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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icit the stimulus of Character Education 
by analyzing teachers’ needs assessment. Therefore, data of 391 participated 
teachers’ survey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ross tabulat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bout aware of the accommodation of 
education for teachers, the requisite educating contents, the most necessary 
educational support,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determining effect of 
the school’s character education, and the biggest obstacle in the school's character 
education. According to the survey, teacher’s necessary have observed statistical 
association with schools, teaching experience and gender. These results suggest 
the direction of educating and supporting teachers to enable the schools 
charac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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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 은 인성교육을 한 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를 해 설문지에 
응답한 직 · ·고 교사 391명의 자료를 기술통계, 교차분석, 로지스
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조사 내용으로는 인성교육 
실천을 해 교육이 필요한 상 교사,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필요한 
교사교육 내용,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가장 필요한 교육 지원,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재 학교 인성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소를 포함하 다. 조사 결과 교사의 학교 , 교직 경력, 성별
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한 방안으로서 교사교육  교
육 지원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28

I. 서론

   최근 격히 늘어나는 사회 병리 상과 도덕·윤리  문제, 다양한 청소년 문제 등으

로 인해 학교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에 사회 구성원 부분이 동의하고 있

고, 이는 마침내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

을 실천하는 심 기 으로서 학교의 상을 재정립하고, 학교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한 다각도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인성교육진흥법은 기

존의 인성교육에 한 다양한 근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유된 이해를 도출하고, 그것에 

토 를 둔 국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 듯 학교 인성교육에 한 사회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한 방안에 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한 기존의 

논의는 행 학교 인성교육에 한 비  연구(박균섭, 2008; 조난심, 2013; 최 환 등, 

2009; 주 등, 2009; 홍후조 등, 2013), 인성교육 방향 설정에 한 연구(강선보 등, 2008; 

서덕희, 2012; 천세  등, 2012), 인성교육의 내용과 범 에 한 연구(정창우, 2015; 윤

돈, 2009), 학교 인성교육 실행 방법에 한 연구(김명진, 2007; 김민성, 2014; 유병열, 

2015; 이원희 외, 1999;), 인성교육을 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역량에 한 연구

(김 민, 2001; 정윤경, 2015; 정창우 등, 2016; 조난심, 2015, 이인재, 2016), 인성교육 실행

을 한 교사의 역할에 한 연구(김국 , 2013; 박종덕, 2007), 인성교육 활성화를 한 

교사교육 내용에 한 연구( 주 등, 2014; 정 희 외, 2015; 정창우, 2015)가 주를 이룬다. 

   이에 반해 학교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실질 인 주체인 교사에 한 심은 상 으

로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인성교육 실행에 있어 교사의 역할, 그에 

한 책임과 의무는 상당히 강조되어 왔으나, 교사가 실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

건 마련,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 역량 신장을 한 지원 등은 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

실이다. 학교 인성교육을 한 교사의 요구를 분석한 연구가 교사 연수용 자료 개발을 

해 이루어진 연구 2편(정 희 등, 2015; 주 등, 2014)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인성교육 

강화에 한 목소리에 비해 인성교육 실행 주체의 요구에는 민감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고 할 수 있겠다. 즉 교사들이 인성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실  어려움은 무엇인지, 인

성교육 실천을 해 필요로 하는 교육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등 실제로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주체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온 것이다. 

   학교 인성교육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실행 주체의 목소리에 입각한 근

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요구에 한 심이 거의 없었던 탓에 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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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는 교사들의 요구가 반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교

사들의 요구 속에는 인성교육 실천 과정에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개선해야 할 

사항, 필요로 하는 교육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 학교 인성교육 활성

화를 한 교사의 요구는 반드시 악하고 반 해야 할 내용임이 분명하다. 그들의 요구

를 분석하는 작업은 학교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존 학교 인성교육의 근을 개선함

에 있어 ‘기 ’을 마련한다는 에서 매우 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교사들의 요

구를 분석함으로써 교사 요구의 일반 인 경향성 악과 함께 학교 인성교육의 실을 

진단하고, 이에 기 하여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 이 있다. 이에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 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교육(교육부, 2015: 1)’으

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한 

교사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둘째, 교사의 요구에 나타난 학교 인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자는 조사연구 방법을 선택하 다. 학교 인

성교육 활성화를 한 교사들의 요구를 조사하는 문항을 개발함에 있어 고려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을 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역할이다. 일반 으로 

교육철학  신념, 인성  책임감,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포함한 인성교육 지도 

역량, 교육 주체와의 상호작용  계 능력으로 제시될 수 있다(정창우 등, 2016: 14). 교

사들이 인성교육을 실행하기 한 자질을 갖추기 해 교사교육  교육 지원이 요구되

는지, 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학교 인성교육에 어떠한 상을 갖는지에 한 교사들의 인

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인성교육의 실행 역이다. 학교 인성교육의 역은 형식  교육과정과 잠

재  교육과정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데, 크게 교과 교육과정, 범교과 교육과정, 생활지

도, 교실  학교 공동체의 풍토가 그것이다. 교사의 의도에 따라 인성교육이 실행되기도 

하지만, 교사 개인의 노력과 역량을 넘어선 공동체의 문화 ·구조  향력이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상당한 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한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기 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교육과 지원이 무엇인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인성교육에 향을 미치는 주체이다. 학교 인성교육을 직  실행하는 주체

는 교사이지만, 학교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교육 주체가 존재한다. 학생, 학부모, 학교의 

리자, 교육지원청 등이 그것이다. 실제 교사의 인성교육에 한 신념과 의지가 학생, 

학부모, 학교장 등의 동의와 지지 부족, 교육기 의 지원 미흡으로 인해 무력화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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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학교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교사의 인성교육 실행을 둘러싼 교육 

주체들의 향력  그들과의 계에 있어 교사가 갖는 요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교육과정  내용이다. 교사교육과정은 크게 비교사 양성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직 교육과 직 교사를 상으로 하는 교사 직교육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과 성

격이 상당부분 다른 것이 사실이다. 직 교육과정의 경우 공 학문의 내용지식을 주로 

다루는 반면, 직교육과정의 경우 교과 혹은 생활지도 방법과 련한 실제 인 내용을 

주로 다룬다는 에서 그러하다. 본 연구는 재 시 에서 제기된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

여 가장 필요로 하는 교사교육 내용과 지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자 하 고, 직 교육

과정과 직교육과정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명시하 다. 

   이와 같은 고려 하에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연구를 시행하 고, 분석 결과 발견한 

사실을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으로서 교사교육  교육 

지원의 방향을 포함하여 논의하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A. 연구 차

   본 연구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한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기 하여 선행연구를 분석

함으로써 조사문항을 구성하 다.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실제 설문조사를 시

행하기에 앞서 2016년 1월 4일부터 일주일 간 직 교사 2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

시하 고, 이 과정에서 수렴된 조사도구의 문제를 반 하여 문항을 수정하 다. 이후 1월

-2월에 걸쳐 약 두 달 간 온라인  우편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게 수집

된 데이터를 3월 한 달간 코딩  분석하 다.

B. 연구 상

   재 교사들이 학교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경향

성을 살펴보기 해 직 · ·고등학교 교사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시행

하 다. 일반 인 경향성 분석을 해 할당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교사의 학교 , 담당 교

과, 경력, 성별을 고려하여 총 391명의 표본을 모집하 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인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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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내용 문항수

인 사항

소속 학교

4
재 담당 교과

교직 경력

성별

<표 2> 설문 문항 구성 내용

계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례 수(명) 비율(%)

학교

129 30.7
145 37.1

고 126 32.2

담당 교과

도덕·윤리 44 16.2
국어 39 14.4
수학 33 12.2

어 29 10.7
사회 26 9.6
과학 19 7.0
체육 17 6.3
음악 13 4.8
미술 10 3.7
가정 8 3.0
기술 8 3.0
기타 25 9.2

교직 경력

5년 이하 141 36.1
6 – 10년 이하 64 16.4
11 – 15년 이하 42 10.7
16 – 20년 이하 32 8.2

21년 이상 112 36.1

성별
남 102 26.1
여 289 73.9

체 391 100

<표 1> 연구 참여 교사의 분포 

C. 조사도구

   설문 문항의 구성 내용은 교사의 인 사항과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한 요구로 구

성되며, 각각을 구성하는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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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한 요구

인성교육 실천을 해 교육이 필요한 상 교사

5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필요한 교사교육 내용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필요한 교육 지원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재 학교 인성교육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

체 9

D.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해 SPSS 23을 사용하고, 유의수  0.05에서 

검증하 다.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한 교사들의 반 인 인식  요구 사항을 살펴

보기 해 모든 문항의 기술통계량을 빈도분석 하 다. 한 교사의 학교 , 담당 교과, 

교직 경력, 성별에 따른 인식  요구의 상 계를 악하기 해 교차분석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 결과

A.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대상 교사

   ‘어떤 교사들에게 인성교육 실천을 한 교육이 가장 필요한가?’에 한 교사들의 응

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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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모든 교사 295(75.4)

경력이 은 교사 14(3.6)

인성교육 련 교과 담당 교사 22(5.6)

과목이나 업무와 계없이 희망하는 교사 54(13.8)

기타 4(1.0)

무응답 2(0.5)

체 391(100.0)

<표 3> 인성교육 실천을 한 교육이 가장 필요한 상 교사

   무응답자 2명을 결측치로 제외한 389명의 교사  모든 교사라 응답한 교사는 295명

으로 체 응답자  75.8%를, 과목이나 업무와 계없이 희망하는 교사라 응답한 교사

는 54명으로 체 응답자의 13.9%를, 인성교육 련 교과 담당 교사라 응답한 교사는 22

명으로 체 응답자의 5.7%를, 경력이 은 교사라 응답한 교사는 14명으로 체 응답자 

 3.6%를, 기타 의견은 4명으로 체 응답지의 1%를 차지했다.

인성교육 실천을 해 교육이 필요한 상 교사에 한 인식은 교사의 학교 , 담당 교

과, 교직 경력,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B.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필요한 교사교육 내용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어떤 내용의 교사교육이 필요한가?’에 한 교사들의 다 응

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빈도(%)

인성교육에 한 이론  이해 62(7.8)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기술 213(27.0)

각 교과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방법 160(20.3)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혹은 로그램 98(12.4)

교사의 책임감  모범의 요성 인식 161(20.4)

인성교육을 한 제반 자원의 활용 방법 95(12.0)

기타 1(0.1)

체 790(100.0)

<표 4>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필요한 교사교육 내용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34

   무응답자 4명을 결측치로 제외한 387명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기술 교육이 필

요하다는 교사는 213명으로 체 응답자의 27%를, 교사의 책임감  모범의 요성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사는 161명으로 체 응답자의 20.4%를, 각 교과 수업을 통한 인성

교육 방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사는 160명으로 체 응답자의 20.3%를, 다양한 교수·학

습 방법 혹은 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사는 98명으로 체 응답자의 12.4%를, 인

성교육을 한 제반 자원의 활용 방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사는 95명으로 체 응답자

의 12%를, 인성교육에 한 이론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사는 62명으로 체 응답

자의 7.8%를, 기타 의견은 1명으로 체 응답자의 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필요한 교사교육 내용에 한 요구는 교사의 학교 , 담당 

교과, 교직 경력,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C.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 지원

   교육 지원이란 학교 인성교육을 해 필요한 지원(support)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교사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 정책  지원을 포함하는 보다 넓

은 범 의 지원을 의미한다.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지원은 무엇인가’에 한 교

사들의 다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빈도(%)

사범 ·교육 의 교육과정 변화 93(14.0)

직  활용· 용할 수 있는 로그램 제공 237(35.7)

인성교육자로서 교사의 책임감  윤리의식 제고 118(17.8)

학생과의 원만한 계를 유지  도모하는 각종 지원 129(19.5)

교사 간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 체제 구축 82(12.4)

기타 4(0.6)

체 663(100.0)

<표 5>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가장 필요한 교육 지원

   무응답자 1명을 결측치로 제외한 응답자 390명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로그램 

제공을 원하는 교사는 237명으로 체 응답자의 35.7%를, 학생과의 원만한 계를 도모

하는 각종 지원을 원하는 교사는 129명으로 체 응답자의 19.5%를, 모든 교사들의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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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한 책임감 제고를 한 교육  지원을 원하는 교사는 118명으로 체 응답자의 

17.8%를, 사범 ·교육 의 교육과정 변화를 원하는 교사는 93명으로 체 응답자의 14%

를, 교사 간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학습 네트워킹 지원을 원하는 교사는 82명으로 

12.4%를, 기타 의견은 4명으로 체 응답자의 0.6%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은 주로 교사

의 행정 업무 경감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의 교직 경력을 독립변수로,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가장 필요한 교육 지

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교사의 교직 경력과 교육 지원에 한 

요구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력이 높아질수록 사범

·교육 의 교육과정 변화에 한 응답이 높아진 반면(B=.173), 교사 간 조언을 주고받

을 수 있는 네트워킹 체제 구축에 한 응답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B=-.207). 그 외

의 다른 요소에 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B S.E. Wald p Exp(B)

사범 ·교육 의 

교육과정 변화 

경력 .173 .067 6.567 .010* 1.189

상수항 -2.320 .237 96.133 .000 .098

교사 간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 체제 구축

경력 -.207 .077 7.168 .007** .813

상수항 -1.440 .216 44.482 .000 .237

*p<.05, **p<.01, ***p<.001

<표 6> 교사의 교직 경력에 따른 학교 인성교육을 해 필요한 교육 지원 

   교사의 학교 , 담당 교과, 성별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가장 필요한 교육 지원과

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D.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에 한 교사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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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효과 인 로그램 37(9.5)

교사의 인격  모범 89(22.8)

교사의 신념과 의지 119(30.4)

학교장의 심과 지원 26(6.6)

교실  학교의 도덕  풍토 97(24.8)

인성교육 련 교과의 수업 내용 22(5.6)

무응답 1(0.3)

체 391(100.0)

<표 7>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미응답자 1명을 결측치로 제외한 390명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핵심 요소로서 교사의 신념과 의지라 응답한 교사는 119명으로 체 응답자의 

30.5%를, 교실  학교의 도덕  풍토라 응답한 교사는 97명으로 체 응답자의 24.9%를, 

교사의 인격  모범이라 응답한 교사는 89명으로 체 응답자의 22.8%를, 효과 인 로

그램이라 응답한 교사는 37명으로 체 응답자의 9.5%를, 학교장의 심과 지원이라 응

답한 교사는 26명으로 체 응답자의 6.7%를, 인성교육 련 교과의 수업 내용이라 응답

한 교사는 22명으로 체 응답자의 5.6%를 차지하 다.

   한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에 한 인식은 교사의 성별과도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의 성별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학교 인성

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에 한 인식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교차분석 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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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6


(p)

남 3(2.9) 5(4.9) 28(27.2) 38(36.9) 8(7.8) 20(19.4) 1(1.0) 14.652*

(.023)여 14(4.9) 31(10.8) 57(19.8) 77(26.7) 16(5.6) 74(25.7) 19(6.6)

체 17(4.3) 36(9.2) 85(21.7) 115(29.4) 24(6.1) 94(24.0) 20(5.1)

*p<.05, **p<.01, ***p<.001 

0. 무응답
1. 효과적인 프로그램
2. 교사의 인격적 모범
3. 교사의 신념과 의지
4.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
5. 교실 및 학교의 도덕적 풍토
6. 인성교육 관련 교과의 수업 내용

<표 8> 교사의 성별에 따른 학교 인성교육 핵심 요소에 한 인식 차이

   카이제곱 검정 결과 교과의 성별에 따라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요소에 한 인식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 = .023). 

   남자 교사들은 가장 요한 요소로 교사의 신념과 의지, 인격  모범 순으로 높게 응

답하 고 이 두 요소에 과반 이상의 교사가 응답하 을 정도로 가장 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교실  학교의 도덕  풍토가 요하다고 응답하 고, 

이 외의 인성교육 련 교과의 수업내용이나 효과 인 로그램, 학교장의 심과 지원

에 한 요성은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자 교사들은 교사

의 신념과 의지, 교실  학교의 도덕  풍토를 유사한 수 으로 높게 응답하 고, 이에 

못지않게 교사의 인격  모범이 요하다고 응답하 다. 한 효과 인 로그램이나 인

성교육 련 교과의 수업 내용에 한 요성은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으나 남자 교사에 

비해서는 체로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장의 심과 지원은 가장 낮은 응답

률을 보 다.

   한 교사의 경력을 독립변수로,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를 종속

변수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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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S.E. Wald p Exp(B)

교사의 인격  모범

경력 -.158 .077 4.172 .041* .854

상수항 -.811 .229 12.520 .000 .444

학교장의 심과 

지원

경력 .299 .130 5.293 .021* 1.349

상수항 -3.604 .496 52.770 .000 .027

교실  학교의 

도덕  풍토

경력 -.260 .078 11.137 .001** .771

상수항 -.431 .220 3.818 .051 .650

인성교육 련 

교과의 수업 내용

경력 .469 .155 9.168 .002** 1.599

상수항 -4.423 .640 47.824 .000 .012

*p<.05, **p<.01, ***p<.001

<표 9> 교사의 경력에 따른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요소에 한 인식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의 인격  모범에 한 응답률과(B=-.158), 교실  

학교의 도덕  풍토에 한 응답률(B=-.260)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학교장의 

심과 지원에 한 응답률과(B=.299), 인성교육 련 교과의 수업 내용에 한 응답률

(B=.469)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요소에 한 인식은 교사의 학교 , 담당 교과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 현재 학교 인성교육의 가장 큰 장애 요소

 ‘ 재 학교 인성교육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한 교사들의 응

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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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p)

57(47.5) 12(10.0) 17(14.2) 23(19.2) 11(9.2)
20.669**

(.008)
42(29.0) 17(11.7) 39(26.9) 34(23.4) 13(9.0)

고 33(26.2) 25(19.8) 29(23.0) 29(23.0) 10(7.9)

체 132(33.8) 54(13.8) 85(21.7) 86(22.0) 34(8.7)

<표 11> 학교 인성교육의 장애 요소에 한 교사의 학교 별 인식 차이                                 명(%)

구분 빈도(%)

학생  학부모의 지지 부족 132(33.8)

교육청  학교장의 지원 부족 54(13.8)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로그램 부족 85(21.7)

인성교육에 한 교사의 의지와 신념 부족 86(22.0)

기타 34(8.7)

체 391(100.0)

<표 10> 재 학교 인성교육의 가장 큰 장애 요소

   체 응답자 391명  재 학교 인성교육의 가장 큰 장애 요소가 학생  학부모의 

지지 부족이라 응답한 교사는 132명으로 체 응답자의 33.8%를, 인성교육에 한 교사

의 의지와 신념 부족이라 응답한 교사는 86명으로 체 응답자의 22%를, 다양한 교수·학

습 방법  로그램 부족이라 응답한 교사는 85명으로 체 응답자의 21.7%를, 교육청 

 학교장의 지원 부족이라 응답한 교사는 54명으로 체 응답자의 13.8%를, 기타 의견

은 34명으로 체 응답자의 8.7%를 차지하 다. 기타 의견으로는 ‘시험성   입시 주

의 교육 풍토’가 가장 많았고,  ‘많은 업무와 많은 학생 수 등 근무 여건에 의해 인성교

육에 할애할 시간 부족’, ‘학교 인성교육에 한 사회 반의 동의와 지원 부족’,  ‘사회에 

만연한 도덕  해이 상’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교과별 교육과정과 인성교육 간

의 약한 연계성’, ‘임용고시 성 만으로 교사를 선발하는 문제’,  ‘경력이 낮은 교사의 인

성교육 지도 연수 부족’, ‘학교와 가정의 약한 연계성’이 가장 큰 장애요소로 꼽혔다.

   한 재 학교 인성교육의 가장 큰 장애 요소에 한 인식은 교사의 학교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의 학교 을 독립변수

로, 학교 인성교육의 가장 큰 장애 요소에 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교차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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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1. 학생 및 학부모의 지지 부족
2. 교육청 및 학교장의 지원 부족
3.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프로그램 부족
4.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지와 신념 부족
5. 기타

0 1 2 3 4 5 

(p)

남 2(1.9) 19(18.4) 20(19.4) 17(16.5) 35(34.0) 10(9.7) 25.539***

(.000)여 3(1.0) 113(39.2) 33(11.5) 66(22.9) 49(17.0) 24(8.3)

체 5(1.3) 132(33.8) 53(13.6) 83(21.2) 84(21.5) 34(8.7)

* p<.05, **p<.01, ***p<.001

0. 무응답
1. 학생 및 학부모의 지지 부족
2. 교육청 및 학교장의 지원 부족
3.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프로그램 부족
4.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지와 신념 부족
5. 기타

<표 12> 교사의 성별에 따른 학교 인성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소에 한 인식 차이                     명(%)

   카이제곱 검정 결과, 교사가 소속한 학교 에 따라 행 학교 인성교육의 가장 큰 

장애 요소에 한 인식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 = 

.008). 

   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생  학부모의 지지 부족에 한 응답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 학교 교사의 경우 학생  학부모의 지지 부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로

그램 부족, 인성교육에 한 교사의 의지와 신념 부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생  학부모의 지지 부족을 포함하여, 교육청  학교장의 지원 부족, 다

양한 교수·학습 방법  로그램 부족, 인성교육에 한 교사의 의지와 신념 부족에 

한 응답률이 비슷한 수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학교 인성교육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에 한 인식은 교사의 성별에 따른 차

이가 발견되었다. 교사의 성별을 독립변수로, 학교 인성교육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교차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교사의 성별에 따른 학교 인성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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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 =.000).

   남자 교사들의 경우 인성교육에 한 교사의 의지와 신념 부족을 가장 큰 장애 요소

로 인식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청  학교장의 지원 부족, 학생  학부모의 지지 

부족, 다양한 교수·학습 로그램의 부족에 고르게 응답하고 있었다. 반면 여자 교사들의 

경우 학생  학부모의 지지 부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로그램 부족 한 그 뒤를 이으며 높은 응답률을 보 다. 그 다음으로 인성교육에 한 

교사의 의지와 신념 부족, 교육청  학교장의 지원 부족을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인성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소에 한 인식은 교사의 담당 교과  경력과는 유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Ⅳ. 논 의

A. 교사교육 대상에 대한 요구

   75.8%에 달하는 다수의 교사가 ‘모든 교사’에게 인성교육 실천을 해 교육이 필요

하다는 조사 결과는, 부분의 교사가 학교 인성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다양한 종류의 어

려움을 직면하며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요구’의 반 인 동시에 모든 교사가 인성교

육의 주체로서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는 ‘당 ’의 표 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잖은 비율의 교사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교과에 따라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성교육 실천을 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는 실제 인성교

육 실천 경험을 통해 지도 역량을 신장하여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거나, 는 인성

교육에 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교과에 따라 다르다는 인식 역시 인성교육과 높은 련성이 있는 내용 지식을 포함하는 

교과를 담당 교사들을 인성교육 실천의 주체로 인식하고, 교과 내용이 인성교육과 련

성이 다소 낮은 교과의 담당 교사는 인성교육자로서 자신의 역할  책임 의식을 갖지 

못함에 따라 나타난 견해라 간주할 수 있다. 

   한편 13.9%의 잖은 비율의 교사가 과목이나 업무와 계없이 교육을 ‘희망하는 교

사’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인성교육 실천을 한 교육이 교육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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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자발  의사와 참여 동기 없이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그 효과를 

해 자발 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 된 결과일 수도 있고, 인성교육 련 연수에 

참여하기 어려운 근무여건 혹은 인성교육 실천을 돕기 한 별도의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참여 의사가 없음이 반 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다수의 교사가 ‘모든 교사’가 인성교육 실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이는 인성교육 실천을 돕는 교사교육이 모든 교사를 

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장 교사들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자 교육에 한 

요구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서는 교사들을 상으로 

한 인성교육 실천 역량 신장을 한 교육이 체계 이고 지속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성교육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책임 

의식이 다소 약한 일부 교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성교육 실천을 한 교육이 인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만 치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인성교육 실천의 본질 인 차원, 

즉 교사들로 하여  인성교육에 있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는 노력이 동시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인성교육에 한 교사의 역할 인식과 책임 의식은 곧 인성교

육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교사의 정체성으로부터 기 할 수 있다. 교사의 정체

성은 교사로서 자신에 한 이해로, ‘교사로서 나는 구인가’, ‘교사인 나는 어떻게 살아

야 하는가’와 같은 존재론 이고 규범 인 물음에 한 답을 제시하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교육철학자 Palmer(이종인 등 역, 2015: 47)는 가르치는 ‘나’라는 의식이 있어야 배우려

는 ‘ 상’에 한 의식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훌륭한 가르침은 테크닉 보다 본질

인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으로부터 나온다고 하 다. 특히 인성교육자로서 교사의 정체

성이 요구되는 까닭은, 인성교육이 교과 교육과 같이 교과를 이루는 내용 지식 달과 

같은 인지 인 측면보다는 학생의 도덕성, 사회성, 정체성 발달을 진하는 것이 그 목

이라는 사실에 있다. 즉 인성교육의 목 이 학생들로 하여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

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

르는 것(교육부, 2015: 1)에 있기에, 인성교육은 특히 정의  역의 발달을 핵심으로 한

다. 정의  발달은 올바른 인성을 직  가르치기 보다는, 교사 스스로가 인성교육자로서 

사고하고 선택하며 실천하는 모습의 반을 보여주고 그를 통한 감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라는 에서 교사가 인성교육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인성교육을 한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는 교육은 비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자로서 교사의 정체성은 인성교육자로서 자신의 존재에 한 

규정, 인성교육에 한 교육철학, 신념과 의지, 책임감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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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안에 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비교사의 공 학문이자 담당 교과에 

한 학습 과정을 ‘인성교육’의 안목을 통해 경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의 시간은 수업시간이기에, 교사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을 통해 인성교육을 효과 으로 실천할 수 있기 해서는, 교과의 내

용지식과 방법  지식을 인성교육의 에서 다루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직  교육

에서 체계 이고 지속 으로 제공해야 한다.

   많은 교사들이 인성교육 실천을 해 교육이 필요한 교사가 ‘모든 교사’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그들이 인성교육에 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는 에서 상당히 고무 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만큼 모든 교사가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지 까지의 인성교육을 한 교사교육이 충분하고 타당했는가를 비

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 이와 함께 인성교육 실천을 한 교사교육이 ‘필요 없다’거나 

‘교과에 따라 다르다’는 인식은 교사로 하여  인성교육 실천 능력을 신장하기 한 교육

과 인성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과목

이나 업무와 계없이 희망하는 교사’를 상으로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는 

교사들의 인성교육 실천을 돕는 교사교육 참여에 한 동기를 가로막는 실  근무 여

건을 개선하고, 인성교육자로서 정체성 형성을 도모함으로써 인성교육 실천 역량을 신장

할 수 있는 교육 참여에 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B. 교사교육 내용에 한 요구

   학교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사교육 내용은 학생  학부모

와의 소통기술, 교과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방법, 교사의 책임감  모범의 요성 인식 

교육, 교수학습 방법 혹은 로그램, 자원 활용방법, 이론  이해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

냈다.

   인성교육 실천의 주체인 교사가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가장 희망하는 교육 내용으

로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기술’을 꼽았다는 사실은, 인성교육에 있어 학생  학부모

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사가 그들과의 상호작용

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교육을 통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장경숙(2015: 13)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학생과 교사 모두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인

성교육에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한 학부모와 교사의 력 인 계 하에서 이루

어지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학생의 학습과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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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세용, 2001: 7-8), 학생의 인성 발달을 진하기 해 교사가 학생  학부모와 갖는 

소통은 매우 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생들과의 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차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교사가 인식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와 학생 간 소통 양이 다는 연구 결과

와(김정원 등, 2014: 140), 교사가 학부모에 하여 불편함과 두려움을 갖는다는 연구 결

과는(손 종, 2012: 42-44, 47-48),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기술을 신장할 수 있는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  학부모와 갖는 소통의 ‘양’과 ‘질’을 

향상하기 하여 학부모와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의 인식 환과 교사로서의 자기 효능감

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못지않게 교사의 책임감  모범의 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에 높은 응답률을 보

인 것은 그만큼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갖는 향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실제로 인성교육을 한 효과 인 방법은 교사 스스로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에 있다(Lickona, 박장호 등 역, 1991: 93; Kirschenbaum, 추병완 등 역, 

1995: 73). 학생들은 모범이자 바람직함의 형이 되는 교사의 모습에 감화를 받고, 교사

를 모델링함으로써 도덕성  사회성을 신장하게 된다. 교사는 이러한 자신의 향력을 

항상 인식하고, 교육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드러나는 가치 과 사고방식 등이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요한 내용이자 방법이 된다는 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와 련하여 

교육철학자 Sanger(2013: 23)는 학생의 도덕성 발달을 하여 교사들로 하여  책임감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이 비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앞서 인성교육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교사는 그 지 않은 교사와 비교해 

볼 때 인성교육에 한 역할과 책임을 달리할 것이라 논의한 바 있다. 인성교육에 한 

책임감  모범 역시 자신을 인성교육자로서 인식하고 책임을 다할 때 그러한 교사는 학

생들에게 바른 인성의 모범이자 형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에, 비교사 양성 과정에서

부터 인성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역할에 한 책임을 주지할 수 있는 교육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와 유사한 비율로 각 교과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방법을 교육 내용으로서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인성교육이 독립된 교과로 존재하지 않고  인성

교육만을 한 별도의 시간이 할당되어 있지 않다는 실  여건과, 인성교육을 해 

련 내용을 직  가르치는 것보다 다양한 내용지식  활동을 통해 직·간 으로 이루어

지는 인성교육이 보다 효과 이라는 측면을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과 수업시간에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 이라 할 수 있다. 교

사교육 내용으로서 각 교과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방법에 한 요구는 최근 교과를 활용

한 인성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나타난 요구로, 교과 내용지식을 활용한 인성교육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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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인성친화 인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 교과 교육 과정의 반에서 인성교

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사교육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다음으로는 높은 응답률을 보이진 않았지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혹은 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과 인성교육을 해 제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한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성교육에 한 이론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에 한 선호는 

이보다도 조하게 나타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용이 용이한 ‘방법’ 등을 교사들이 선호함에 따라, 실제 인성교육 실천에 직 으로 

도움을 받거나 효과를 기 하기 어려운 이론 인 내용에 해서는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제공되는 교사교육 내용이 교육 

장에서의 용성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인성

교육 반에 한 이해를 도모하는 이론  내용에 한 낮은 선호가 곧 기 가 부실한 

인성교육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게 하는 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인성의 개념, 

인성교육의 목 , 인성교육의 범   련 이론, 인성교육의 방법 등에 한 이론  이

해는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변화무 한 실제 교육의 장면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때 흔들

리지 않는 석이 된다는 에서 요하다. 따라서 교사들로 하여  인성교육에 한 이

론  이해의 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동시에, 실천보다는 이론 교육의 비 이 높은 직

교육 과정에서 인성교육에 한 이론  이해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C. 교육적 지원에 대한 요구

   인성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지원으로, 직  활용· 용할 수 있는 로그

램 제공에 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과의 원만한 계를 도모하는 각종 지

원, 인성교육자로서 교사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교육과 지원, 사범 ·교육 의 

교육과정 변화, 교사 간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 체제 구축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이 에서도 특히 로그램 제공이나 학생과의 원만한 계를 도모하는 지원, 

책임감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지원에 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앞

선 교사교육 내용에 한 요구와 일 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직  활용· 용할 수 있는 로그램은 기 에서 주도하여 양질의 교육용 자료 보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사들의 로그램 개발 능력을 신장하는 교육이 동

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들이 개인 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장 합성이 높

은 교육 로그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교과 교육의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46

경우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가 개별 교사의 보  노력 혹은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 지

원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데, 인성교육의 경우는 미흡한 실정이다. 

교과 교육만큼이나 인성교육 역시 효과 인 교육매체가 요하다는 에서, 교사들이 교

육 장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로그램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타’ 항목을 제외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교사 간 조언을 주

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 체제 구축’과 교육  지원으로서 그 목 과 성격을 공유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 학생과의 원만한 계를 도모하는 지원으로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진할 

수 있는 교육과 구조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생과 교사의 계가 원만하기 

해서는 상호 ‘존 ’과 ‘배려’의 자세가 선행되는 것이 본질 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덕목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으로는 학생과 교사 간 의사

소통의 수단과 형식,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교사

는 학교라는 제한 인 공간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확 하는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수업시간 외에 범

교과 교육과정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자발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구나 로그램,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성 발달을 진하

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인성발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 즉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실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학교

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확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물리  지원을 비

롯하여, 실제 학교 장에서는 시수가 부족한 교과목의 보충시간 혹은 자습시간으로 활

용되고 있는 창의  체험활동의 본래  목 을 되살린다거나 진로교육과 인성교육의 융

합  근이 가능한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근을 그 로 제시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인성교육자로서 교사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에 한 

선호도는, 교사들이 인성교육에 있어 교사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을 필요로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표 으로 교원의 능력과 문성 신장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의 경우 형식

으로는 교사의 생활지도  학습지도 역에 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에

서 그 비 이 상당하지 않다는 , 학 입시를 심으로 고착화된 학교교육의 구조  

경쟁  풍토로 인해 인성교육보다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가시화’ 가능한 성과를 

심으로 교사 책무성에 근해 왔다는  등이 이러한 요구의 배경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로 하여  인성교육자로서 책임감과 윤리의식의 요성을 깨닫도

록 교육하는 동시에, 책임감과 윤리의식 확립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근이 병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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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한편 사범 ·교육 의 교육과정 변화에 한 요구는 비교  낮지만 지 않은 수의 

교사들이 필요로 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직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한 교육을 

체계 으로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행 교육 와 사범 의 교육과정에는 

인성교육을 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일반 교육학 혹은 공 수업을 통해 인

성교육 련 내용을 학습한다 할지라도 그 범 가 매우 좁고 일회성에 그치는 등 체계

이고 지속 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정 희 등, 2015: 

47-48; 주 등, 2014: 43-44). 물론 각 교과마다 특수한 목 을 갖기에 모든 교과교육이  

인성교육을 심에 두고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인성교육 련 교육마 도 지식 

주로 이루어지거나, 인성교육과 련한 연계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채 단순히 인성교육 

련 수업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은 기존의 직 교육과 차별화되지 않으며 효과 일 수도 

없다. 따라서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서는 사범 와 교육 의 교육과정이 인성교육 실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교과교육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조하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의 경력이 높아질수록 이에 한 응

답률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교사가 된 이후 스스로의 시행착오와 연수 경험 축 으로는 

인성교육 실행의 수 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에 직 교육 과정에서의 체계

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교사 간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은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 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직 교육을 통해 충분

히 습득하지 못한 채 장에 투입되고 있고 교사 연수도 활발하지 않다는 선행연구들은

(정 희 등, 2015; 주 등, 2014), 교사 스스로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인성교육을 실천

하는 실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 다고 하겠다. 

특히 교직 경력이 높아질수록 교사 간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한 

응답이 낮아지는 것은, 동료 교사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지나 스스로 체득한 노

하우를 통해 인성교육을 문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경력 교사의 견해가 반 된 것으

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을 교사교육의 에서 해석하면, 조언이 필요한 낮은 경력의 

교사들에게 고경력 교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의체 혹은 네트

워크가 구축될 경우 임 혹은 경력이 낮은 교사들의 어려움을 일정 정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교사 학습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교

사교육의 안  근으로, 특히 정의  발달을 목 으로 하고 학생에 한 선행된 이해

와 학생 개인의 특수성을 반 한 교육  처방이 요한 인성교육의 경우, 이러한 교사들

의 네트워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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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요구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교사의 신념과 의지, 교실  학교의 

도덕  풍토, 교사의 인격  모범이 결정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가장 우선 으로 교사의 인성, 교육철학, 신념, 의지 등 

교사의 내  자질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 다. 특히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교사의 

신념과 의지는 근무 환경  여건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발생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인성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성교육에 한 책임과 의지, 인성교육 가능성에 한 믿음을 

의미한다. 결국 인성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교육 요소들 에서도 교사의 역할과  향력

이 가장 요한 요소임을 교사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는 매우 정 인 결과라 하겠

다.

   다음으로 교실  학교의 도덕  풍토를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교사 개

인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공동체의 분 기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

여 다. 교사가 아무리 학습자의 인성 발달을 한 가르침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의 분 기가 비민주 이거나 결과 지향 이며 구성원 간의 경쟁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면, 교사의 인성교육은 그 효과를 기 하기 어렵다. 교사들이 교실  학교의 도덕  풍

토에 한 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은 실제 교육 장에서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

복하기 어려운 문화 ·구조  한계 앞에서 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학교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해서는 교실  학교의 도덕  풍토 형성에 주력해야 

하며, 도덕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만들기 해서는 학교에 도덕  삶의 환경을 창출해 

내는 일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Ryan et al, 1999; 유병열, 2006: 373에서 재인

용). 실제로 학생들이 서로 원만한 계를 맺고, 서로를 존 하고 확신하고 배려하며, 집

단에 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교실을 도덕 공동체로 형성하면, 학생들

은 그 속에서 도덕을 생활화하며 도덕을 배울 수 있다는 에서(Lickona, 추병완 등 역, 

1998: 115-116), 학생들의 인성 발달을 해 교실과 학교의 구조와 문화를 도덕 으로 형

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에 못지않은 비율로 교사들은 교사의 인격  모범을 시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인성교육 실천을 한 교사교육 내용으로서 ‘교사의 책임감  인격  모범의 

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조사 결과와 연 성을 갖는다. 교

사가 실제로 인성교육에 있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모범이 인

성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교

육의 내용에 한 요구에도 이러한 인식이 반 되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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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교사는 학생들의 계 속에서 상당한 도덕  향력을 행사한다. 교사가 요

하게 여기는 가치 , 교실 안 에서 이루어지는 언행, 도덕  이슈에 한 단과 행동 

등은 학생들에게 요한 의미이자 기 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인성 발달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격  모범이자 바람

직한 인성의 형으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

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지원으로서 ‘직  용·활용할 수 있는 로그램 제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

인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교사들에게 있어 효과 인 인성교육 

로그램은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요소로서는 다소 낮은 요도를 하고 있다. 결국 인

성교육에 직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은 교사의 인성교육 실천을 돕는 유용하

고 필요한 자료이기는 하나,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인성교육 련 교과의 수업내용 역시 낮은 응답률을 보 다. 이 역시도 앞서 살펴본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 필요한 교사교육 내용으로서 ‘각 교과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방

법’에 한 높은 요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첫째, 재 학교 인성교육

이 교과 수업을 통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둘째, 인

성교육을 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교과 수업을 통해 다루거나 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

과교육의 주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있어 그 효과를 기 할 수 없다는 인식

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으며, 셋째,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학교 인성교육의 성패를 결

정하는 핵심 요인은 아니라는 교사들의 인식이 반 된 것일 수 있다. 

   한편 학교장의 심과 지원은 매우 낮은 응답률에 그쳤는데, 이는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결정할 만큼 학교장의 심과 지원이 결정 인 요인은 아니라는 교사들의 인식을 

읽을 수 있는 목이다. 학교장의 리더십의 유형이 교사의 직무 만족도, 교사의 자기 효

능감, 교사의 교육 수행, 학교 조직의 효과 등 학교 교육 반을 망라하여 향을 미친다

는 교육 행정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교사의 교직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의 인격  모범, 

교실  학교의 도덕  풍토에 한 응답률은 낮아지고, 학교장의 심과 지원, 인성교육 

련 교과의 수업 내용에 한 응답률이 높아졌다는 것에 있다. 이는 교사가 교직 생활

을 이어오는 동안 교사의 인품이나 모범, 학교의 분 기와 풍토 등 학생들에게 암묵 으

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를 직 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한 교사가 인성교육에 한 투철한 교육철학과 신념, 인성교육에 한 

실천 의지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학교장의 교육 철학과 상반됨으로써 직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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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좌 을 직·간 으로 경험함에 따라 학교장의 향력을 보다 요한 요소로 인식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인성교육 련 교과의 

수업 내용에 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교과 수업이 학생의 인성 발달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제로 경험하 거나, 인성교육과 련성이 높은 교과의 수업시간

에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 일 것이라는 교사의 기 를 반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한 교사교육 내용에 한 요구 분석에서 각 교과 수

업을 통한 인성교육 방법이 높은 선호도를 보 다는 사실과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

겠다.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요소에 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고 있었는데, 남자교사가 교사의 신념과 의지, 교사의 인격  모범을 가장 요하게 인

식했다는 에서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매우 압도 으로 교사 스스로에게 귀인하고 있

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실  학교의 도덕  풍토를 제외한 다른 요

소들에 해서는 상당히 낮은 응답률을 보 다. 반면 여자 교사들의 경우 교사의 신념과 

의지, 교실  학교의 도덕  풍토를 비슷한 수 으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에서 교사 개인의 신념과 의지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한 공동체  기반을 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사의 인격  모범, 효과 인 로그램 역시 시하

고 있었고, 그 외의 요소도 응답률은 낮지만 남자 교사들에 비해 체로 고르게 인식하

고 있었으나, 단 학교장의 심과 지원에 한 인식만이 남자 교사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교사들이 인성교육의 효과는 교사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인식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로그램이나 교과 수업의 요성은 간과하고 있다는 

에서 인식 환과 인성교육을 한 수업  로그램 활용 능력에 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 다. 여자 교사의 경우 교실  공동체의 풍토가 갖는 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

다는 에서 인성 친화  교실  학교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는 정 인 

측면은 있으나, 교사 인성의 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교육 기회가 필요하며 인성교육의 

주체이자 주요 의사결정자로서 학교장의 요성을 인식하고 그와의 력 속에서 인성교

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식 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 학교 인성교육의 장애 요소에 한 인식에서 나타난 요구

   학교 인성교육의 실과 련하여, 재 인성교육의 가장 큰 장애는 학생  학부모

의 지지부족, 교사의 신념과 의지 부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로그램 부족, 교육청 

 학교장의 지원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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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학생  학부모의 지지 부족은 인성교육 수행에 있어 

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동시에 교사가 인성교육자로서 문

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 그 효과를 결정하는 주체가 학생과 학부모인 만큼 그들의 지지와 

동의가 매우 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앞서 교사들이 학생  학부모

와의 소통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통해 

교사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어쩌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들에 해 보내는 지지가 부족

함에 따라 나타난 자신감 상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교사의 인성교육 수행에 

한 학생과 학부모의 지지 부족은 교사가 실행하는 인성교육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

으며 한 인성교육자로서 교사의 신념과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는 교사들의 인성교육에 한 

자기 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인성교육자

로서 교사의 역할과 상에 한 사회  담론 형성과 정책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 보다 

본질 인 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인성교육에 한 교사의 신념 부족은 앞서 살펴본 ‘인성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

들의 인식에 따르면, 학교 인성교육에 있어 가장 요한 핵심 요소는 교사의 신념과 의

지임에도 불구하고 재 인성교육에 한 교사들의 신념과 의지가 부족한 이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성교육에 한 신념과 의지가 부족한 교사들

이 수행하는 인성교육은 그 실천의 양 ·질  수 이 낮을 뿐만 아니라 효과가 미미하다

는 실제 경험이 반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서는 교

사들이 인성교육에 해 갖는 신념, 의지, 책임감 등을 고양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

이 가장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목이다. 

   이에 못지않은 응답률을 보인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로그램 부족은 앞서 학교 

인성교육활성화를 해 필요한 교육  지원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 으나, 학교 인

성교육의 핵심 요소로서는 낮은 응답률을 보인 분석 결과와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인성교육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로서 꼽히지는 않더라도, 교사가 인성교

육을 실천함에 있어 실제 내용과 방법이 되는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으로 보인다. 특히 교사교육 내용으로서는 선호하지 않지만 교육 지원으로서는 매우 높

은 선호도를 보 다는 사실은, 자료  교수·학습 방법을 직  개발하여 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교사들에게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로그램이 제

공되기를 원하는 요구는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서는 재 교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즉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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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교육청  학교장의 지원 부족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 는데, 이 역시 앞서 살펴본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요소에 한 인식에서도 학교장의 

심과 지원에 한 요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과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성교육의 실천에 있어 학교장의 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핵심 요

소로서의 요도를 하지 않고, 한 교육청  학교장의 극 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바람직하고 효과 이지만 재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인

식될 만큼 결여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13.8%에 해당하는 지 않은 교사들

이 교육청  학교장의 인성교육의 지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교사의 경

력이 높아질수록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요소로 학교장의 심과 지원을 꼽고 있다는 앞

선 분석 결과와 함께 고려한다면, 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서는 교육청을 비롯한 기

과 학교장의 교육 철학을 인성교육에 유의미한 방향으로 확립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기타 의견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유목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인성 심 보다는 시험성  등 입시 주의 경쟁  교육 풍토, 둘째, 사회 공동체 반

의 동의와 지원 부족으로 인한 인성교육 기 으로서 학교의 권 와 상 하락, 셋째, 업

무와 학생 수, 보장된 시수 결여, 교과별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부족 등 인성교육을 시행

할 수 있는 여건 부족, 넷째, 인성교육에 한 교사들 간의 상이한 기 , 다섯째, 임용고

시만으로 교사를 선발하는 교사 선발 제도의 한계, 여섯째, 학교와 가정 간의 연계 부족, 

일곱째, 도덕·윤리를 도외시하는 사회 반  분 기 등이다. 여기서 인성교육에 한 교

사들의 상이한 기 , 임용고시만으로 교사를 선발하는 교사 선발제도의 한계 등은 교사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요소들은 교

사교육의 범 를 넘어서 사회 구조 ·제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인성교육의 장애 요소에 한 학교 별 교사의 인식 차이는 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등학교 교사들이 인성교육 수행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을 보여 다. 등교사는 다른 요소들에 비

해 ‘학생  학부모의 지지부족’에 압도 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 고, 다른 요소에도 

체로 고른 응답을 보인 등 교사들에 비교해보았을 때, 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다른 

요소들보다 학생  학부모의 지지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  학부모의 지지 외에도 다른 요소

들에 한 반 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응답이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 고

등학교의 경우 · 학교 교사에 비해 교육청  학교장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지지가 부족한 것이 다른 요소들보다 훨씬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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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첫째, 등학교 교사보다 학생  학부

모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거나, 둘째, 등학교에 비해 다른 요소들을 포함한 인성교

육 여건이 반 으로 부족함에 따라 응답이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고

등학교의 경우 입시 주의 교육 풍토로 인해 · 학교 교사들에 비해 학교장  교육청

으로부터 인성교육 실천을 한 지지와 지원을 얻기 어려운 것으로 그 배경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등학교 인성교육 활성화를 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간 력  

계 형성을 한 지원과 교사와 학생 간 신뢰와 존 을 기반으로 한 소통기회를 확 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인성교육을 한 여건과 분

기를 반 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제기되나, 특히 고등학교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교육청  학교장의 극 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식 환, 교육 정책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남자 교사는 인성교육에 한 의지와 신념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소로 본 것과 

달리 여자 교사들은 학생  학부모의 지지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소로 인식한다는 사실

을 통해 교사의 성별에 따라 겪는 어려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자 교사는 

재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의 원인을 교사에게서 가장 높게 찾았으나, 여자 교사는 교사

의 의지와 신념에 해서는 남자교사의 반에 그치는 응답률을 보인 반면 학생  학부

모의 지지 부족에 남자교사의 두 배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다. 이는 학교 인성

교육 활성화를 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에 해 남자 교사는 교사 개인의 노력과 역량이

라 간주한 반면, 여자 교사는 교사 외 인 요인에서 찾고 있으며 그 상이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와의 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의 성별에 따라 인성교육 실천 과정에

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르다는 사실 역시 실 진단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반 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학교 인성교육을 활성화함에 있어 교사들의 요구를 악하기 해, 인성교

육 실천을 한 교육이 필요한 상  교육 내용, 인성교육 실천을 해 필요한 교육  

지원, 학교 인성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와 장애 요소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반 하지 못했던 교사들의 요구를 악하고, 

이에 토 를 둔 교사교육과 학교 인성교육에의 지원을 방안을 도출하기 한 기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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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미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교사들이 인성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당면한 문제와 한계, 교사교육과 

지원에 한 요구가 일반 으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악하기 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수업이나 생활지도와 같은 실제 교육 실행의 미시 인 측면이나 교사의 내

면과 련한 심층 인 측면은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 학교 인성교육 활성

화를 한 요구를 분석하는 것에 보다 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사교육이나 교육 

지원 방법에 한 구체 인 내용을 논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학교 인성교육 실행의 주체인 교사의 목소리를 반 하는 연구가 후속되어, 교사의 인성

교육 실행에 실질 으로 도움을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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