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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character education in 
ethics education. The results of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of the five 
academic journals of ethics education are as follows : First, in relation to the 
timing of the study, it is greatly influenced by national curriculum and 
educational policies. Second, in relation to research purposes, research has 
shown that there is a lot of exploratory research, and technological studies 
and descriptive studies are increasing. Third, theoretical studies have shown 
that theoretical studies have become fairly high, and empirical studies have 
shown that qualitative research is insufficient compared to quantitative 
studies. Fourth, the topic of research focuses on the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and implementation. Fifth, in relation to background studies, 
studies in subject matter education are very active and consistent, whereas 
studies are relatively small in subje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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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이자 주관 교과인 도덕과 교육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도덕과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에 나타난 인성교육 연구의 양적 내용 분석
을 시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시기와 관련하여, 국가 교육과
정 및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탐
색적 연구가 가장 많았고 기술적 연구와 설명적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셋째,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이론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실증 연구는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양적 연구에 비해
질적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 주제는 ‘인성교육의 방
향과 실천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다섯째, 배경 학문과 관련하여, 교과
교육학에서의 연구는 매우 활발하고 꾸준한 반면 교과 내용학에서는 비
교적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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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성교육은 그 연원을 따져보지 않아도 오랜 시간동안 우리 교육의 본질적 목적으로 상

정되어 왔음은 분명하다. 특히 유교와 불교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전통에서 교육은 곧 ‘인

간됨’의 과정으로서, 도덕교육과 동일시되어왔다. 이러한 까닭에 인성교육 혹은 도덕교육이

라는 명칭이 존재하게 된 지는 비교적 오래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역사는 상당하여, 우

리의 의식 깊은 곳에 ‘교육은 곧 인성교육’이며 ‘교육적인 것은 곧 도덕적인 것’으로 자리하

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화적인 토양 덕분에 교육은 인간다운 인간, 바람직한 성품

을 갖춘 인간을 배양하는 것이 제 기능으로 간주되어왔고, 배우는 자의 발달과 성장에 도

덕성이 수반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활동은 교육으로서 인정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교육 전통과 문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성교육’이라는 담론이 새롭

게 부상한 것처럼 보인다. 실로 우리 교육은 미군정의 교수요목기를 거치며 변형이 시작되

었고, 그 결과 교육을 통해 전달되어야 할 모든 종류의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은 별도의 교

과목으로 개설되어 분리·전담하는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도덕적인 소양 역시 도덕 교과가 별도로 개설되어 전담하

게 되면서, 인성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는 도덕성 발달을 교육 목표로 하는 도덕 교과가

인성교육을 가장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교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 풍토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로 하여금 도덕 교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을 넘어선 범위의 인간됨 교육에는 관심을 갖기 어렵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본

질적 목적으로서 인성교육은 점차 하나의 구호에 그칠 정도로 유명무실한 목표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이러한 인성교육을 살려내어 다시금 학교 교육의 목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

한 시도가 국가 주도로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 가령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 2012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도덕 교과는 특히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인성교육을 책임지는 교과로서 그 역할을 스스로

천명해왔다. 도덕 교과는 인성교육과의 관계에 있어 교과의 성격을 2012년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성교육의 중핵 교과’(교육부, 2012: 4)로 규정하여 도덕 수업이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교육부, 2012: 29)할 것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도덕과 공통의 성격을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교육부, 2015: 2)로 명시함

으로써 인성교육을 이끌어가는 주관 교과이자 핵심 교과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교육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상당수가 인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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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도덕적인 인간을 배양하는 교육과 그 성격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

실(진의남, 2012: 151)은, 도덕적 인간 양성을 교과 목적으로 하는 도덕 교과가 이와 같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인성교육적 역할을 타당화하고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인성교육의 주관 교과이자 핵심 교과인 도덕

교과에서 인성교육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

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인성교육에 있어 도덕 교과가 점하는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본다면, 도덕과 교육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인성교육은 학교 인성교육의 방향과 성격

을 결정할 만큼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덕 교과가 인성교육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성

격의 접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도덕과에서 이루어진 인성교육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단 한 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현수, 2017). 이 연구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도덕과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인성교육 연구를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

용학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나타난 연구 주제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양적 내

용 분석 방법(quantitative contents analysis)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인성교육 연구의 경향성

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연구 목적과 방법에 있어 차별화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도덕과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그 특징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

정에서 “도덕교육은 인성교육의 핵심이자 일부로 자리하기 때문에, 도덕교육에 대한 대부분

의 연구를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관점은 배제하였음을 밝힌다. 본 연

구의 목적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외치는 목소리로서 최근 90년대 이래 강조되고 있는 인

성교육 담론을 인성교육의 핵심 주체로서 도덕과 교육이 어떻게 접근하고 소화하고 있는가

를 파악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본래 도덕과 교육의 목적과 성격에 해당하는 도덕교육 연

구물은 인성교육의 담론에서 논의되지 않은 경우 인성교육 연구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이

다.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도덕과 교육 분야의 학술 연구 문헌을

메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도덕과 교육에서 이루어진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도덕과 교육에서 이루어진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이 갖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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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방법

A. 분석 대상

도덕과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도덕과 교육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국내 학회의 학술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도덕과 교육을 연구하는 국내 학회는 총 5개로 한국윤리학회, 한국도덕교육학회,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한국윤리교육학회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각 학회의 창간호부터 최근 2017년 7월에 발행된 학술지까지 총 4031개의 논문이 분

석 대상이 되었다. 분석 대상 논문을 발행 연도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회명(학술지명) 발행 연도 논문 편수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1973-현재 1646

한국도덕교육학회(도덕교육연구) 1982-현재 508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도덕윤리과교육) 1990-현재 703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초등도덕교육연구) 1996-현재 565

한국윤리교육학회(윤리교육연구) 2001-현재 609

<표 1> 분석 대상 논문

B. 분석 기준

도덕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을

연구하는 목적과 방법, 연구 주제, 해당 연구가 기초하고 있는 배경 학문이 연구 시기와 각

학술지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도덕과 교육 분야의 학술지

에 나타난 인성교육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기준은 ‘시기,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주

제, 배경 학문’으로 총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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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준 범주

연구 시기 발행 연도

연구 목적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

연구 방법 이론연구(문헌연구), 실증연구(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연구 주제 인성, 인성교육, 도덕교육과 인성교육, 교육과정,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사 교육 등

배경 학문

- 교과 교육학(인성교육론, 도덕심리학, 도덕교육론,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론, 

교사론, 제도론 등)

- 교과 내용학(서양윤리, 동양·한국윤리, 정치철학, 통일교육, 다문화교육)

<표 2> 분석 기준 및 범주

C. 분석 절차

도덕과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인성교육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위하여, 우선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학술지를 발행하는 다섯 개 학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체 논문의 서

지 정보를 Excel 2013 프로그램으로 반출하였다. 논문의 서지 정보 중 제목, 부제목, 국문

초록(요약), 핵심어에 ‘인성, 인성교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연구물을 1차적으로 추출하였

다. 이 과정에서 총 183편의 논문이 추출되었다. 

183개의 논문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목, 국문 초록, 핵심어에 ‘인성 혹은 인

성교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논문의 전체 주제와 내용 구성이 인성교육의

담론에 포함되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히 언급된 연구물을 제외하여 다시 141편의 논문을 추

출하였다. 가령 첫째, 창의·인성교육의 경우 핵심어와 국문 초록에 ‘인성교육’이 등장하여

추출되었으나,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따른 ‘창의·인성교육’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내용은 철

저히 창의성 교육에 초점이 있다면 검토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특정 학자나 고전의

인성 개념을 탐구하였으나 인성교육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내용학적 지식에 머무

른 경우 역시 검토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도덕성 발달 이론 등을 다루어 내용이 본래

학술지 성격에 부합하는 도덕과 교육에 해당하지만 인성교육은 단순히 언급된 경우, 도덕

과 교육에만 해당하는 연구로 간주하여 인성교육 연구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론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도덕성 및 도덕교육에 대한 연구는 인성교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도덕과 교육 연구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도덕과 교육의 주된 연구 대상이자 목적에 해당

하는 도덕성 및 도덕교육 연구는 배제하는 것이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구분이 모호한 상당수의 논문은 연구자가 전문을 정독하여 인성교육 연구에의 해당 여부

를 판단하였으며, 연구자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과정을 반복하였다. 오차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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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을 때까지 추출된 전체 연구물에 대한 총 4번의 검토 과정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

로 130개의 논문이 인성교육 연구물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연구물을 분석 기준인 ‘연구 시기,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배경

학문’에 따라 코딩하였고, 코딩 과정에서 연구 주제, 배경 학문이 중복되는 경우는 멀티 코

딩 처리 하였다. 특히 연구 주제 및 배경 학문의 경우 추출된 130개의 논문을 범주화하였

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였다.1) 그 결과 배경 학문은

15개, 연구 주제는 16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코딩 결과를 토대로 각 분석

기준에 해당하는 빈도와 백분율(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산출하였다.

Ⅲ. 분석 결과 및 논의

A. 시기

인성교육에 대한 도덕과 교육의 연구 동향을 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발행연도

학술지명

1973-

1995

1996-

1998

1999-

2001

2002-

2004

2005-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현재
총계(%)

윤리연구 · · 1 1 · 3 2 9 16(12)

도덕교육연구 · 1 1 · · · 1 5 8(6)

도덕윤리과교육 · 4 1 1 2 4 6 15 33(25)

초등도덕교육연구 미창간 4 2 · 1 8 10 21 46(35)

윤리교육연구 미창간 2 · 1 2 2 2 18 27(21)

총계 0 11(8) 5(4) 3(2) 5(4) 17(13) 21(16) 68(52) 130(99)

<표 3> 시기별 연구 동향

우선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초등도덕교육연구』가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는 『도덕윤리과교육』이 25%, 『윤리교육연구』가 21%, 『윤리연구』가 12%, 『도덕교육

연구』가 6%를 차지하여, 이와 같은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 시기와 관련하여, 1973년부터 1995년 사이에는 『윤리연구』, 『도덕교육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에서 인성교육 관련 연구물을 발견할 수 없었고, 『초등도덕교육연구』

와 『윤리교육연구』는 창간되지 않은 관계로 하나의 범주로 묶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

1) 총 130개의 논문을 멀티 코딩한 결과, 연구 주제는 136개, 배경 학문은 162개의 총계가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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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사이에는 『윤리연구』를 제외한 네 개의 학술지에서 모두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물

이 발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에서 2010

년 사이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서 2013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5년 5.31 교육개혁의 방안 중 하나

로 ‘실천 중심 인성교육’이 추진됨에 따라 이 시기부터 도덕과 교육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나 연구는 꾸준히 시도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인성

교육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창의·인성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등장하였을 뿐만 아

니라 새로운 교육 목표로서 국가 주도 하에 전향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도덕과 교육과정

에 도덕 교과를 ‘인성교육 핵심 교과’로 명시함에 따라, 도덕과 교육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추진력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012년 2월에 발표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에서 학교 폭력의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인성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 발의되어 2015년 12월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영

향으로 현재까지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물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도덕과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연구가 국가 주도의 교

육 정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B. 연구 목적

연구 목적을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로 구분하고,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

라 연구 동향을 학술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목적

학술지명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 총계(%)

윤리연구 13 3 · 16(12)

도덕교육연구 8 · · 8(6)

도덕윤리과교육 29 1 3 33(25)

초등도덕교육연구 38 6 2 46(35)

윤리교육연구 17 8 2 27(21)

총계(%) 105(81) 18((14) 7(5) 130(100)

<표 4> 연구 목적별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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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에 대한 전체 연구물 중, 새로운 문제나 쟁점을 제기하고 올바른 방법이나 방향

이 무엇인지 제시해주는(김구, 2011: 82) ‘탐색적 연구’가 81%로 가장 많았고, 현상을 계량적

으로 정확하게 기술하는(김구, 2011: 84) ‘기술적 연구’가 14%를 차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김구, 2011: 85) ‘설명적 연구’는 5%에

그치고 있었다. 이는 연구 목적이 탐색적 연구에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윤리연구』, 『도덕교육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초등도덕교육연구』 모두 탐색적 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윤리교육연구』는

기술적 연구와 설명적 연구의 비중이 다른 학술지들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성격

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동향을 시기에 따라 가시화하면 다음과 같다. 

발행연도

연구 목적

1973-

1995

1996-

1998

1999-

2001

2002-

2004

2005-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현재
총계(%)

탐색적 연구 · 10 5 2 4 14 16 54 105(81)

기술적 연구 · 1 · 1 · 1 5 10 18(14)

설명적 연구 · · · · 1 2 · 4 7(5)

총계 · 11(8) 5(4) 3(2) 5(4) 17(13) 21(16) 68(52) 130(100)

<표 5> 연구 목적에 따른 시기별 연구 동향

연구 목적에 따른 시기별 연구 동향을 보면, 탐색적 연구가 지배적이었던 과거에 비하여

최근에 들어 기술적 연구와 설명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탐색적 연

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누적됨으로써 도덕과 교육

학계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일종의 공유된 이해를 형성함에 따라 ‘올바른 방법이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는 탐색적 연구(김구, 2008: 82)에 대한 필요성과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

고 인성교육의 실천적 측면과 관련한 기술적 연구와 설명적 연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여전히 탐색적 연구가 많은 것은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론적 기

초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탐색된 이해와 방향을 토대로 보다 실천적인 영역으로

논의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연구의 다양성과 실제성을 보완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도덕과 교육에서의 인성교육 연구 동향 분석 35

C.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크게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로 구분하고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다시 구체

화하였다. 이론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은 문헌연구가 있었고, 실증 연구는 자료의 형

태에 따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양

적 연구에는 내용분석, 설문조사, 실험처치가, 질적 연구에는 사례, 비교, 면담, 관찰, 실행, 

생애사 연구 방법이 있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모두 사용된 경우는 ‘혼합 연구’ 방

법으로 별도로 범주화 하였다. 

이렇게 연구 방법은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 실증 연구는 다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로 범주화 되었는데, 이러한 범주에 따라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학술지명

연구 방법

윤리

연구

도덕교육

연구

도덕윤리과

교육

초등도덕

교육연구

윤리교육

연구
총계(%)

이론연구 문헌연구 11 8 28 38 18 103(79)

실

증

연

구

양적

내용분석 · · · 1 1 2

설문조사 · · 1 4 7 15

실험처치 · · 2 2 · 4

총계 · · 3 7 8 18(14)

질적

사례 2 · · · 1 2

비교 · · · 1 · 1

면담 1 · · · · 1

관찰 · · · · 1 1

실행 · · 1 · · 1

생애사 1 · · · · 1

총계 4 · 1 1 2 8(6)

혼합 양적+질적 · · 1 · · 1(1)

총계 4 · 5 8 10 27(21)

총계(%) 15(12) 8(6) 33(25) 46(35) 28(22) 130(100)

<표 6> 연구 방법별 연구 동향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이론 연구가 79%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 반면

실증 연구는 21%에 그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실증 연구 중 양적 연구는 14%에 해당하지

만 질적 연구는 6%에 해당하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혼합되어 사용된 경우는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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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적 연구의 경우 설문 조사가 대다수를 이루고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등과 같은 실험 연구는 비교적 적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적 연구

의 경우 논문의 수는 적지만 자료수집 방법에 있어서는 고른 활용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 동향은 학술지의 성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연구』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실증 연구 중 양적 연구는 없었으

며 다른 학술지들에 비해 질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도덕교육연구』는 인

성교육에 있어 실증 연구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론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도덕

윤리과교육』, 『초등도덕교육연구』, 『윤리교육연구』는 이론 연구뿐만 아니라 실증 연구

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실증 연구 중 특히 양적 연구 방법을 질적 연구

방법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구 방법에 따른 시기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발행연도

연구 방법

1973-

1995

1996-

1998

1999-

2001

2002-

2004

2005-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현재
총계(%)

이론연구 · 9 5 1 4 13 16 55 103(79)

실증

연구

질적연구 · 2 · 1 · 2 2 1 8(6)

양적연구 · · · 1 1 1 3 12 18(14)

혼합연구 · · · · · 1 · · 1(1)

총계(%) · 11(8) 5(4) 3(2) 5(4) 17(13) 21(16) 68(52) 130(100)

<표 7> 연구 방법에 따른 시기별 연구 동향

연구 방법에 따른 시기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 모두 꾸준한 증

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실증 연구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

인다. 질적 연구의 경우 경향성을 파악하기 곤란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과 함께

시기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양적 연구의 경우에는 2011년대 이후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도덕과 교육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인성교육

의 이론적 체계화에 있어 상당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성교육 프

로그램의 효과 검증 혹은 인성 측정 및 평가 등과 같은 실증적 연구 중 일반화가 용이한

양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만 이러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론 연구에 대한 높은 집중도, 질적 연구에 대한 낮

은 관심은 연구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함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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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 주제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주제를 총 16개로 범주화할 수 있었

는데, 이에 따라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주제에 있어 학술지 간 두드러진 차이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다만 다른 학술

지들과 비교하였을 때, 『초등도덕교육연구』가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개선 및 강

화 방안’, ‘창의·인성교육’과 같은 교육과정 현안에 대한 연구를, 『윤리교육연구』가 ‘인성교

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도덕교육

학술지명

연구 주제
윤리연구

도덕교육

연구

도덕윤리과

교육

초등도덕

교육연구

윤리교육

연구
총계(%)

1 · 2 3 · 1 6(4)

2 1 2 · 3 · 6(4)

3 1 · 4 1 3 9(7)
4 3 1 9 6 3 22(16)

5 4 · 7 10 6 27(20)
6 1 · · · 1 2(1)

7 1 · · · 1 2(1)

8 1 · 3 5 2 11(8)
9 · · · 9 · 9(7)

10 · 1 · 1 · 2(1)
11 · · 1 2 8 11(8)

12 2 · 5 2 2 11(8)
13 · 1 · 2 1 4(3)

14 2 · · · · 2(1)

15 2 · · 5 · 7(5)
16 1 · 3 1 · 5(4)

총계 19(14) 7(5) 35(26) 47(35) 28(21) 136(98)

1 : 인성의 의미
2 : 인성교육의 의미
3 : 인성교육의 이론적 기초
4 : 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5 : 인성교육의 실천 방안
6 : 인성교육 연구 동향
7 : 인성교육의 체계화
8 : 도덕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9 :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개선 및 강화 방안
10 :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의 관계 설정 
11 : 인성 측정 및 평가
12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13 :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및 자질
14 :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방법
15 : 창의·인성교육
16 : 기타

<표 8> 연구 주제별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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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윤리연구』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비교적 고르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

라 할 수 있다. 

양적 측면에서 연구 주제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의 실천 방안’이 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16%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도덕 교과를 활용한 인성교육’, ‘인성 측정 및 평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가

각각 8%로 높게 나타났다. ‘인성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개

선 및 강화 방안’이 7%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도덕과 교육에서 이루어진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가 인성교육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실제 학교 교육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소개하는 연구에 집

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인성교육 실천 방안’과 ‘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뿐만 아니

라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인성 측정 및 평가’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

가’의 경우 역시, 인성 측정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게 하고 도덕

과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법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넓게 보면 ‘인

성교육의 방향 및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성교육의 방

향 제시와 함께 실천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에 도덕과 교육학계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긍정적인 분석 결과라 하겠다. 

한편 기타 주제에는 인성교육을 둘러싼 현실적 쟁점, 유대감이나 애국심 등과 같은 인성

교육을 위한 중요한 요소 등이 있었다. 기타로 묶인 이와 같은 주제와 함께 인성교육을 위

한 교사 교육 방법,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의 관계, 인성교육의 체계화 시도, 인성교육을 위

한 제도적 지원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었다. 지금까지 범주화한 인성

교육에 대한 연구 주제가 15개 이상이 되는 만큼 다양한 범위에서 인성교육이 논의되고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인성교육의 체계화,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인성교육을 위

한 제도적 지원과 같은 주제는 학교 인성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인성교육의 실천과 방향’에 집중된 현재의 논의 경향을 보다 다변화 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 동향을 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발행연도

연구 주제

1973-

1995

1996-

1998

1999-

2001

2002-

2004

2005-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현재
총계(%)

1 · · · · · 1 · 5 6(4)

<표 9> 연구 주제에 따른 시기별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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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를 시기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인성교육의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져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 역시 비교적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는 인성교육에 대한 도덕과 교육학계의 관심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형성된 것

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실천을 중심으로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둘째, ‘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2014년 이후 최근 연구가 급증한 경향을 보

였다. 이는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2015년부터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이 맞물

리며 앞으로 인성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

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 개정은 도덕과 교육에서의 인성교육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인성교육 핵심 교과로서 그 성격과 역할을 천명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2012년

고시)에 시작하여 2015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이르기까지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개선 및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뒷받침한다. 이 뿐만

아니라 2009년 ‘창의·인성교육’이 국가 교육과정 정책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창

의·인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과정을 둘

러싼 인성교육 연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인성교육진흥법을 계기로 인성교육 연구

2 · 1 · · · 2 2 1 6(4)

3 · 2 1 · 1 1 · 4 9(7)

4 · · · 1 · 1 3 17 22(16)

5 · 4 1 1 1 5 6 9 27(20)

6 · · · · · · · 2 2(1)

7 · · · · · 1 · 1 2(1)

8 · 4 · · 1 2 1 3 11(8)

9 · · · · · · 2 7 9(7)

10 · · · · · 1 · 1 2(1)

11 · 1 · · 1 · 2 7 11(8)

12 · · 1 1 · 2 2 5 11(8)

13 · · 1 · 1 · · 2 4(3)

14 · · · · · 1 · 1 2(1)

15 · · · · · 2 2 3 7(5)

16 1 1 3 5(4)

총계 · 12(9) 5(4) 3(2) 5(4) 19(14) 21(15) 71(52) 136(100)

연구 주제는 위 <표 8>의 각주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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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사실은 앞서 A절 연구 시기별 동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덕과

교육에서의 인성교육 연구가 국가의 교육과정 및 교육 정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

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이는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개정 및 교육 정책에 도

덕과 교육 연구가 일면 의존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 주제들을 살펴

보면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교육학계가

비판, 개선, 강화, 보완 등을 시도하는 학술적 논의를 통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하

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E. 배경 학문

도덕과 교육의 배경 학문은 크게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성

교육에 대한 연구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과 교육학은 다시 인성교육론, 도덕심리학, 도

덕교육론,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론, 교수·학습 자료론, 평가론, 교사론, 제도론, 기타(교육

철학, 평생교육)로, 교과 내용학은 서양윤리학, 동양·한국 윤리학, 정치철학, 통일교육, 다문

화교육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술지명

배경 학문

윤리

연구

도덕교육

연구

도덕윤리과

교육

초등도덕

교육연구

윤리교육

연구
총계(%)

교과

교육

인성교육론 6 · 1 · 2 9(6)

도덕심리학 · 1 6 10 6 23(14)

도덕교육론 2 · 8 4 2 16(10)

교육과정 2 · 3 13 1 19(12)

교수·학습 방법론 3 · 8 6 5 22(14)

교수·학습 자료론 · · 1 1 · 2(1)

평가론 1 · 4 2 9 16(10)

교사론 2 1 · 1 2 6(4)

제도론 2 · 1 2 · 5(3)

기타 1 · 1 · · 2(1)

총 19 2 33 39 27 120(74)

교과

내용

서양 윤리 2 1 2 5 2 12(7)

동양·한국 윤리 1 6 2 7 5 21(13)

정치철학 · · · 1 · 1(1)

<표 10> 배경 학문별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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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학문별 연구 동향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초등도

덕교육연구』의 경우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이 상당히 균일하고 방대하게 다루어지고 있

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학술지들과 달리 교과 내용학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배경 학문에 기초

한 인성교육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상당히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못지않

게 『도덕윤리과교육』의 경우도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에 있어 거의 대부분의 배경 학문

에 기초하여 논의되고 있다. 또한 『윤리연구』의 경우 교과 내용학보다 교과 교육학의 비중이

상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특기할 부분이 있다면 『윤리연구』에서 동·서양 윤리

학의 전통에서 인성을 논의한 연구물이 상당히 많았지만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성교육의

담론에서 다루지 않은 경우 인성교육 연구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윤리연구』에

서 이루어진 인성에 대한 폭넓은 윤리학적 논의가 도덕과 교육에서 인성교육의 담론을 형성하

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두터운 토대로서 역할 했을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근의 인성교육 담론에 대한 도덕과 교육학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

에는 부합하지 않기에 배제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 『도덕교육연구』의 경우 다른 학술지들과

는 다르게 교과 교육학보다 교과 내용학에 기초한 연구의 비중이 보다 높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교과 교육학이 74%로 교과 내용학보다 교과 교육학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 교육학 분야에서는 도덕심리학과 교수·학습 방법론이 각각

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12%, 도덕

교육론 및 평가론이 10%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인성교육론’은

도덕과 교육학을 구성하는 배경 학문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인성교육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담은 연구인 관계로 별도의 범주를 형성하였으며, 이 또한 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인성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주체인 교사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서 등과 같은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연구물은 교수·학습 방법에 비

하여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인성교육에 적용되는 교수·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전체 연구물 중 26%에 해당하는 교과 내용학에서 동양·한국 윤리학이 13%로 가장 높게 나

타났는데, 21편의 동양·한국 윤리학에 기초한 연구물 중 11편이 유학 사상에 기초하여 논의되

었고, 3편이 불교 사상에 기초하였으며, 그 외는 한국 전통 사상 및 유·불·도 사상을 종합적으

통일교육 · · 2 2 · 4(2)

다문화교육 · · 2 2 · 4(2)

총 3 7 8 17 7 42(26)

총계(%) 22(14) 9(6) 41(25) 56(35) 34(21)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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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룬 연구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서양 윤리학이 7%로 높게 나타났는데, 서양 윤리학은 고

대 그리스 철학 5편, 헬레니즘 철학 1편, 중세 철학 1편, 근대 철학 1편, 현대 철학 1편으로 나

타났으며, 그 외 연구물은 서양윤리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논의되었으나 다양한 사상가를 다

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양·동양·한국 윤리학에서 이루어진 인성교육 연구는 주로 특정 사상

가의 윤리 사상이 인성교육에 갖는 함의를 탐색하거나, 특정 사상가의 교육 방법이 갖는 인성

교육적 의미와 적용 방안을 소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한편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은 각

각 2%, 정치철학이 1%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교과 내용학의 이러한 연구 동향은 양적 측면에서 보다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으며, 다양한 교과 내용학에 기초한 논의를 통해 도덕과 교육에서 접근되는 인성교육 논의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배경 학문에 따른 시기별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술지명

배경 학문

1973-

1995

1996-

1998

1999-

2001

2002-

2004

2005-

2007

2008-

2010

2011-

2013

2014-

현재
총계

교과

교육

인성교육론 · · · 1 1 1 2 4 9(6)

도덕심리학 · 2 1 · · 6 2 12 23(14)

도덕교육론 · 4 1 1 1 3 · 6 16(10)

교육과정 · 2 · · 1 2 5 9 19(12)

교수·학습 방법론 · 5 · 1 2 3 4 7 22(14)

교수·학습 자료론 · · · · · · · 2 2(1)

평가론 · 2 · 1 1 2 1 9 16(10)

교사론 · 1 1 · 1 1 · 2 6(4)

제도론 · · · · · 2 1 2 5(3)

기타 · · 1 · · · · 1 2(1)

총 · 16 4 4 7 20 15 55 120(74)

교과

내용

서양 윤리 · 1 · · · 3 · 8 12(7)

동양·한국 윤리 · 2 2 · · 1 2 14 21(13)

정치철학 · · · · · · · 1 1(1)

통일교육 · 1 · · · · 1 2 4(2)

다문화교육 · · · · · · 2 2 4(2)

총 · 4 2 · · 4 5 27 42(26)

총계(%) · 20 6 4 7 24 20 82 162(100)

<표 11> 배경 학문에 따른 시기별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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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학문에 따른 연구 동향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교과 교육학 분야의 경우 전반적으

로 꾸준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덕교육론, 인격교육론 등과 같은 도덕교

육 이론에 근거한 인성교육 연구는 90년대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져왔고, 교수·학습 방법 및 평

가에 대한 연구 역시 연구물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주

목할 만하다. 

반면 교과 내용학의 경우 교과 교육학 분야에서 보이는 연구 동향과는 다르게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양 윤리학과 동양·한국 윤

리학의 경우 9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한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2009년

전후를 계기로 다시 시작되어 2014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통일교

육과 다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들

어 점차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특히 교과 내용학 분야에서 인성교육에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내용 요

소 및 방법론을 발굴하는 연구를 통해 도덕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연구의 저변을 확

대하는 노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덕과 교육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경향

성을 파악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파악하고 나아가 앞으로

의 과제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기초 연구로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도덕과 교육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회의 학술지 5편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인성교육 연구물 130편을 추출하여 ‘연구 시기,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배경 학문’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견하게 된 도덕과 교육의

인성교육 연구 동향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시기와 관련하여 도덕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 및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덕과 교육학계가 국가 주도

의 인성교육 관련 교육 정책에 의존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및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선, 수용과 보완 등의 목소리를 담은

주체적인 대응으로서 성격을 갖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도덕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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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점

차 기술적 연구와 설명적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인성교육을 이해하

는 차원을 넘어 최근 인성교육을 둘러싼 교육과정 개정 및 교육법 제정 등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점차 실증적인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효과 및 타당

성 검증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도덕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실증 연구는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

에 있었지만, 설문조사 및 실험처치를 통한 양적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질적 연구

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방법론의 다양화를 통해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

가 이론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

겠다.

넷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도덕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구체

적인 인성교육 실천 방법과 관련한 연구가 가장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성교육의 체계화, 인성교육을 위한 제도,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교

육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성교육의 실천과 방향’에 집중

된 현재의 논의 경향을 보다 다변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배경 학문과 관련하여 도덕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교

과 교육학에서 매우 활발하고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교과 내용학에서는 비교적

적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과 내용학을 토대로 한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함

으로써 도덕과 교육 연구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보다 풍부하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도덕과 교육의 대표적인 학술지를 메타적으로 분석하여 도덕과 교육에서의 인

성교육에 대한 학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위논문은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도덕교육의 맥락에서 인성교육을 논의하였으나 선정된 5개

외의 학술지에서 발표된 연구물은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일면 한계가 있다. 또한 인

성교육의 최근 담론이 아닌, 상당히 오랜 역사 속에서 추구되어 왔던 교육의 본질적 목적

으로서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실제 도덕과 교육 연구에서 이루어진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분석 대상을 확대하거나 광의(廣義)의 인성교육을 주제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

완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며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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