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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교사의 회복탄력성 함양 방안
Methods for cultivating moral education teachers' resilience
추 병 완 (춘천교육대학교)

《요 약》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많은 연구는 회복탄력성이 타고난 개인적 특질이 아니라, 훈련
과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단련하고 함양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자 능력임을 분명하게 지적
한다. 도덕 교사는 학생의 도덕 발달을 위한 최상의 안내자이자 탁월한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하므로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스트레스와 소진에 더욱 취약하다. 그렇다면 도덕 교
사의 회복탄력성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
해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살펴보고, 도덕 교사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지 조건(supporting conditions)의 실현 방법을 제시하였다. 회복탄
력적인 도덕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 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긍정 정
서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관계망을 구축하려는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제어: 도덕교육, 교사교육, 보호 요인, 위험 요인, 회복탄력성

Ⅰ. 서 론
교사가 되는 것은 많은 학생의 장래 희망 목록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직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직 생활에 매력을 잃는 교사가 점증
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매년 5천명에 가까운
교사가 명예퇴직을 통해 교단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실
붕괴로 표현되는 작금의 교육 현실에서 상당수 교사가 심각한 스트레스 위협에 처해 있
고, 그로 인한 교사의 소진(burnout) 현상도 날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스트레스와
소진은 본래 분리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다. 스트레스는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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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연유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불유쾌한 감정은 노염,
긴장, 좌절, 우울을 포함하며 교사의 자존감과 웰빙(well-being)을 위협한다. 한편 소진은
타인의 욕구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만 하는 전문직으로서 교사에게 발생하는 일종의 만
성적인 직무 스트레스와 연관된 부정적인 결과다. 소진은 스트레스의 산물이기에, 소진
상태에 놓인 교사는 감정의 고갈과 더불어 자신의 일이 무의미하고, 자신이 무력하며, 고
립ㆍ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개별 교사에게 스트레스 원천은 고유한 것이고, 그것은 그 교사의 특성 그리고 그의
직업인으로서 삶과 개인으로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
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원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와 잡무 과다, 수시로 변
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신속한 적응과 대응의 어려움, 학교 폭력과 학생의 그릇된 품행,
교권을 위협ㆍ침해하는 학부모의 과격한 행동에 대한 교사의 우려와 불안은 스트레스 유
발과 소진 현상을 촉진하여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교직을 중도에 포기하
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였다. 이렇듯 학생의 행동을 지도ㆍ관리함
에 있어 그리고 학부모를 대함에 있어 교사가 지각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의 급격
한 저하는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심리적 요인이다
(Gibbs & Miller, 2014: 615).
그러나 일부 교사는 교직 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나 역경을
극복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교직 생활을 영위하기도 한다. 일부 교사는 이직이나 퇴직을
하는 반면에, 상당수 교사는 내부적ㆍ외부적 압력과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교직에 대한
헌신적인 사명감과 학생 지도에 대한 높은 확신과 효능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학생의 학
습과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시켜 준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듯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
일까? 이 차이를 우리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심리학적 구인이 바로 교사 회복
탄력성(teacher resilience)이다(Gu & Li, 2013: 288).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자신의 정신건
강이나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수 활동이나 학생 관리의 질을 통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학생에게 회복탄력성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할 교사 스스로가 회복탄력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학생의 학습은
물론이려니와 학생의 웰빙과 정신건강마저도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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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회복탄력성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효과적인
교실 관리나 학급 경영을 가능하게 하며, 질 높은 교수 활동과 관행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실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하여 준다. 하지만
교직은 고영향력(high-impact)과 고강도(high-intensity)의 직업이기에 다른 직종보다 더
많은 정서적 부담, 직무 관련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교사는 다른 직
업인보다 회복탄력성을 저해하는 더 많은 위협 요인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특히 학생의
도덕 발달을 책임지고 있는 도덕 교사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더 많은 스트레
스에 접하기 마련이다. 도덕 교사가 직면하는 특별하고 과중한 직무 스트레스는 학생에
게 탁월한 도덕적 모델로서 자신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에 관한 비판적ㆍ성찰적 평가와
인식,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커다란 개선이나 긍정적 변화
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현실적 우려와 인식에서 유래한다. 하
지만 교사 회복탄력성에 관한 많은 연구는 회복탄력성이 타고난 개인적 특질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을 통해 우리가 얼마든지 단련하고 함양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자 능력임
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그렇다면 도덕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법은 무엇인가? 이에 이 논문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살펴보고, 도덕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지 조건
의 실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교사 회복탄력성에 관한 이해
1. 교사 회복탄력성의 개념 정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와 문헌 출판이 급증하면서 회복탄력성 구인은 오늘날 일반 대
중에게도 매우 낯익은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직의 맥락에서 회복탄력성
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회복탄력성에
관한 초기의 개념 정의는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회복탄력성에 관한 개념 정의는 스트레스로부터 이전
- 3 -

『도덕윤리과교육』 제55호 (2017.05)

의 활동 수준이나 건강 수준 회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 대한 건
강한 반응의 결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포함하였다(추병완, 2017: 341). 최근에 여
러 연구자는 회복탄력성을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정의한다. 그런 개념 정의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은 개인과 그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특히 가용하고 접근 가능한 개인적인 성
장을 위한 기회를 반영하는 상호작용에서 일군의 행동을 뜻한다(Ungar, 2012: 14).
회복탄력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분야인 교사 회복탄력성에 관한 개념 정의 역시 합의
된 의견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오즈왈드와 그 동료(Oswald et al., 2003: 50)는 교사 회복탄
력성을 잠재적 위험에 직면한 교사가 회복하려고 그리고 웰빙을 유지하려고 개인적 취약
성과 환경의 스트레스 유발 인자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패터슨과 그
동료(Patterson et al., 2004: 3)는 불리한 조건에 직면하여 학교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에
너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교사 회복탄력성으로 규정하였다. 브루네띠(Brunetti,
2006: 813)는 교사 회복탄력성을 도전적인 조건과 반복되는 차질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교직에 대한 헌신과 자신의 교수 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특성으로 파악하였다.
새먼즈와 그 동료(Sammons et al., 2007: 694)는 교사 회복탄력성이란 교사가 역경에 직면
하여 강점이나 기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며, 그것은 환경 맥락, 업무 특수적인
맥락, 개인적 맥락의 영향을 받기 쉬운 역동적인 구인이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테이트
(Tait, 2008: 58)는 교사가 스트레스를 받는 시점의 환경 안에서 활성화되고 전개되는 여
러 사건과의 상호작용 양식을 일컬어 교사 회복탄력성이라고 불렀다.
이렇듯 상당수 연구자는 교직의 맥락에서 회복탄력성을 능력, 과정 그리고 결과로써
규정한다.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친 도전과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개인ㆍ맥락 자
원을 구축하는 개별 교사의 능력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은 개별 교사의 특성과 그가 처
한 개인적인 상황과 직업상의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위기 상황에서 개별 교사가 특정한 전략을 활용하여 직무
관여, 성장, 헌신, 열정, 만족, 웰빙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교사 회복탄력성은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교직에 대한 헌신과 성
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적응의 과정, 능력, 결과를 언급한다. 교사 회복탄력성은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제공하기 위해 역동적인 방식으로 상호 관련된 개인적 특성, 상황적
특성 그리고 더 큰 맥락적인 특성에 좌우된다.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자원에 근거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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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 만족, 긍정적인 자기 신념, 개인적 웰빙, 직
업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경험하는 가운데 직업적ㆍ개인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 그러
므로 회복탄력적인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좌절로부터 회복할 수 있고, 교직에 대한 헌
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교사로서 자신의 효능감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교사의 회복탄력적인 특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하거나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배려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교육 환경, 긍정적이고 높은 기
대, 긍정적인 학습 환경, 강력하고 지지적인 사회 공동체, 지지적인 동료 관계와 같은 적
절하면서도 실제적인 보호 요인의 제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사 회복탄력성은 다면적이면서도 다소 불안정한 구인이다. 교사 회복
탄력성의 본질은 개인의 내적 자산 그리고 그 개인이 살며 성장하고 있는(또는 성장하지
못하는) 외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교사 회복탄력성의 발현은
개인들이 만나는 상황이나 맥락의 시나리오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람마다 서로 다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을 거듭한다
(Gu & Day, 2007: 1314). 교사 회복탄력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구와 데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회복탄력성은 타고난 특질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의 긍정적인 적응과 발달을 함의하고 있는 상대적이고, 발달적이며, 역동적인
구인이다. 그것은 개인적ㆍ직업적 성향과 가치의 산물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다. 그것은 목적의식을 포함하고, 의미 있는 행동과 참여를 수반한다. 덧붙여 그것은 주
어진 맥락 안에서 역동적 과정의 결과 그 자체로써 발현되고 그 결과와 더불어 발달한
다. 교사 회복탄력성의 사회적 차원은 교사의 업무와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ㆍ직업
적ㆍ상황적 요인을 인정하고, 직업적 헌신을 유지하기 위한 교사의 시도를 맥락과 관련
짓는다(Gu & Day, 2007: 1305).

교사 회복탄력성은 세 가지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Gu & Day, 2013: 25-26). 첫째, 교
사의 회복탄력적인 특성은 개별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와 교실 맥락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직무 환경을 포함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맥락 특수적인 것이다. 교사의
학습과 발전을 위한 학교 내의 경영 지원, 리더십 신뢰, 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 긍정적인 학교 문화가 교사의 동기와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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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거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둘째, 교사 회복탄력성은 교사의 직업적 헌신 강도와
개인적 확신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할 특수적이다. 가르치고자 하는 내
적 소명의식 그리고 봉사하고자 하는 헌신은 교직을 다른 직종과 분리시켜주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 학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도
와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과 관련한 교사의 자기 효능감 신념은 교사의 회복탄력적인
특징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 이런 의
미에서 볼 때, 회복탄력적인 교사는 힘든 교직 생활에서의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다. 왜냐
하면 회복탄력적인 교사는 위기일발의 내적 평형에서 힘겨운 정서적 경험을 단순히 헤쳐
나가는 것 이상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회복탄력적인 교사는 개인적ㆍ직업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의 추구에서 성장과 실현을 위한 능력을 보여 준다. 회복탄력적인 교사는
삶의 구조에 자아,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 학생을 결합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가슴 속에
지성과 감정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셋째, 회복탄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교사의 능력은
정신적 외상을 줄 정도의 심각한 경험이나 사건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것과 관련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일상의 세계에서 평형, 헌신감, 주도 의식(통제
의식)을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2. 도덕 교사 회복탄력성의 중요성
오늘날 교직은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직업 중의 하나다. 많은 교사가 이전보
다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더 많아졌다는 소리를 자주 한다. 잡무 부담, 학생 지도, 수업,
교직원 상호 관계, 학부모 관계, 학교 풍토, 사회적 대우와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교사의
스트레스를 증폭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직은 학생의 그릇된 품행을 다루는 것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불리한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을 다루어야 하는 것처럼 매우 높은 정서적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사는 다른 직업인보다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다
(Pretsch, Flunger & Schimitt, 2012: 323). 키리애쿠(Kyriacou, 2001: 29)는 국제 연구 결과
에 근거하여 교사에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10가지 요인으로 동기가 부족한 학생을 가르치
는 것, 훈육, 시간 압박과 과도한 업무 부담, 변화에 대처하는 것, 타인의 평가를 받는 것,
동료와의 관계, 자존감과 지위 문제, 행정ㆍ관리 처리 문제, 역할 갈등과 모호성,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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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을 언급하였다.
교사가 직면하는 높은 스트레스 그리고 그에 따른 소진 현상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
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첫째, 교사 개인의 수준에서 볼 때 높은 스트레스가 가져다주는
손실은 매우 명확하다. 높은 스트레스는 교사의 신체ㆍ정신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으며, 특히 교사로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
르면, 교사의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소진은 두통, 위장 장애, 감기, 수면 장애, 근육 긴장,
고혈압의 증가 위험과 같은 신체 건강만이 아니라 우울 징후,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 저
하, 동기와 직무 만족감 저하와 같은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Fleming,
Mackrain & LeBuffe, 2013: 389).
둘째, 재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높은 스트레스와 소진으로 인한 교직 탈출 현상은 정
부 투자와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한다(Greenfield, 2015: 53). 일부 교사는 명예퇴직을
한 후에 곧바로 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희귀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어느 정부나 부모가 회복탄력적인 능력, 도덕적 목적, 직무
만족감, 헌신, 희망이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쇠퇴하는 무기력한 교사에게 미래 세대의 교
육을 맡기겠는가?
셋째, 학생에게 회복탄력성의 중요한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할 교사 스스로가 회복탄력
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학생의 회복탄력성 발달을 기대할 수 없다(Gu & Day, 2007:
1302). 교사는 학생의 회복탄력성 발달에 있어 중요한 보호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교사가 회복탄력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학생은 회복탄력성 발달에 있어 오히려
위험 요인을 추가적으로 떠안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넷째, 과부하 상태의 스트레스에 처한 교사의 낮은 사기와 교직에 대한 헌신감은 학생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위험성이 매우
크다. 교사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소진 현상은 교사가 학생과 맺는 관계, 교사
의 수업 활동 및 학생 지도의 질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의
건전한 인성과 도덕 발달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 교사의 과도한 스트레스나 소진
현상은 곧 도덕교육의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학생 자신의 미래는 물론이려
니와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의 도덕 교사 양성 체제는 학교 현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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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충분한 지식ㆍ기술ㆍ성향을 제공하지 못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할 교
직 과목이나 전공과목은 천편일률적으로 지식 위주의 교육에 그치고 있다. 도덕 교과를
가르치는데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고 학급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성향은 구
체적인 경험과 체험 그리고 협동학습을 통하기보다는 추상적인 이론과 지식의 전달이나
개별학습에 의존한다. 대부분의 도덕 교사는 교사 양성 과정에서 양질의 직전 교육을 받
지 못한 채 교직 첫 해의 수많은 시행착오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예비 교사 역
시 임용고사에 합격하는 데에만 골몰할 뿐, 교직 생활에 필수적인 다양한 소양이나 성향
을 갖추려는 노력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결과 상당수 교사가 자신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꿈꾸어 왔었던 이상적인 동기와 학교생활의 일상적인 현실 간의 심각한
괴리에 직면하는 가운데 도덕 교사로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기 마련이다.
학교 구조와 학교의 문화적 관행 역시 오히려 도덕 교사의 단순화(deskilling)를 초래하
여, 자신의 직무를 창의적으로 추진하려는 도덕 교사의 열정을 가로막는다. 학교의 조직
과 문화가 이전보다 많이 민주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상의하달
의 의사결정이 지배적이다. 한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소수 집단에 속하는 도덕 교사는 학
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한 중등학교에서 대부분 교
사는 국어 교사, 수학 교사, 영어 교사 등 특정한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자신의 교직
정체성을 규정한다. 그들은 국어, 수학, 영어 등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자신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기에, 정작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놓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많은 교사는 자기 과목을 잘 가르치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 학생의
전체적인 발달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그러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업에도 매우 인색하다. 1개 학교에 통상적으로 많아야 1∼2명의 도덕 교사만이 존재하
는 현실에서 그리고 학생의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과목이 아닌 일종의 소외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도덕 교사가 겪는 상대적인 소외감 그리고 자신이 여하튼 학생
의 인성 함양과 도덕 발달을 책임져야 한다는 소명의식 그 자체가 도덕 교사에게는 다른
과목의 교사가 겪지 않는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도덕 교사는 도덕 교과를 잘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보다 학생에게 더 나
은 도덕적 귀감이 되어야 하므로 매우 탁월한 도덕 정체성과 도덕적 실천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덕 교사로서 자신의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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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괴리는 도덕 교사를 괴롭히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유발 인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도덕 교사가 종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그러한 스
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부 교사는 무기력 상태에 놓
여 도덕 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 혼돈을 쉽게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비유적으
로 표현하면, 현재 도덕 교사는 그들만의 참호 속에서 생존을 위한 고된 전투를 나날이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없는 경쟁 논리만을 강요하고 경쟁에서 실패한 패
배자를 경멸하는 ‘희생자에게 책임을 돌리기’(blame-the-victims) 지향의 정치ㆍ경제
체제에서, 그리고 교사에게 자율성과 권리를 부여하기보다는 무한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
하는 교육 체제에서, 도덕 교사는 남들처럼 힘들다는 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힘겨
운 학교생활을 버티는 중이다. 그러므로 도덕 교사가 자신의 교직 생활에서 마주치는 다
양한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회복탄력성 함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Ⅲ. 교사 회복탄력성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가메지(1993: 127)는 회복탄력성 연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것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역경에 노출된 후에 개인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개인
ㆍ가정ㆍ환경의 위험 요인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위험에서 개인을 방어
하는 보호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회복탄력성 증진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사 회복탄력성의 위험 요인
많은 연구자는 교사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을 개인적인 위험 요인과 맥
락적인 위험 요인으로 구분한다. 데이(Day, 2008: 250)는 가르치는 일은 상당한 개인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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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요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교사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
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드러난 교사 회복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위험 요인과 도전은 바로 부정적인 자기 신념이나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개인적인 위험 요인은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
움이다. 또한 개인적 신념과 학교의 통상적인 관행 간의 갈등 경험도 교사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다(Beltman et al., 2011: 189).
교사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인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Beltman, Mansfield
& Price, 2011: 190). 우리는 맥락적인 위험 요인을 교사가 직면하는 맥락의 유형에 따라
교사 양성 기관에서의 직전교육, 가정, 학교와 교실, 그리고 교직 활동이라는 더욱 큰 맥
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사 양성 과정에서 예비 교사는 임용고사 합격이라는 당면한
목표 달성에 얽매여 과중한 공부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예비 교사는 재학 중에 회복탄
력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 맥락에서의
위험 요인은 교직을 그만두어야 할 가정에서의 부정적 압력(예: 자녀의 심각한 질병, 이
민, 배우자의 반대 등), 교직에 대한 헌신과 가정에 대한 헌신의 균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정에서의 하부구조의 결여(예: 육아와 자녀 교육 문제)를 포함한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개별 학교나 교실 맥락 그리고 그보다 더욱 큰 교직 활동 맥락에
존재한다(Beltman, Mansfield & Price, 2011: 190). 이를테면 학급 경영의 어려움(예: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학생), 약점이나 난점을 지닌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자원
이나 교구의 부족,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 교사와의 관계, 학교ㆍ교실의 지리적ㆍ사회적
고립 등은 개별 학교나 교실 맥락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대표적인 도전이다. 그 중에서도
학생의 행동 관리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사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
이다. 한편 교직 활동 맥락에서의 위험 요인은 과중한 수업 시수, 시간 부족, 교수 활동
이외의 잡무, 외적으로 부과된 지시와 규제, 빈약한 학교 재정, 멘토나 지지적인 협력자
의 부재 등을 포함한다. 실제로 많은 교사는 과중한 수업 시수와 교수 활동 이외의 잡무,
각종 서류 정리와 잦은 회의로 인한 시간 부족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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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회복탄력성의 보호 요인
그렇다면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교직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보호 요인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위험 요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사 회복탄력성의 보호 요인을 개인적인
보호 요인과 맥락적인 보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인 보호 요인은 개인적 속성, 자기 효능감, 대처 기술, 교수ㆍ학습 기술, 직업적
성찰과 성장, 자기 계발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속성은 이타성, 도덕적 목적, 내재적
동기(소명 의식), 인내심, 긍정적 태도, 낙관성, 열정, 유머 감각, 정서적 안정성, 유연성,
위험 감수 의욕을 포함한다. 자기 효능감은 유능감, 자부심, 확신, 내적 통제 장소, 차이
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념을 포함하며, 교직 경력의 증가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맺는다.
대처 기술은 도움 추구를 포함하는 전향적인 문제 해결, 실패를 수용하고 실패에서 배우
려는 경향성, 적극적인 대처 기술의 사용, 높은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역량, 강력한 네트
워크를 포함한다. 교수ㆍ학습 기술은 학생을 깊이 있게 아는 것, 학생에게 높은 기대를
갖는 것, 노련하고 숙련된 수업 기술, 자신의 교수ㆍ학습 능력에 대한 신뢰, 창의성과 새
로운 아이디어 탐색을 포함한다. 직업적 성찰과 성장은 자기 통찰, 자기 평가, 성찰, 직업
적인 열망, 직무 수행을 위한 계속적인 학습에 대한 헌신, 멘토나 역할 모델로서 기능 수
행을 포함한다. 끝으로 자기 계발은 자신의 웰빙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 수용, 중요한 지
지적인 관계 설정과 유지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보호 요인은 타고난 속성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학습할 수 있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 회복탄력성에 영향
을 주는 개인적 보호 요인은 개별 교사가 타고난 일군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적응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Mansfield, Beltman & Price, 2014: 548; Beltman, Mansfield & Price,
2011: 190).
한편 맥락적인 보호 요인은 학교의 행정적인 지지 구조, 멘토 관계, 동료 교사, 학생,
가정과 친구 요인을 포함한다. 첫째, 학교 행정의 리더십이 강력하고, 개방적이고, 잘 조
직화되어 있을 때, 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될 때, 그리고 피드백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학교의 행정과 구조는 지지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학교 행정가의 강력하고 배려
하는 리더십은 교사에게 개별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원천이다(Howard & Johnson,
2004: 412).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이며, 교직 전문성을 갖춘 멘토의 지지는 교사 회복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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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 중요한 보호 요인이다. 동료 교사의 지지 역시 개별 교사의 사기를 북돋우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동료 교사의 긍정적 관점은 전염성이 강하여 어려움을 극복
하고 교직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
고 있는 교사는 도전에 직면해서도 교직에 대한 헌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끝으로 개
별 교사를 향한 가족 성원이나 친구의 지지 역시 교사 회복탄력성의 맥락적인 보호 요인
이다(Beltman, Mnasfield & Price, 2011: 191).
맨스필드와 그 동료(Mansfield et al., 2016: 80)는 교사 회복탄력성에 관한 메타 분석을
통해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과를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것은 교사가 개인적인 자원 구축을 통해, 맥락적인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함
으로써, 그리고 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적응적이고 회복탄력적인 결과를 극
대화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표 1> 교사 회복탄력성 요인 개관
개인 자원

맥락 자원

전략

결과

일과 삶의 균형

학교 지도자

문제 해결

동기

동료

효능감

학생과의 관계

목적의식

학교 문화

낙관성

멘토

사회ㆍ정서적 능력

신뢰

주도성

인정

소명의식

자율성

희망

가족의 지원

공감

사회적 네트워크

높은 기대

참여 기회

가치

정서적 지지

용기

협력

전문적인 학습
목표 설정
경계 설정
성찰
유머
의사소통
도움 추구
신앙 생활
시간 관리
인내
정서 조절
갱신 기회 탐색

입직 프로그램

마음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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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헌신
직무 만족
주도성
열광
소속감
책임감
열정
기쁨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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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회복탄력적인 도덕 교사를 위한 지지 조건
지금까지 교사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에 관하여 살펴보았
다. 사실 도덕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하기에, 일반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어쨌든
그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회복탄력적인 도덕 교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보호 요
인과 학습된 전략을 통해 스트레스 유발 상황이나 도전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사
람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 기관 및
연수 기관에서 회복탄력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학교 경영자가 도덕 교사의 회
복탄력성 증진에 유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가정과 친구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이끌
어내는 것 등과 같은 제도적ㆍ맥락적인 지지 조건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기 계
발(self-help)의 차원에서 개별 도덕 교사가 회복탄력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지
조건의 실천 방안에만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도덕 교사로서 정체성 확립

일반적으로 정체성은 자신만의 가치와 경험에 관한 인식과 해석을 수반하는 지속적이
고 역동적인 과정을 언급하는 용어이다(Flores & Day, 2006: 220).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성공리에 확립된 도덕 교사로서 정체성은 회복탄력적인 도덕 교사가 됨에 있어 매우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의 정체성에 관한 많은 연구는 강력하고 일관된 교사의 정
체성이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효율성 그리고 교직 유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Mansfield, Beltman & Price, 2014: 548; Pearce & Morrison, 2011: 49).
도덕 교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 자신의 삶의 의미에 관한 명확한
인식과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삶의 의미는 자신의 삶에서 일관성
과 질서에 대한 감각, 사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해, 가치 있는 목표와 목적 추
구,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전반적인 인식을 모두 포괄한다. 삶의 의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의미를 향한 4가지 욕구를 갖고 있다(Crescioni & Baumeister, 2013: 4).
첫째,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목적의식을 갖고자 한다(목적). 둘째, 인간은 일군의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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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한다(가치와 정당화). 셋째,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통제감을 모색한다(효능감). 넷째, 인
간은 타인으로부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자 한다(자아 가치감).
그런데 우리가 삶의 의미로 충만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부수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얻
는다. 첫째, 삶의 의미는 불안정한 삶에 안정성을 부여한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
경을 선호하는 인간은 삶의 의미를 통해 삶에 안정성을 부여한다. 둘째, 삶의 의미는 인
간이 역경이나 불행에 직면했을 때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고통에 대처하도록
도와준다. 고통은 의미 추구 욕구를 자극한다. 부정적인 사건에서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목적을 발견하고 통제감을 얻으며 자기 가치감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회복탄력성의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덕 교사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함에 있어, 도덕 교사는 학생의 도덕 발달에 기여
하고자 하는 헌신과 소명의식이 자신의 정체성 규정에서 중심적인 위상을 차지하도록 끝
없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학생의 도덕적 삶을 위한 탁월한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
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 규정에서 핵심을 이루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노력은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한다. 이때의 자기 성찰은 도덕 교사로서 자신
의 기존 가치와 신념을 명확히 하는 회고적인 자기 성찰과 앞으로의 자신의 행동을 위한
전향적인 성찰 모두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도덕 교사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
치, 결단, 신념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도덕 교사로서 최상의 가능한 미래 자아의 모습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도덕 교사로 하여금 역동
적인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도덕 교사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함에 있어 도덕 교사는 도덕교육의 본질과 특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도덕 교사는 도덕교육의 수면자 효과(sleeper effect)를 인식하여,
자신의 교수 행동이나 역할 모델링의 결과가 학생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도덕교육은 본래 어렵고, 도전적이며 때로는 교사에게 절망
과 좌절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덕 교사는 학생의 도덕적 삶
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복잡하면서도 단순하고,
도전적이면서도 쉽고, 좌절을 가져다주면서도 보람을 주는 도덕교육의 본질과 특성을 도
덕 교사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경우, 도덕 교사는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 혼미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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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경험하기 십상이다.
도덕 교사로서 정체성 확립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바로 도덕 교사로서의 효능
감이다. 도덕 교사의 효능감은 학생의 도덕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관한
판단과 신념이다. 이러한 자기 판단과 신념은 교사가 도덕교육에 투자하는 노력,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기대 수준에 영향을 준다. 도덕 교사는 학생의 도덕 발달에 모종의 차이
와 변화를 만들어 있다는 희망과 확신, 도덕교육의 장에서 직면하는 위험과 도전을 극복
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 학생의 인격 형성과 도덕 발달이라는 숭고한 목표 달성에 기여
하려는 열정과 헌신을 통해 도덕 교사로서 자기 효능감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원과 기술의 활용
회복탄력적인 도덕 교사가 되려면 자신의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 요인은 위험 요인에 대한 완충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위험이나 역경에 직면하여 성공적인 적응과 회복을 가능하게 해 준다.
따라서 도덕 교사는 위기나 역경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개인적인 그리고 맥락적
인 강점과 자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그것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 왜냐하면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교직 생활에서 직면하는 모종의 도전ㆍ곤경ㆍ역경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강점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도덕 교사로서 자신의 능력ㆍ강점ㆍ자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당면한 역
경이나 문제에 적용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삶의 영역에 적용ㆍ활용하는 것은 회복탄력성
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회복탄력적인 도덕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에 도움을 주는 여러 기술을 습득
할 필요도 있다. 잭슨과 왓킨(Jackson & Watkin, 2004: 15)은 회복탄력성 계발을 위한 7가
지 핵심 요인으로 정서 조절, 충동 조절, 인과 분석, 자기 효능감, 현실적 낙관론, 공감,
도움을 요청하기를 제안하였다. 브라운(Brown, 2015: 118-121)은 회복탄력성 계발에 유익
한 기술로 내적 통제 장소, 성장 마인드세트, 건전한 낙관론, 건전한 비관론, 인내력, 그
릿(grit), 자기 조절, 나르시시즘 극복하기를 제안하였다. 한편 노블과 맥그래쓰(Noble &
McGrath, 2012: 21-22)는 회복탄력성에 중요한 태도ㆍ기술ㆍ행동으로 사회적 기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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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친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행동, 정서 조절, 낙관적 사고, 유익하고 합리적인 사고 기술,
적응적인 거리 두기, 유머 감각, 목표 설정 기술, 자율성, 자기 효능감, 자신의 강점 인식,
의미와 목적의식, 영적인 관계를 제시하였다. 교사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회복
탄력적인 교사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효과적인 대처 기술을 학습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Howard & Johnson, 2004: 415). 그러므로 회복탄력적인 도덕 교사가 되려면, 도
덕 교사는 회복탄력성이 바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Reivich &
Shatté, 2002: 4). 회복탄력성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특질이 아니기에, 회복탄력
적인 도덕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을 연습ㆍ학습할 필요가 있다.
교사 스트레스에 관한 세계적 전문가인 키리애쿠는 교사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직접
적인 행동 기법(direct action techniques과 완화 기법(palliative techniques)으로 양분하였
다(Kyriacou, 2001: 30). 여기서 직접적인 행동 기법은 교사가 스트레스 원천을 직접 제거
할 수 있는 것을 언급한다. 직접적인 대처 기법은 교사가 스트레스 원천을 명확하게 이
해한 후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구 사항이 장차 성공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
하거나 또는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어 그 요구 사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모종의 행동을 직접 실행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행동 기법은 자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
리하거나 조직하는 것, 새로운 지식ㆍ기술ㆍ업무 관행을 개발하는 것, 동료와 타협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의 국면을 전환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 상황의 국면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시간 압력과 마감 기한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축소하거니 해결하는 직접적인 행동은 시간 연장을 모색하거나 또는
마감 기한의 변경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완화 기법은 스트레스 원천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완화
기법은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정신적인 전략은 교사가 상
황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신체적인 전략은 교사가 누적된 긴
장과 불안을 누그러뜨림으로써 긴장 완화의 느낌을 다시 갖는 것이다. 이를 테면 신체적
인 전략은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거나 스포츠 활동에 관여하는 것, 마음 챙김 체조나 명
상을 하는 것,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 자기 계발 서적을 읽는 것 등을 포함한다.
회복탄력적인 교사는 직접적인 행동 기법과 완화 기법을 병행하여 활용할 줄 안다. 대
부분의 교사가 실행하는 대처 행동은 당면한 문제를 균형 있게 보고자 시도하는 것,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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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회피하는 것, 업무 후에 긴장을 풀고자 노력하는 것, 문제를 다루려는 조치를 취하
는 것,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것, 특정한 과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문제
에 관해 타인과 논의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
하는 것, 사전에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Kyriacou, 2001: 30-31). 이러한 전략은 직접적인 행동 기법과 완화 기법 둘 모두를 포함
하고 있다. 도덕 교사로서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최상의 전략은 직접적인 행동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행동 기법의 활용이 불가능할 수
도 있으므로 완화 기법을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한 완화 기법의 일환으로 회복탄력적인 도덕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은 바로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 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회복
탄력적인 도덕 교사가 되려면,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사고의 왜곡에서 벗어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충분한 근거 없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자의적인 추론, 단지 하나의 사
례에 근거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잉 일반화,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는 가운
데 하나의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선택적 추상화,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직접적인
통제를 넘어선 어떤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만 잘못된 방식으로 귀인하려는 개인
화, 이것 아니면 저것 또는 흑백 논리식으로 사고하는 이분법적 사고, 어떤 것을 더욱 중
요한 것으로 보려는 확대 또는 덜 중요한 것으로 보려는 축소는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사고의 덫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복탄력적인 도덕 교사가 되려
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그릇된 사고의 덫에 빠져 상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
닌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긍정적인 관계 구축
구와 리(Gu & Li, 2013: 298)는 교사의 세계는 다층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관계의
질은 회복탄력성 구축 과정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
듯 교사의 회복탄력성 구축 과정은 공동의 관계망에 자리를 잡는다. 교사의 업무와 생활
이 근거하는 관계의 질은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
관계망은 교사 자신과의 관계, 교사-교사의 관계, 교사-교장의 관계, 교사-학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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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부모의 관계, 교사-지역사회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관계망은 개별적으로 또
는 집단적으로 학교의 사회적ㆍ지적 환경을 조형하고, 그 환경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회
복탄력성, 헌신을 촉진하거나 또는 방해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교사 회복탄력성은 천직으로서의 교직에 대한 교사 개인의 강
도와 확신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그 강도와 확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소멸되
며, 그것은 특히 교사가 학생, 학부모, 학교 경영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할 때 더욱 심해진다. 교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효능감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판단과 인정이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교사로
서 효능감을 느끼는 것은 교사 회복탄력성의 핵심을 이룬다. 달리 말해, 교사의 학습과
발전을 위한 학교 경영 차원에서의 지지와 지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사에 대한 신뢰
와 긍정적인 피드백 역시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 가운데 하나이다
(Gu & Day, 2013: 26).
최근 여러 긍정심리학자는 관계에 근거한 자산 그리고 그 자산이 회복탄력성에 기여하
는 바를 매우 강조한다. 이를테면, 프레드릭슨(Fredrickson, 2004: 1372)은 긍정 정서가 심
리적 회복탄력성에 기여함을 긍정 정서의 확장 및 축적 이론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였
다. 신경과학자는 사회적 뇌의 발견을 통해 우리의 뇌가 관계를 맺도록 이미 배선되어
있음을 역설하였다(Goleman, 2007: 4). 친밀한 관계는 중요한 사회적 접착제(Goodwin,
2005: 615) 혹은 정서적 비타민(Goleman, 2007: 312)과 같은 것이며, 우리가 변화하는 세
계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관계는 회복
탄력성의 뿌리에 해당한다. 일상 관계가 지속적인 악용, 미움, 불안을 반영할 때 그것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증진될 수 있는 개인적 속성만이 아니라 회복탄력성을 심각하게 위
협한다. 이와는 반대로 지지, 사랑, 안전의 현존은 개인의 타고난 강점(자기 효능감, 긍정
정서, 정서 조절)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회복탄력성을 강화ㆍ증진한다(Luthar & Brown,
2007: 947).
교사에게 관계의 중요성은 조던(Jordan, 2006: 80)의 관계적 회복탄력성 개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관계적 회복탄력성 개념은 관계 문화 이론(relational-cultural theory)
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관계 문화 이론은 모든 심리적 성장이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규
정한다. 그러므로 관계 문화 이론은 회복탄력성이 개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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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기 위한 능력에 존재함을 강조한다. 조던은 기존의 회복탄력성 모델이 지나칠 정도
로 분리된 자아에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호 공감적이고 반응적인 관계에 관여
하는 것이야말로 회복탄력성의 주된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성장을 촉진하
는 관계는 상호성, 권한 부여, 용기 내기를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
조던의 관계적 회복탄력성 개념은 도덕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방안에 적잖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도덕 교사가 학생, 동료 교사, 학교 경영자,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
그리고 자기 자신과 발전시킨 긍정적인 관계는 모두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준다. 그 관계
는 도덕 교사가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해서도 흥미, 열광, 확신, 기쁨과 같은 긍정 정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그 긍정 정서는 회복탄력성의 기반을 이루는 희망이
라는 강력한 정서와 연결된다. 희망은 힘든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다
룰 수 있는 방법과 자원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도덕 교사가 진실
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은 도덕 교사로서 자존감과 정체성 발달에도 매
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 교사는 학생과의 배려 관계, 신뢰 관계를 형성ㆍ유지하는 것에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 교사가 학생을 개별적으로 알고 공감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상호 존중과 협동에 근거하여 학생에게 민주적인 참여 기
회를 자주 부여하며, 학생의 도덕 발달을 위한 최상의 교수ㆍ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를 향유하는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발달에 차이
를 만들어내려는 높은 수준의 헌신과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발휘한다.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관계는 교사의 회복탄력성만이 아니라 학생의 발달과 학습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자신을 배려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느
낌을 갖고 있는 학생일수록 더욱 긍정적인 발달 결과를 보여준다(Gu, 2014: 519).
또한 도덕 교사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다른 교사 또는 다른 학교의 동료 교
사, 가족 및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위기나 역경에서 손을 뻗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 동료 교사 간의 상호 지지적인 에
토스는 교사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습을 도와주는 심리적ㆍ지적ㆍ사회적 환경을 제공한
다. 그러한 에토스는 도덕 교사가 자신의 교직 생활에 대한 긍정 정서를 축적하여 주관
적인 만족과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향상한다. 따라서 도덕 교사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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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호혜적ㆍ긍정적 관계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테면, 도덕
교과 연구회나 도덕교육 관련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평생 학습자로서
도덕 교사 개인의 발전을 도모함과 더불어 학생들의 도덕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언과 지지를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 교사는 이러한 관
계 구축에서의 자발성을 통해 소속감과 사회적 유능함,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대부분의 교사가 동료 교사와의 대학 동문 관계, 정서적
ㆍ지적인 관계가 일상적인 교직 생활에서 자신들의 웰빙, 헌신, 효능감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Gu, 2014: 511).
끝으로 회복탄력적인 도덕 교사가 되기 위해 도덕 교사는 자신과의 관계에도 깊은 관
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도덕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편안하고 안락한 기분을 느끼는 정도는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 결정
적인 것이다. 교사로서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자신을 유연한 사람 그리고 평
생 학습자라고 규정하는 교사일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보여준다(Le Cornu,
2013: 6). 도덕 교사는 자신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재해석하는 것을 통해 자기
확신과 주도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Ⅴ. 결 론
일반적으로 회복탄력성은 삶의 스트레스나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쉽게
되돌아오는 개인의 경향성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적인 사람은 중요한 삶의 사건
이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신속하게 조정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한다. 따라서 회복탄력성
에 관한 연구의 초점은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기여하는 요인이나 변인을 밝혀내는데 맞추
어져 있었다. 많은 연구자는 교직의 맥락에서 회복탄력성을 능력, 과정 그리고 결과로써
규정한다.
교직 생활은 상당한 지적ㆍ신체적인 노동과 감정적인 노동이 결합된 강도 높은 직종이
므로, 개별 교사가 일상의 회복탄력성(everyday resilience)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특히 도덕 교사는 학생의 도덕 발달을 위한 최상의 안내자이자 탁월한 역할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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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므로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스트레스와 소진에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도덕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전반적인
교사 교육과정의 부산물로만 간주할 뿐, 교사교육 과정의 초점이나 핵심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교사 회복탄력성에 관한 문헌 분석에 근거하여, 도덕 교
사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지 조건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 회복탄력적인
도덕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 교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회복탄력성은 전적으로 타고난 특질이 아니며,
연습과 훈련을 통해 우리가 얼마든지 키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 교사로
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방법,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실천함으로써, 도덕 교사
는 일상의 회복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다. 도덕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자신의 웰빙과 정신
건강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의 도덕적 보건 능력 발달에
도 매우 중요한 보호 요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도덕 교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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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hods for cultivating moral education teachers' resilience
Chu, Beong-Wan

In general, resilience refers to the tendency or capacity to spring back in spite of
life stressors or adversity. Levels of work-related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re
higher among teachers than any other occupational groups because teaching is based
on emotional, physical, and intellectual work. The focus of research on resilience was
to identify factors or variables contributing to resilience. The partial intent of this
article was to organize those factors described in the literature related to teacher
resilience. Furthermore, based on the literature analysis, this article tried to propose
promising methods for cultivating moral education teachers' resilience. The key
messages from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moral education teachers should form
their identities as moral educators. Second, moral education teachers should utilize
their strengths and resources in order to deal with stress and adversity arising from
their work and world. Third, moral education teachers should build positive
relationships that are helpful for their work and lives. Resilience is not regarded as
byproduct of teacher education programs. It has to be a focus of teacher education
program.

Key Words: moral education, protective factors, risk factors, resilience, teac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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