) 천세영,『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12-41(교

육과학기술부, 2012), p. 23.

125) 현주,『학교 인성교육의 의의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POSITION PAPER, 제9권 2호(통

권 제151호)(한국교육개발원, 2012), pp. 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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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과 실제로 고려되고 있는 정도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원의 역할과 

사기가 부족하다. 입시와 성적 위주, 그리고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소홀히 여기는 풍조가 생겨나고, 책임보다는 각

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앞서고 있다. 다양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각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의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126)

  이와 관련하여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인성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지적 측면에 머물러 있는 인성교육

이 아닌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함께 강조하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알고 감정으로 느낀 것을 행

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최근 발달심리 연구자들은 인성 형성에 대해 도

덕적 지식과 감정이 도덕적 행동으로부터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행동이 양성될 수 있는 주된 방법으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생들

이 실제로 행동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예: 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것 등

이 강조된다. 인성교육은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

면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는 정

서적 측면 및 행동적 측면보다는 인지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성교육의 효과가 학생 개개인에게 체화되기 위해서

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다양한 측면을 고르게 고

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행동적인 측면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

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정서학습을 활

용하여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성교육 활동과 담임교사의 주

126) 천세영,『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12-41(교

육과학기술부, 2012),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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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에 개별 학급에서 실시되는 활동 모두가 체험활동 및 교외활동보다

는 훈화 및 강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현장

의 인성교육 방법이 훈화와 강의 중심의 교내활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교 인성교육 활동은 보다 다양

한 방법들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성교육은 전체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에 의한 교육이라기보다 행동에 문제가 있는 일부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생활지도와 위기 학생들의 상담, 진로지도까지를 모두 포함하

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문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위기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진로지도 모두 인성교육의 궁극

적인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인성교육이 국어나 수학을 가르치

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바른 품성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차원이라고 본다

면 생활지도나 상담은 대책차원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생활지도, 상담, 진

로지도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차원

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 중심이 아닌 예방요인을 강조하는 사회정서

학습을 활용한 학교생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개인적인 특성의 덕목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특성의 덕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타인에 대한 이해 및 타인

을 배려하는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사회정서학습은 타인의 정서를 인식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관리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중시한다. 

인성교육 역시 자기 자신의 됨됨이는 물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덕목과 행동을 위한 교육이다. 따라서 타인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인성교육의 시작이며 이는 곧 사회정서학습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능력은 상이한 정서에 대한 얼굴 표정이나 상황

적 단서 알아채기, 사람들의 다양한 정서 인지하기, 상대방이 자신의 생

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잘 듣기, 동일한 상황에서 상대방 역할 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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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기 자신과 상대방과의 유사점 및 다른 점 살펴보기 등을 통해 증

진될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

해 보게 하는 질문 제공과 바람직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지역과 국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과 현상들에 대한 이슈들의 

제공으로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학교 자체가 인성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

의 목적이 진정한 의미의 학생들의 성취에 있다고 할 경우, 학교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인성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학교 교직원들의 행동이나 

대화가 소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 불리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교육에 관

여되기 때문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사회의 성인들이 학생들을 대

하는 방식, 또는 학생들이 성인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전달되는 모든 가

치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

문에 모든 학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참된 인성교육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성교육에 

참여하여 학교의 이러한 잠재적 교육과정을 외형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며, 학교가 인성교육을 위해 정한 핵심윤리에 반대되는 사건들이 학

교에 발생할 때 이들 상황을 문제 삼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교직원들

이 상호 간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좋은 역할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보통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니길 원하는 인성 특성들은 학교구성원(교사, 

교직원 등 학교지역사회)들에게도 필요한 인성 특성이라는 점에서 그렇

다. 따라서 도덕적인 학교 풍토 조성 및 배려적인 학급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학급 및 학교의 구성원 역시 도덕적이고 배려적이며 지지적인 

안전한 풍토 안에서 사회 정서적인 유능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

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과와 연계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과와 연계한 인

성교육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교사 개인의 열의와 성의에 따라 이루어지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의 연간 교육계획서 속의 인성교육 부



- 127 -

분은 치밀한 계획 하에 실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침이라기보다는 단

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문서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 

인성교육 특히 교과와 연계한 인성교육은 담임교사나 수업시간에 들어가

는 교사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업시간이 교과수업인 학교생활에서 인성교육이 활성

화되고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과수업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의무

화하고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미 앞서 교과와 연계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업성

취를 높았다는 결과는 이러한 점에서 사회정서학습과의 연계에 힘을 실

어준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을 작성하고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나와 있는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

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새롭게 우리나라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새

로운 프로그램을 고안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하여 가장 활발하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미국이므로 미국

의 인성교육에 대한 최신의 동향으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인성교육은 법으로 정해져서 지켜지고 있다. 즉 미국은 

법(No Child Left Behind127))에서 인성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주

요 덕목으로 배려, 시민의 덕 및 시민성, 존중, 책임, 진정성 혹은 신뢰

성, 봉사, 그 외에도 필요하다고 여기는 덕들을 학교에서 선정하여 교육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인성교육에 있어서 이 같은 

덕목들의 중요성과 아울러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

를 법 제정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이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현재와 같이 정책으로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방예의지국

127) No Child Left Behind(NCLB)는 아동 낙오 방지법으로 미국의 법률이다. 일반교육과정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으로 미국의 각 주에서 정한 성취기준을 성취도 평가를 

통해 만족시켜야 하고, 그 기준을 만족 시키지 못한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은 제재를 받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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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명성에 걸맞게 구두선으로 하는 외침보다는 법 제정과 같은 실질적

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부모,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있다. 미국은 학교에서 인성교

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가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효과적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들이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전반의 분위

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과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

들이 자연스럽게 시민의식을 계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

다는 것이다.  

  셋째, 논리적 위계성 및 실제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인성교육은 자

신부터 시작하여 나선형으로 퍼져나가는 논리적인 위계성을 지니고 있으

며 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128) 즉 자

신을 둘러싼 주변 공동체(학교를 벗어난 지역사회)에 자신이 어떠한 영

향을 끼칠 수 있는지 직접적인 활동(캠페인, 지역 인사 인터뷰 등)을 통

해서 깨닫는 기회를 제공한다.129) 

  마지막으로 교육의 최종목표로서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인성교

육이 인성교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성취와 문제행동의 

향상과 같이 학교생활 전반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성 계발

이 학습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최종 목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인성교육 사례 및 인성교육에의 강조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정부

128)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학생 인성교육의 중심이 되는 자아개념 확립과 가족과 관련된 활동은 

미국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학교로 올라가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 범

위를 넓히고 있다.

129) 또한 인생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한 추상적인 사고 활동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

면 음악 감상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생각하게 하고 인생의 한 구성원임을 알게 하는 활동 등

이 있다. 또한 주된 대상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외 학

년에서 필요하다면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

용 중에 다른 학과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같은 주제라

도 학교급에 따라 다른 접근이나 내용을 적용하여, 동일한 주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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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2011년 말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이 계속 발생하면서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 이슈들이 오랜 기간 주목을 받

지 못하고 다른 이슈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

하고 학교폭력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에 의하면 학교 폭력 문제는 2008년 이래 약

간 주춤하는 듯 했지만, 최근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 

초·중·고등학생 중 31.8%가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지만 이중 반

수 이상은 자신도 같은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또는 대처할 방법을 

몰라서 모른 척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책임 있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말로 하는 협

박이나 욕설’, ‘집단 따돌림’, ‘돈 또는 물건 빼앗김’, ‘손, 발 또

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갇힘’,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하는 욕설과 비방‘ 등은 유형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학교

급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130) 

  이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사회 정서적 기술을 습득할 것이라 기대해

서는 안 된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정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가정교

육 및 학습의 장이 더 이상 아니며, 친족 간의 유대관계와 이웃관계를 

통한 사회 정서적 기술의 학습은 점점 더 불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 자

130) 현주,「학교 인성교육의 의의와 과제」,『한국교육개발원 POSITION PAPER』, 제9권 2호

(통권 제151호)(한국교육개발원, 201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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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었던 사회 정서적 기술 습득 및 훈련을 이제는 학

교에서 담당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즉 학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 

정서적 기술을 증진해야 하며 건강하지 못한 행동이 발전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크게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로 나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은 다른 어떤 노력보다도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원인과 현상, 대응에 있어서도 유

사성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관

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개최

된 KEDI-MEST 학교폭력 예방 국제세미나(한국교육개발원, 2013)에서 미

국의 ‘세컨드 스텝(Second Step)’과 싱가포르의 ‘인성 및 시민교육

(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 CCE)’등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된 바가 있다. 이

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의 핵심 배경 이론은 모두 사회정서학습이

다.131) 

  이미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가 나아가야할 학교폭력 예방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먼저, 우선 싱가포르의 인성 및 시민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우

리나라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

겠다. 

  싱가포르에서 ‘인성 및 시민교육(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 CCE)’의 목적은 학생들을 훌륭한 개인과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가치관을 심어주며 역량을 계발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 10>

131) 정창우,「사회정서학습의 이론 체계와 도덕교육적 함의」,『도덕윤리과교육』, 제 38호(한국

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3, 4),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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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1:자기 인식을 높이고 자기 관리의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적 웰빙과 효과성

    을 높이는 것

L02:진실하게 행동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서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것

L03: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대인관계 역량을 적용하여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 것 

L04:탄력성을 높여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갖추는 것

L05:국가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고 싱가포르에 대한 소속감을 지니며 국가 발

    전에 헌신하는 것

L06:싱가포르의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사회적 융합과 조화

    를 촉진하는 것

L07: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와 국가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

L08:정보력을 갖춘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적 이슈

    에 대해 성찰하며 대응하는 것

<표 10> 8 CCE 학습 성과

과 같이 CCE는 8가지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132)

싱가포르의 인성 및 시민교육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특히 

사회적, 감성적 학습을 위해 전인적 발달을 강조하며 중등학교에서는 사

회정서학습을 위한 가치관, 지식, 기술을 가르친다. 특히 담임교사를 통

한 교육은 담임교사와 학생들 간의 충분한 상호작용 시간을 제공하고 학

생들에게 사회 정서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싱가포르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가치관 교육 중심의 근원적, 간접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적, 감성적 역량을 높이며, 학습과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

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통합성, 탄력성,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부모와 지역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사례뿐만 아니라 미국의 Second Step 프로그램 역

132)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website; http://www.moe.gov.s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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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회 정서적 기술을 가르치고 비행을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

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

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년별로 별도의 커리큘럼이 구분

되어 있지만, 모든 학년에서 다섯 가지의 공통된 주제(공감/의사소통, 또

래 괴롭힘 예방, 정서관리, 문제해결/의사결정/목표설정, 약물남용 예방)

를 다룬다. 주로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링 학습, 코칭, 피드백 제공의 방

법으로 매주 1차시씩 50분 동안 구조화된 사회정서학습 커리큘럼을 실시

한다. 이 커리큘럼에서 다루어진 주제를 언어, 사회, 과학 등 교과수업 

시간에 다시 언급하여, 학생들에게 사회 정서적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정서학습의 여러 개입 프로그램 가운데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교과 수업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전형적인 교육과정의 하나로 간주

된다. 

  Second Step의 교육과정 내용은 세 가지 영역(공감, 문제해결, 정서 관

리)의 수업으로 구분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년 이상 엄격한 절차를 

걸쳐 평가되었으며, 친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고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요한 사회 정서적 기술을 향상시킨 20년의 업적을 자랑한다. 

또한 교직원은 Second Step을 수업시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실

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133)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과수업과는 별도의 시간에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 예를 들면, ‘Strong kids/Strong Teens’ 

프로그램은 ‘심리적 웰니스에 이르는 경로’를 근거로 설계된 사회정서

학습 커리큘럼 시리즈다. <표 11>134)과 같이, 이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내

용은 사회 정서적 유능성의 다섯 가지 요인을 포함한다.

133) W. M. Kenneth & A. G. Barbara, 신현숙 역,『사회정서학습: 정신건강과 학업적 성공의 

증진』(서울: 교육과학사, 2011), pp. 70-71 참조.

134) 신현숙,「학업수월성 지향 학교에서 사회정서학습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제 8권 2호(한국심리학회, 2011, 8),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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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내용
사회 정서적 

유능성 요인

1. 프로그램 소개:

정서 강도 훈련

커리큘럼의 개관, 주요 용어(예, 정서, 자

기존중감, 우울)의 정의, 행동기대의 소개

2. 나의 정서 이해

(Ⅰ)

정서어휘의 학습, 유쾌한 정서와 불쾌한 

정서의 식별, 다양한 상황과 정서의 관계

에 대한 이해

자기 인식

3. 나의 정서 이해

(Ⅱ)

정서 표현의 적절한 방식과 부적절한 방

식의 식별

자기 인식

자기 관리

4. 분노 관리

분노의 특징에 대한 이해, 정서적 정서로

서 분노와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공격의 

구분, 6단계 모형에 따른 분노 관리의 기

술 연습

자기 관리

대인관계 기

술

5. 타인의 정서이

해

공감의 이해와 공감 기술의 연습, 조망수

용, 정서의 신체적 단서를 확인하고 정서

를 파악

사회적 인식

6. 명확한 사고

(Ⅰ)

부정적, 부적응적 사고 패턴과 일반적인 

사고의 오류 확인
자기 인식

7. 명확한 사고

(Ⅱ)

부정적 사고 패턴을 없애는 전략을 일상

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기법의 연습

자기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8. 긍정적 사고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대체하는 

기법의 연습, 합리적인 귀인의 연습

자기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9. 대인간 문제해

결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 모형의 학습, 문제해결 전

략의 연습

대인관계 기

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표 11> Strong Kids/Strong Teens의 구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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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의 확인, 스트레스 대처 기법의 

연습

자기 인식, 

자기 관리

11, 행동 변화: 목

표 설정과 활동 

유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 달

성하는 6단계 학습

자기 인식

자기 관리

12. 종결
지금까지 다룬 주요 개념과 주제의 복습, 

성취한 것에 대한 축하와 보상

보충하기

커리큘럼에서 다룬 기술과 전략의 복습, 

배운 기술의 유지와 새로운 긍정적 변화

의 강화

 이 커리큘럼은 12회기로 구성되며, 회기당 45분씩 학급 단위로 실시된

다. 각 회기동안 교사는 이전 회기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회기별로 

새로 배울 사회 정서적 기술의 소개, 모델링, 역할연습, 소집단 토론과 

발표의 방법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며, 숙제를 내주는 것으로 회기를 마무

리한다. 이러한 방법은 대부분의 구조화된 집단상담의 방식과 다르지 않

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통

해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첫째, 싱가포르의 학교폭력 대응은 매우 근원

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은 학교폭력을 예

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

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능력 등

을 배양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싱가포르의 교육은 학교폭력

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셋째, 친근하며 학습 및 도덕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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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어야 한다. 즉, 공동체 의식 함양,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

육환경, 그룹 활동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학습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학교, 지역사회, 가정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적 

여건을 충실히 갖추고자 노력해야 하며, 학교 주최로 이루어지는 행사 

및 정기적인 학생-학부모-교사와의 만남 등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의 연계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기관이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재정지원과 프로그램의 질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

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사회

적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장기간에 걸쳐 효율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학습 장애 및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중

점을 두려면 장기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구성원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특히 고등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진로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다소 소홀한 경향을 띠고 있으나,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

학교, 고등학교로 연계되는 장기적인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 정서적 기술 관련 교육은 단순히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나 위

기의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 및 기술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를 미리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되려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방안의 

모색은 결국 예방의 실제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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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훌륭한 프

로그램이 필요하며 훌륭한 프로그램의 개발만큼이나 다른 조건들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즉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프로그램은 교육자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느

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및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될 교육자를 위

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즉 활동을 전개하게 될 교육자들이 사전 

교육을 철저히 받아 누구보다도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예방 프로그램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시

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적절한 프로그램 활용 시기를 미

리 정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

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이 좋

으며 예방 프로그램이므로 지나치게 늦게 이루어지거나 지나치게 일찍 

이루어지지 않게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미리 시범 대상을 통

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고 프로그램의 결과 및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즉 시범 실시를 통해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한 후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의 질적 개선 및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도 우수해야 하지만 사회 문화

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즉 이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신념과 규범을 반

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문화적으로 적합하게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고안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취지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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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적용 방법을 잘 아는 교육자 및 교사가 시행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가장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에 시행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발달 상황 및 지역공동체의 상황 및 요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행동 및 비행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

험요인의 규명으로부터 점차 보호요인으로의 연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

으며,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이 개인의 정서 심리적 요인들과 상호작용

하고 문제행동 유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이렇게 수행된 연구를 통해,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

년들에 비해 위험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더 적은 보호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우울하고 공격적이며, 여학생 비행청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의 열악함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처벌 위주에서 지원적 형태로 

바뀐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전히 문제행동을 저지른 후 대책을 모색

하는 사후적 접근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회정서학습과 

여러 예방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예

방교육이 절실하며,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을 통해 비행

을 경험할 가능성을 줄이고, 교실과 학교 환경을 교육적으로 만들어 선

별적 중재와 기본 중재 간의 상호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의 인성과 도덕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도덕과 교육

에 사회정서학습을 통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예방프로그램도 필수적이지

만 도덕과 교육에 이를 통합한 예방교육이 실시된다면 보다 장기적인 교

육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현행 도덕과 교육은 전통적 인지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도덕교육을 해

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오히려 정서와 행동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를 

인정하고 인지, 정서, 행동의 통합교육을 추구해왔다. 사회정서학습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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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과와의 통합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보인

다. 최근 랩슬리(Lapsley)와 나바에츠(Navaez)는 사회적 기술에 근거한 

인격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올바르

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판단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술 역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정서학습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

한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학생에게서 문제행동의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모든 학생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예방교육은 보편적 예방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하

여 가능하다. 또한 사회 정서적 능력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학생의 발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사회적 어려움을 개선해 

주는 주요한 보호요인이므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

서서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학교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정서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지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게 하는 데에도 책임이 

있지만 정서적, 사회적으로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 정서적 기술

을 습득하게 하는 데에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회 정서적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학교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도덕과

와 연계 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사회정서학습 연구자들은 사회 

정서적 기술이 도덕교육이나 인격교육과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

며, 통합의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이때, 사회정서학습 및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도덕과 교육에 어떻게 접목하고, 효과성을 위해 개선해야 하

는지 앞으로 더욱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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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그동안 이루어져 온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지적인 능력을 키

우는 일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교육의 결과로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는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문

제들은 학교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기술 교육의 필요성을 대변하며 이러한 대안으

로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사회정서학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의 인지 중심 교육의 한계

로 인한 정서교육의 필요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서는 이

성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성과 정서는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

다. 이로 인해 이성 위주의 교육이 교육 전반을 주도하게 되고 학교교육

의 내용이나 방향이 명시적, 잠재적으로 이성을 고양시키는 교육에 집중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적절한 정서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

은 정서 행동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지

고 있다. 이는 곧 정서가 중요하며 적절한 정서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뇌 과학의 발달로 정서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중

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정서의 인지적, 동기적 측면의 중요성 또한 정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서

지능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적절한 정서는 꼭 필요하며 학생들

에게 이러한 정서적인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필수적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또한 그동안 이루어졌던 반응적 개입(reactive intervention) 대책은 이

미 발생한 문제의 사후 개입 및 처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문제가 발생

하기 전 보편적이며 적절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보편

적이고도 전반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보호요인의 중요성 및 강조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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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와 관련하여 공중 보건 모형은 사회정서학습과 조화를 이루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속해있는 1, 2단계의 1, 2차 예방에 중점을 기울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적 기초는 크게 정서지능 및 뇌 발달 연구, 사회

학습이론과 인지행동기법에 기초하고 있다. 정서지능을 처음 제시한 샐

로비와 메이어(Salovey & Mayer), 정서지능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기여

한 골먼(Goleman)의 연구 및 정서지능에 대한 좀 더 심화된 연구를 한 

바온(Bar-on)의 연구를 통해 정서지능의 이론은 점점 구체화된다. 또한 

이성과 정서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정서와 인지를 담당하는 두

뇌체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는 점이 뇌 과학의 여

러 성과로부터 증명되었다. 즉 사회정서학습은 다마시오(Damasio)의 연

구 및 베차라, 다마시오, 바온(Bechara, Damasio, & Bar-on)의 연구를 통

해 점차 과학적인 기반을 다졌으며, 반두라(Bandura)의 모델링 및 공격적

인 행동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사회학습이론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제공하는 인지행동기법을 통해 이론적인 기초를 다졌다. 

  이러한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적 기초 및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 

정서적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으며 이는 곧 사회정서학습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오늘날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적 구축 및 정교화, 

실천적 지침 개발 및 프로그램 확산은 미국의 ‘학업 및 사회정서학습협

회’(CASEL)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CASEL에 따르면 사회정서학습은 

정서지능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뇌 과학 영역에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

로 등장한 것이며 다섯 가지의 핵심역량 영역에서의 지식, 태도, 기술을 

학습자들이 획득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핵심

역량 영역 다섯 가지는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량별 각각의 하위 기술로 이

루어져 있다. 이러한 하위 기술은 정서의 합리적인 면, 정서 조절의 중

요성, 정서의 능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같은 사회정서학습 및 사회 정서적 역량이 우리나라 도덕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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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생태학적 접근 

및 환경 중심적 접근에 주목하여 학교 및 학급의 풍토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교과지식과 사회정서학습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단원이나 주제를 가르칠 때 도덕성 및 사회 정서적 기술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덕과 교사는 학생들에

게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하며 수업시간을 통해 올바른 정서 형성을 위한 

감정코칭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넷째, 일상생활에서의 자연스러운 기

회를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효

과적으로 습득될 수 있는 도덕적 가치 및 정서,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자

기 관리 기술 등을 계발시킬 수 있도록 협력적, 참여적 학습 전략을 활

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국내외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회정서학습의 도덕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서학습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도덕과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도덕과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덕과 교육의 내용은 

CASEL에서 제시한 학교급별 위계를 고려하여 개선 가능하다. 또한, 교

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다양한 교수 학

습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협동학습, 토의·토

론 학습, 역할 채택 및 공감활동, 봉사활동 학습 및 프로젝트 학습, 자아

성찰 등이 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직접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사회 

정서적 기술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며 이는 교과학습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교과학습과 연계하는 방법에는 구조화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법과 교과수업의 내용과 관련된 사회 정서 기술

의 훈련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교과 중에서도 도덕과

와의 연계가 사회정서학습의 기술을 가르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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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여겨진다. 

  교과와의 연계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하는 방안으

로는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교실 및 학교 공동체의 풍토를 개선하는 방

법이 있다. 교과 수업 및 학교 일상에서 사회 정서적 역량과 도덕성을 

발달하는 방안으로는 교과수업 중이나 학교일과 중에 단서주기(cluing)나 

스캐폴딩(scaffolding) 대화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프로그

램(SDM/SPS)의 문제해결 과정(FIG TESPN)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배려의 학급 공동체’(Caring School Community)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및 배려윤리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사회정서학

습은 교사와 학생을 모두 포함한 대상 학급과 학교, 지역공동체의 생태

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급 및 

학교 풍토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사회정서학습은 학급의 풍토를 도덕적

이고 지지적이며 배려적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서학습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인성교육의 보완책

으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며 이는 사회정서

학습을 활용하여 보완될 수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의 문

제점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보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 

정서, 행동 측면에서 균형적인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사

회적 특성의 덕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교과와 연계된 인성교

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자체가 인성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싱

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미국에서 실시되는 

Second Step, Strong Kids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

해 그 효과를 검증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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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정서학습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바르게 인식하고, 스

스로 관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방법과 관계 유지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 삶의 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정서학습은 다양한 메타연구 결과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 능력의 향상, 교과지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의 촉진, 다른 

학생들과 협업하여 학습하는 능력의 향상, 학교생활에 보다 참여적인 태

도 고양, 학습 방해 행위의 감소 등의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적절한 교과와의 연계 및 학교 및 학급 공동

체의 풍토 조성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사회 정서적 기술 교육을 실시한

다면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

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매우 심각한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인성교육의 보완책으로서 사회정서학습은 유의

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격 함양을 통해 건강하고 책임 있는 도덕적 시민

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문제행동

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 정서적 능력은 건강한 성인

으로 발달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다양한 어려

움을 개선해 주는 주요한 보호요인이므로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이는 특히 도덕과와 연계되어 실

시된다면 더욱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사회 정서적 기술이 도덕 교육이나 인격교육과 연관되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고려하여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앞으로 이러한 과정이 

사회정서학습과의 연계를 통해 꾸준히 제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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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for Mo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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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SEL) for moral education. SEL recently became 

the center of attention in this field.  Several juvenile problems and 

disorders caused by cognitive-centered learning, which had been 

practiced until recently, signify to us the importance of SEL. SEL has 

been acknowledged as a universal way of educating to protect against 

and prevent disorders before happening rather than reactive 

intervention measures, which occur after the appearance of disorders.

  SEL aim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emotions of other around 

them and themselves as well. Also, based on this approach, students 

would be able to control and express their emotions efficiently and 

build healthy relationships effortlessly. According to CASEL, SEL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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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based on research in neuroscience and renovative 

understanding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 places emphasis o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five core competences in the areas of 

knowledge, attitudes, and skills that the learners acquire. The five core 

competences are self-awareness, self-management, social awareness, 

relationship management and responsible decision-making. 

  The following are suggestions for using SEL and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Korean moral education. Firstly, it is important to build 

schools and classroom climate based on the Ecological Approach, which 

was touched upon previously. Secondly, when teaching topics and 

chapters of text related to SEL, apply it as a chance to improve social 

and emotional skills and morality. Thirdly, moral educators should be 

role models for students and be a professional emotion coach for the 

formation of proper emotions. Fourthly, it is recommended to use 

natural occurrences as opportunities in everyday life. Fifthly, to develop 

morals, values, and emotions, which are acquired from positive social 

interactions and self-management techniques, the educators should 

make efficient use of cooperative and participative learning strategies. 

Lastly, It is necessary to use programs that are objectively verified. 

  Based on the suggestions, the following are the implications of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for moral education. Firstly, by using SEL and 

SEL programs, the contents and the methods of moral education can be 

improved and supplemented. Secondly, based on the facts that SEL 

decreases disorders in students, develops their learning abilities, and 

cultivates responsible citizens with healthy minds, methods to correlate 

SEL and academic learning should be researched. Especially, the 

relation between SEL and moral education is very important and has a 

special meaning in view of the correlation of social and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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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 and moral development. Also, it is important to focus on 

creating a moral and supportive climate in class and the school 

community through the ecological approach. Lastly, SEL could take an 

important role in complementary measures for character education and 

preventing violence and bullying in schools. 

  SEL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the emotions of others, manage 

themselves, make responsible decisions and think of how their actions 

affect others. These are parts of the stages of training life skills, 

including how to deal with others and managing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any studies including the META Study, SEL leads to 

a variety of positive results such as, an improvement in academic 

achievement, deep understanding of school curriculums, improvement of 

the ability to cooperate with others, participating more actively in 

school activities, and a decrease in academic interruption. 

  Therefore, it would bring a positive result to the Korean education 

system if SEL were effectively integrated into academic learning, 

therefore creating a healthy climate in schools and the community. In 

addition, the benefits of implementing SEL are numerous, as it can play 

a major role in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solving serious juvenile 

and youth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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