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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일부 치 생과 학생들의 요도 인식과 인성발달의 수 , 인성교육 요구도를 분석하여 효율
인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한 자료로 활용하기 해 ‘ 학생활과 인성’교과목을 수강한 180명의 치 생과 
학생을 상으로 조사하 다. 수집된 자료를 SPSS 23.0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에 
한 요도 인식에서는 효도 덕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용기 덕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조사 상

자의 특성에 따른 인성교육에 한 요도 인식은 출신고교계열, 종교유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며, 학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재 인성발달의 수 에서는 과 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
째, 조사 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 인성발달의 수 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성교육의 
요도 인식과 재 인성발달 수 의 상 계는 성실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정 인 상 계를 나타

냈다. 여섯째, 인성교육의 요구도 분석 결과, 제, 효도, 성실, 책임, 용기, 지혜, 법, 정의, , 존 , 
동, 배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향후 인성교육에 기 차료로 활용하여 효율 인 인성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인성교육∣인성발달∣요구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the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their level of character development and needs for that 
education in an effort to provide information on how to ensure the efficiency of character 
educatio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80 selected dental hygiene students who took a 
course in "college life and character."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 SPSS 23.0.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they placed the most 

importance on the virtue of filial piety and attached the least importance to the virtue of courage. 
Second, regard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what type of high school they graduated from and whether they were religious or not made no 
differences to that, and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academic year. Third, as to the 
current level of character development, they were most excellent in etiquette and caring.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made no differences to their current level of character 
development. Fifth, in regard to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and the current level of character developmen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t and every item except faithfulness. Six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ir needs for 
character education, they gave top priority to moderation, followed by filial piety, faithfulness, 
responsibility, courage, wisdom, law abiding, justice, etiquette, respect, cooperation and ca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charac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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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사회는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 발생과 더

불어 인성교육에 한 심이 증가하고 다양한 인성교

육 로그램의 필요성과 요구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

다. 청소년들의 폭력과 폭행, 왕따, 그릇된 성문화, 사회

의 책임의식 결여 등의 행동은 사회  기감을 고조시

키고, 이러한 기감은 가정역할의 붕괴와 지식 주의 

교육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1]. 성 주의 교육풍토

에서 성장하여 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인간 계형성

과 학생활 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2]. 를 

들면 학생활에 소극  태도, 학과에 한 소속감 하, 

공분야에 한 낮은 학업성취와 질  하를 래하

게 되고, 나아가서 학에서의 도탈락발생과 졸업 후 

직장생활에 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래하고 있다

[3].

학의 역할  하나가 효율 인 사회인을 배출하는 

데 있으므로 체계 인 인성교육을 통해 응 인 인간

계를 할 수 있도록 비된 인재를 배출하여야 할 것

이다. 기업이 학교육에 요구하는 인재상은 인성  측

면을 강조하며 의사표 력과 인 계 능력을 갖춘 인

재를 바라고 있다[4]. 따라서 변하는 사회에서 바

람직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회진출의 

 단계이며 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학에서는 공 

련 지식교육과 더불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요소인 문

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자신감등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사회, 학벌 시, 취업 난 심화 

등 사회  구조 속에서 정 이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을 배우기 힘들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한 부족을 알면

서도 이를 발달시키는 데는 교육  의의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나 사회에서

도 인성을 겸비한 차별화된 인재를 원하고 있으며, 끊

임없는 경쟁 속에서 피폐혜진 인격이 인 계에 문제

를 야기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학생의 

인성교육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5]. 학생이 학에

서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사회인이 되기 에 마

지막교육장이기에’ 라고 답한 이종 (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6].

학생활은 사회인으로 진출하기  바람직한 인격

성을 형성하는 기간으로 충분하고 인성교육 로그램

과 동아리활동, 학우와 교수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인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책임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인성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학인성교육의 목 으로 자기규정능력, 공동참여 

 책임능력, 연 능력을 들었으며, 학 인성교육의 방

향은 가속 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로벌 시 에 나와 

타인,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의 차원으로 까지 확

되어야 한다고 하 으며[7], 학교양교육을 통해 추구

해야 인성교육방향으로 타자의 고통에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공감교육과 올바른 도덕 단능

력을 기르는 도덕 단력 교육이라고 하 으며, 이에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외

받은 자의 삶에 극 참여  연 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러 과 동시에 민주사회의 건 한 구성원으로 소양을 

갖추기 한 상호문화 교육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 다[8].

Ⅱ. 이론적 고찰

1. 인성교육의 개념

오늘날 교육 장이나 산업체에서 인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친숙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의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인격과 품성을 나타내주는 요

한 잣 (기 )가 된다. 인성의 사  의미는 인간의 성

품 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행동특

성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학자에 따라서는 사람의 품성

과 사람됨을 의미하며, 지, 정, 의를 포 하는 마음과 가

치지향 인 행동양식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리고 인

성을 함양하기 한 인성교육은 지식교육에 비되는 

개념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종의 가치교

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에서의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취업이나 경력개발과 직결되는 매우 요한 교육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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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요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9].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의 인성이란 한 개인의 응을 

결정짓는 지속 이며, 역동 인 성향, 사람의 행동을 결

정하는 마음씨와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품격으로 

통칭하고 있다[10].

Allport(1963)는 인성을 자아감의 확장, 타인들과의 

우호 인 계, 정서 인 안정감, 실  지각, 과업에

의 몰두, 자아의 객 화, 일 된 생의 철학으로 설명하

다. 인성은 인격, 성품 등의 개념과 호환 인 개념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성은 동서양을 막론

하고 오랫동안 논의된 개념이다[11]. 아리스토텔 스는 

'인격'은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계 속에서 바른 행

를 하는 생활이라고 정의하 고, 용에서 인성은 모든 

개별  존재로서 인간이 따르고 구 해야 할 가치라고 

언 하고 있다[12].

미국의 Public agenda(1997)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

교에서 꼭 가르쳐야 하는 인성교육의 내용으로 정직

(97%), 다른 사람에 한 존 (94%), 민주주의(93%),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에 한 존 (93%) 등 정직과 존

이 인성교육의 요한 교육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13].

한국교육개발원(2012)에서는 인성교육의 주요 내용

으로 인성교육을 한  지도 역과 덕목을 기본생

활습 , 자아확립, 효도, 경애, 공동체 의식으로 제시한 

후 각  학교에서는 이를 토 로 교과목을 통한 지도, 

특별활동을 통한 지도, 생활지도를 통한 지도, 학교운

을 통한 지도, 학습  학교 환경을 통한 지도 등으로 

나 어 각종의 실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14].

학생을 한 인성교육의 내용은 우선 우리 사회가 

통 으로 시하여 왔던 가치들과 사회의 변화에 따

른 새로운 가치들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들의 시기에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15]. 따라서 인성이란 개념은 인

간이 갖추어야 할 본성이며, 더불어 함께 잘 살아 가는 

데에 필요한 바람직한 심성과 인격  행동특성이며, 

이는 교육과 훈련이라는 후천 인 노력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6]. 이러한 인성

교육의 요성 인식은 2009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인성

을 핵심역량으로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학들이 

21세기 세계화 시 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한 인재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인성을 제시하고 있다[10]. 

정창우 외(2013)의 연구에서는 이론 , 경험  근거

에 입각하여 추출한 핵심덕목으로 지혜, 용기, 성실, 

제, 효도, , 존 , 배려, 책임, 동, 법, 정의로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인성교육의 내용을 좀 더 구체

으로 설명하면,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 취해야 할 것

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다. 용기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지하고 옹호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이다. 성실은 거짓됨이 없이 자

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를 말 한다. 제는 

스스로의 욕구, 감정 등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효도는 모든 행 의 근원이며 동시에 인을 행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은 사람이 만든 질서에 

따라 나와 남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알맞은 표  

방법을 정한 것이다. 존 은 정 하고 사려 깊은 방식

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으로써 그들이 존엄성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려는 타

인의 필요와 행복에 책임을 느껴 그를 보살피고 돕는 

도덕  태도이다. 책임은 상호의존 으로 결합된 인간 

공동체 내에서 공동선의 실 을 해 각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동은 사회의 공동선 (common good)을 창출하고 증

진하기 해 구성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법은 개인 ·사회  삶에 기 가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  특히 법과 사회  의무를 수하고 실

천하는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정의는 때로는 마음의 

평정상태와 행복을, 때로는 신과의 바람직한 계를 의

미하고, 근 에 이르러서는 제도와 인간 간의 좋은 

계로 설명 하 고, 계몽시  이래 일반 으로 정의의 

개념은 권리와 공정성의 개념과 연  지어졌다[13].

학교육에서의 인성교육에 한 요구도는 실제로 

각 학에서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하여 무엇을 어떻

게 가르치고 있는가, 즉 인성교육의 실제는 잘 드러나 

있지 않다[17]. 인성교육을 한 학의 노력과 교육의 

방법, 인성교육의 비 에 한 내용에 한 연구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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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실정이다. 특히, 치 생과는 구강보건 문가인 치

과 생사를 양성하는 학과이며, 졸업 후 임상 장에서 

활동하는 특성상 인성교육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에서 인성교육의 요성인식과 발달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의 

요소로 정창우 외(2013)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12

개의 인성요소 지혜, 용기, 성실, 제, 효도, , 존 , 

배려, 책임, 동, 법, 정의[13]를 심으로 인성교육

시 시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한 인성교육의 요

구도를 분석하여 효율 인 인성교육을 한 환경조성

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일부 치 생과 학생들의 요도 인식  

인성발달 수 과 인성교육 요구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치 생과 학생들의 인성발달 수 은 어떠

한 계가 있는가?

둘째, 일반 인 특성별 인성교육의 요도 인식차이

는 어떠한가?

셋째, 일반 인 특성별 인성발달 수 은 어떠한가?

넷째, 일부 치 생과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한 요구

도는 어떠한가?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학년 1학기 교양교과목 “ 학생활과 인

성”을 수강한 일부 치 생과 학생 204명을 상으로 연

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180부를 최종 

분석하 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인성교육의 요도와 인성발달의 차이

를 살펴보고, 인성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기 해 사용한 

조사도구는 성명희와 김은주(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목 에 맞도록 수정하 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10]. 인성교육의 

요도와 인성발달수 을 묻는 문항의 수는 각 12문항으

로 인성교육의 요도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  .854, 인

성발달 수 은 .820으로 높았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3.0을 이용하 으

며,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실수

와 백분율을 구하 고 조사 상자의 인성교육 요도

와 재 인성발달 수  수를 악하기 하여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

른 인성교육의 요도와 재 인성발달 수 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

석을 실시하 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s test를 실

시하 다. 인성교육의 요도와 재 인성발달 수 간

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피어슨의 률상 계수를 

구하 으며, 인성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기 하여 

Borich[18]의 요구도 공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악하

다. Borich의 요구도는 재수 과 요구수 의 차이

를 합한 값에 요구도 수 의 평균을 곱한 수를 체 사

례수로 나  값이다. 그 결과 요구수 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재수 에 한 인식이 낮을수록 요구도의 

값은 높아진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인성교육의 중요도

1.1 인성교육의 중요도 항목별 점수

조사 상자의 인성교육의 요도에 한 항목별 

수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인성교육의 요도는 ‘매

우 낮음’(1 )에서 ‘매우 높음’(5 )의 5 척도 12개 항

목으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요도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체 인성교육의 요도는 5  만 에 

4.37±.41 으로 매우 높았다. 인성교육 하 요인별 

요도는 ‘5.효도’가 4.63±.57 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6. ’(4.55±.62 ), ‘3.성실’(4.54±.59 ), ‘9.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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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4.53±.65 ) 순으로 높았으며, ‘2.용기’가 4.04±.69

으로 가장 낮았다.

표 1. 인성교육 하위요인별 점수 분포(n=180)

Range Min Max Mean±SD

1.지혜 1-5 2 5 4.05±.69

2.용기 1-5 3 5 4.04±.69

3.성실 1-5 3 5 4.54±.59

4.절제 1-5 3 5 4.41±.62

5.효도 1-5 2 5 4.63±.57

6.예절 1-5 3 5 4.55±.62

7.존중 1-5 3 5 4.52±.62

8.배려 1-5 3 5 4.42±.66

9.책임 1-5 2 5 4.53±.65

10.협동 1-5 2 5 4.25±.72

11.준법 1-5 3 5 4.38±.69

12.정의 1-5 2 5 4.11±.74

계 1-5 3.25 5.00 4.37±.41

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교육 중요

도의 차이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성교육의 요

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학년(F=14.40,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2학년(4.56±.38 ), 1

학년(4.36±.34 ), 3학년(4.19±.42 ) 순으로 요도가 

높았다. 그러나 출신고교계열,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교육 중요도의 차이(n=180)

n
요도

t/F p
Scheffe
TestMean±SD

학년

1학년a 62 4.36±.34 14.40 <.001 b>a>c

2학년b 59 4.56±.38

3학년c 59 4.19±.42

출신
고교
계열

인문계 149 4.36±.41 -1.00 .321

특성화계 31 4.44±.39

종교
유무

있음 51 4.42±.44 .95 .345

없음 129 4.35±.39

2. 현재 인성발달 수준 

2.1 현재 인성발달 수준 항목별 점수

조사 상자 재 인성발달의 수 에 한 항목별 

수 분포는 다음 [표 3]과 같다.

인성발달 수 은 ‘매우 낮음’(1 )에서 ‘매우 높음’(5

)의 5 척도 12개 항목으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

을수록 인성발달 수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체 인성

발달 수 은 5  만 에 3.69±.441  이었다. 인성발달 

수  하 요인별 발달 수 은 ‘6. ’(3.98±.74 )과 ‘8.

배려’(3.98±.70 )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7.존

’(3.97±.69 ), ‘8.효도’(3.83±.78 ) 순으로 높았으며, 

‘2.용기’가 3.28±.75 으로 가장 낮았다.

표 3. 현재 인성발달수준 하위요인별 점수 분포(n=180)

Range Min Max Mean±SD

1.지혜 1-5 2 5 3.31±.68

2.용기 1-5 2 5 3.28±.75

3.성실 1-5 2 5 3.77±.81

4.절제 1-5 1 5 3.37±.89

5.효도 1-5 2 5 3.83±.78

6.예절 1-5 3 5 3.98±.74

7.존중 1-5 2 5 3.97±.69

8.배려 1-5 2 5 3.98±.70

9.책임 1-5 2 5 3.81±.79

10.협동 1-5 2 5 3.76±.79

11.준법 1-5 2 5 3.72±.74

12.정의 1-5 2 5 3.47±.72

계 1-5 2.67 4.83 3.69±.44

2.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인성발달 

수준의 차이

조사 상자 일반  특성에 따른 재 인성발달 수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학년, 출신고

교계열,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인성발달 수준의 차이 

 (n=180)

n
재 수

t/F p
Scheffe
TestMean±SD

학년

1학년a 62 3.74±.42 1.92 .150

2학년b 59 3.72±.48

3학년c 59 3.60±.41

출신고교 
계열

인문계 149 3.70±.43 .95 .344

특성화계 31 3.62±.47 -1.23 .222

종교 
유무

있음 51 3.72±.36 .68 .496

없음 129 3.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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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성교육의 중요도와 현재 인성발달 수준의 상

관관계

3.1 인성교육의 중요도와 현재 인성발달 수준의 상관

관계

항목별 인성교육의 요도와 재 인성발달 수 간

의 상 계는 다음 [표 5]와 같이 체 요도와 재 

수 간에는 정 상 (r=.544, p<.001)이 있었으며, 인성

교육 하 항목별로는 ‘3.성실;(r=.119, p=.111)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요도와 재 수 간에 정 상 이 있

었다. 즉, 요도가 높을수록 재 수 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 인성교육의 중요도와 현재 인성발달 수준의 상관관계 

(n=180)

항목 상 계r(p)

중요도 ↔ 현재수준

1.지혜 .303(<.001)

2.용기 .268(<.001)

3.성실 .365(<.001)

4.절제 .119(.111)

5.효도 .369(<.001)

6.예절 .486(<.001)

7.존중 .444(<.001)

8.배려 .424(<.001)

9.책임 .483(<.001)

10.협동 .505(<.001)

11.준법 .486(<.001)

12.정의 .419(<.001)

계 .544(<.001)

4. 인성교육의 요구도

인성교육의 요구도를 분석하기 해 인성교육 하

항목별 평균을 통해 Borich 요구도 수를 구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하 항목들  가장 요구도가 높은 항목

은 ‘4. 제’(4.87 ) 이었으며, 다음으로 ‘5.효도’(3.86 ), 

‘3.성실’(3.68 ), ‘9.책임’(3.44 )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

다.

표 6. 인성교육 요구도(n=180)

요도 수 Borich
요구도

순
Mean±SD Mean±SD

1.지혜 4.05±.69 3.31±.68 3.34 6

2.용기 4.04±.69 3.28±.75 3.44 5

3.성실 4.54±.59 3.77±.81 3.68 3

4.절제 4.41±.62 3.37±.89 4.87 1

5.효도 4.63±.57 3.83±.78 3.86 2

6.예절 4.55±.62 3.98±.74 2.74 9

7.존중 4.52±.62 3.97±.69 2.71 10

8.배려 4.42±.66 3.98±.70 2.18 12

9.책임 4.53±.65 3.81±.79 3.44 4

10.협동 4.25±.72 3.76±.79 2.33 11

11.준법 4.38±.69 3.72±.74 3.12 7

12.정의 4.11±.74 3.47±.72 2.95 8

Ⅴ. 결론 및 논의

오늘날 학생들은 자신의 성보다는 성 주로 

학입시에 집 하는 청소년기를 보내오면서 사회생활

에 필요한 인성을 갖추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실이다. 

학에 입학하여서도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직장과 사회에서도 응에 곤란을 느끼

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에서의 인성교육에 한 필

요성은 증가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치 생과 학생

들의 인성교육에 한 요구도를 분석하여 효율 인 인

성교육을 실시하기 한 자료로 활용하기 해 ‘ 학생

활과 인성’ 교과목을 수강한 일부 치 생과 학생을 

상으로 인성교육의 요도 인식, 인성발달의 수 을 조

사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인성교육에 한 요도 인식에서는 효도 덕목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용기 덕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이는 조사 상자가 부모에 한 애착이 비교  많

은 여학생인 과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시작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 성명희와 김은주

(2015)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인성교육 덕목으로 요

하게 인식하는 덕목으로 존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 이기용과 조용태(2016)의 연구에서는 도덕성이 가

장 요한 덕목으로 나타났다[19]. 부모와 교사를 상

으로 한 진의남(2012)의 연구에서 학부모는 정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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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려와 바른생활로 나타났다[20]. 따라서 각 학에

서는 효율 인 인성교육을 해 교육의 상자에 한 

인성교육의 요도 인식을 조사하여 인성교육과목을 

개설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특성별 인성교육에 한 요도 인식은 출신고

교계열, 종교유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

년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2학년

(4.56±.38 ), 1학년(4.36±.34 ), 3학년(4.19±.42 ) 순

으로 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체 학년별로 인성교

육에 한 요도가 높게 나타나 “ 학생활과 인성”교

과목교육과 학과의 인성지도를 통해 환자를 상으로 

하는 구강보건 문가인 치과 생사가 되기 한 기본

인 인성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재 인성발달의 수 에서 체 평균은 이윤선

과 권미진의 연구(2015)의 체평균과 차이가 없었지만

[21] 인성수 을 개인의 성취지향성에 따라 비교한 경

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22]. 따라서 인성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성향이나 특질과 연 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성의 수 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성발달 수 의 하 요인별로는 과 배려 

덕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 치 생과 교육의 기본인 직장

과 환자를 배려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업무수행능

력 향상을 한 지도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넷째, 특성별 재 인성발달의 수 은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나 성명희와 김은

주(2015)의 연구에서 4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10]. 이유진과 권미

진(2015)의 연구에서 공감, 사회문제해결등과 같은 

역의 인성수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놀게 높게 나타났

다[21]. 이와 같은 학년별의 차이를 볼 때, 상자 개인

의 성향이나 특징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을 할 필요가 있

다.

다섯째, 인성교육의 요도 인식과 재 인성발달 수

의 상 계는 성실 덕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정 인 상 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에서는 인성

교육의 요도와 인성발달 수 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인성교육의 덕목과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설계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인성교육의 요구도 분석 결과, 제, 효도, 성

실, 책임, 용기, 지혜, 법, 정의, , 존 , 동, 배려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의 요구도는 제 덕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려덕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변하는 사회의 가치 , 성 주의 입시교육, 가

정교육의 부실, 청소년시기의 방황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의 욕구나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제덕목을 제

로 형성하지 못한 을 스스로 인식한 결과로 사료된

다. 이러한 제력은 학업성취도와 련될 수 있으므로 

인성교육과정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 최근 발생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살펴보아도 

제력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청소년 범죄가 주를 이루

고 있으며, 부분이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발생된 것으

로 보여 지는 만큼 인성교육의 요성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반면 성명희와 김은주(2015)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인성교육 요구도가 성실 덕목이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덕목이 가장 낮게 나타난 와 차이가 있었다

[10]. 이 은 시 가 변함에 따라 인성교육에 한 요구

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통 인 

인성교육에서 강조되어왔던 은 비교  낮은 요구

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23].

결론 으로 학에서의 인성교육은 신입생부터 학과

에 한 응과 사회생활에 기반이 되는 인성교육에 

한 요도, 인성발달의 수 , 인성교육의 요구도를 조사

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 로 실시하여 효율 인 인성교

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의 제한 은 

일부 치 생과 학생들을 상으로 하 으므로 확

용하고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 상자의 표

집에서 표본의 수의 확 와 심층 인 조사방법으로 실

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토 로 후속연구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상자의 특성별로 합한 인

성교육의 덕목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인성교육

의 방법으로 이론, 세미나외의 다양한 교육방법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과 사회가 더불어 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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