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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useful the design principles of integrated curriculum for improving
social-emotional competences. For this, researchers utilized the literature analysis as research method which
investigate a variety of theories and practices related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SEL) First, This design
principles of integrated curriculum includes the details was required when teachers design lessons for
promoting social-emotional skills, or develop SEL curricula(program). Second, This design principles offer them
six sections of the integrated curricula: learning environment, instructional goal(content), student, instructional
method, instructional media, instructional assessment, and then have specific guidelines, considerations and
suggestions for designing lesson or SEL program for integrating with academic learning. The principles of
learning environment are to build a supportive and responsive classroom atmosphere, and aggressively utilize
teachable moment of a day for making SEL environment. The design principles of instructional goal(content)
are to have to integrate cognitive, behavioral, and social-emotional goals, and to unify academic and SEL
goals based comprehensive, theoretical framework. The design principles of students(learners) are to constantly
share both ideas and emotions with others for integrating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s, and then to
creating positive behavioral habits by getting self-directed social-emotional learning strategies. The design
principles of instructional method are to use different methods(Storytelling, Group discussion, Rehearsal, Role
play, Artistic expression etc) depend on SEL related variables, as well as to usually adapt Modeling, Cueing
and Coaching, Scaffolding dialogue in all of lessons. The design principles of instructional media are the
points to be considered contents, features of social-emotional competences for designing, developing, and
selecting suitable media. Finally, the design principles of instructional assessment are to construct an
assessment plan, monitoring way considering both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SEL program and learning of
student, and then to apply improvements of improve SEL program and learning of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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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 심각한 학
교 부적응 문제들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 부적응
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라는 조직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
대되고, 그 영향 또한 심각하다. 학교현장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그 원인을 찾고 해
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만큼 원만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
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원인과 결과간의 인과관
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 속에 학교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개개 학생들의 사회정서능력이나 기
술 부족으로 보고 학생들에게 사회정서역량을 길러주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Strong Kids, Second Step, SDM/SPS(Social Decision
Making/Social Problem Solving) 등과 같이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
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직접 지도되고 있다(이정화,
2012; Cohen, 2001; Harlacher & Merrell, 2010; Johnson & Johnson, 2004; McComb, 2004). 사
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정서학습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
타내는데,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정서적 측면으로 감정과 연결된 인지나 사고로 자기인식, 자기조절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고, 학습적 측면으로 사회정서역량의 학습과 성장이 수업, 연습 등을
통해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Catalano et al., 2002; Durlak &
Weissberg, 2007). 이 외에도 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예방 효과
가 있어 사회적 기술인 대인관계능력, 학교적응 능력 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자
신의 나이에 적합한 발달과업을 순조롭게 달성하고 친사회적 상호작용의 증진에 효과
적이라는 사실을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손경원, 이인재, 2008; 이정화,
2012; Merrell et al., 2007).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검증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보
면(신현숙, 2011; 이정화, 2012; Harlacher & Merrell, 2010; Merrell et al., 2007; Wang,
Haertel, & Walberg, 1997),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 개발방향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독
립적 프로그램 개발이고 다른 하는 교과통합 프로그램 개발이다. 학교 현장에서 독립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은 교과학습 시간이외에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에 부담과 제약이 따른다. 그리고 학습한 사회 정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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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기능을 교과 수업시간에 지속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적용할 있도록 교과 수업
과 연계하여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다
면 독립적 프로그램보다 교과학습과 사회정서학습을 통합한 교과통합 프로그램 개발
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신현숙, 2011; Merrell et al., 2007; Wang, Haertel, & Walberg,
1997).

그런데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이 명확한
원칙과 함께 체계적인 설계원리에 근거하여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루어지고 있다(손경원, 이인재, 2009; Salovey & Mayer, 1990). 예를 들어 특정이론인 사
회학습이론이나 인지행동주의 이론을 강조할 경우, 프로그램의 구성이 사회적 기술 학
습을 많이 포함하게 되어 갈등해결이나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정서지능을 강조할 경우 사회적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회정서학습 프
로그램으로 설계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정서학습의 최종 목적인 개인 내, 개인 간의
성공적인 사회 정서적 기술의 습득과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
인지적인 습득과 더불어 정의적인 변화와 심동적인 실천이 통합되는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Elias et al., 1997). 결국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계원리를 바탕으로 명확한 지침에 따라 설계하여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손경원, 이인재, 2009; Bar-On, 2003; Salovey & Mayer, 1990). 그리고 현재 국내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과학습 적용 등
에 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더욱 교과통합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에 필요한 실천적인 지침이나 설계원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이상수, 김
은정, 이유나, 2013). 따라서 효과적인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
해서 교과통합차원에서 체계적인 수업설계차원의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사회정
서학습의 교과통합을 위한 수업설계원리 적용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효과적
인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통합 설계원리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학습자가 길러야 할 사회정서역량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대표적인
국내외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에서 사회정서역량의 향상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학습
(수업)원리 및 전략, 교과통합 접근 방안 등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반복적인 논의의 과
정을 거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설계원리는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교과통합을 통한 수업적용 등에 설계 지침, 고려 및 주의사항 등을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회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반응적 접근에서 벗어나 교과 수업에 사회정서학습을 통합적으
- 131 -

강정찬․오영범․이상수 (2015)

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Ⅱ. 이론적 고찰
1. 사회정서학습의 개념과 활용

일반적으로 사회정서학습은 아동, 청소년, 성인들이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
식, 관계관리, 의사결정 등과 같은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개인이나 팀이
갖고 있는 다양한 목표 성취에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 한다(CASEL, 2003; Elias et al.,
1997; Salovey & Mayer, 1990; Zins et al., 2004). 특히, 최근 들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
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반사회적 사건,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생들의 낮은 행
복 지수는 사회정서학습의 중요성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정서학습은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으며 각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기에
는 Salovey과 Mayer(1990)에 의해 정서지능을 사회적 지능 가운데 하나의 요소로 여기고
자신과 함께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생각하여 행동할 줄 아는 능력을 길
러주는 학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Zins과 그의 동료들(2004)은 사회정서학습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분별 있는 행동을 통해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주변에 있는 타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회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정서학습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정교화하기 시작하여 공식적으로 개념화한 것은 바로 미국에서 1994년 학업
및 사회정서학습 협회(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CASEL)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CASEL(2003)에 의해 사회정서학습의 공통의 틀인 CASEL 모형
(2003)이 제시되면서 사회정서학습을 통해 사회정서역량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기술
들을 통합할 기회가 제공되었다.
이렇게 출발한 사회정서학습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손경원과 이인재(2009)에 의해 다
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사회정서학습은 학습자에게 사회정서역량을 길러주어 학교 부
적응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정신 이상 및 정서 장애 등의 원인을 해결하고, 문제 행동
을 예방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학습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정서학습을 학습, 인간관계 형성, 일상적인 문제해결, 복잡한 발달 과업의
적응과 같은 삶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학습자가 자신의 사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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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측면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와 비슷한 관점에서 이정화(2012)는 사회정서학습을 사회적 유능성 훈련, 긍정적 청소
년 발달, 폭력예방, 인성교육 등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면서, 학업성취,
정서발달, 인지기술인 문제해결력, 고차적 사고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및 행동 등에 긍
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현숙(2013)은 사회정서학습을 학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교과 수업, 학급관리, 기타 학교 일과에 조화롭게 통합되는 학교 기반의 보
편적인 예방접근방법으로 보았다. 교과학습과 학교 일과에 한 부분으로 사회정서학습
이 이루어지고, 교과 수업의 내용을 학습자의 삶과 연관 지어 보고 학습한 사회정서역
량을 교과내용에 적용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여러 학자의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활용에서 사회정서학습의
공통된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감정 인식 및 관리, 타인의 감정
인식, 긍정적 목표 확립,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타인과의 관계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다. 둘째, 학습자 개인에게 또는 집단 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사회정서역량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셋째,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증진과 더불어 청소년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넷째, 학습자의 사회정서역량과 관련된 인지나 기술의 향상뿐만 아니라 학업성
취 향상, 학교에 대한 태도, 학교풍토, 긍정적인 학생 행동 향상에 효과적인 결과로 나
타나고 있다.
2. 사회정서학습의 구성요소

내용요소
사회정서학습의 내용상 구성요소는 사회정서학습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길러주어야
할 사회정서역량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정서역량에 대해 초기에 Salovey와 Mayer(1990)
는 정서지능을 강조하여 정서지능을 사회적 지능의 하나의 요소로 보았으며, 사회정서
역량을 자신과 더불어 타인의 정서나 감정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분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이어서 Bar-On(2003)은 사회정서역량으로 자신의 정서와 느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말과 행동 표현하기, 타인의 감
정과 관련된 정보 활용을 통해 관계 짓기, 자신의 정서의 통제와 조절, 개인과 대인관
계 상황에서 문제해결하기, 자기 동기 부여를 위한 긍정적 정서 도출 등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Goleman(2006)은 사회적 인식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기술을 핵심 영역으로 추
가하여 사회정서역량을 개인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역량과 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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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구성요소로 자기인식, 자기관리 역량을 포함시키고, 사회적 역량의 구성요소로
사회적 인식, 관계관리 역량을 포함시켜 4가지로 확장시켰다. 이후에 Zins와 그의 동료
들(2004)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사회정서역량들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적․감성적․자
기 조절적 능력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능성에 관심을 두었다. 그들은 사회정
서역량을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다섯 가
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Elias et al., 1997).
이러한 사회정서역량은 CASEL(2003)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회정서역량을 5가지 구성
요소로 통일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인식’과 ‘자기관리’로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의 인식 및 관리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하는 능
력이다. 둘째, ‘사회적 인식’과 ‘관계관리’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배려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변에 있는 타인과 함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부정적인 상태를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의사결정능력’으로 구성원들 간에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에 사회감성역량 5가지 구성요인과 정의, 하위기술들을 정
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Bar-On, 2003; CASEL, 2003; Elias et al., 1997; Goleman,
2006; Salovey & Mayer, 1990; Zins et al., 2004).

과정요소
사회정서학습의 과정상 구성요소는 앞서 제시된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사회정
서학습 프로그램을 어떠한 교육과정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지와 관련 된다. 이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효과성 및 타당성 검증이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 국내외 학교나 학급에
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중 학습자의 연령대별(유치원에서 고등
학교까지) 대표적인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인 PATH 프로그램, Strong Kids 프로그램,
York Town 고등학교 프로그램 등을 선정하여 교육과정 구성요소, 특징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손경원, 이인재, 2009; 신현숙, 2011, 2013; Greenberg et al., 2011;
Gunter et al., 2012; Merrell et al., 2007; Pasi, 2001). 먼저, PATH 프로그램은 주로 유아
(3～6세)부터 초등학교(7세～13세)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의 공격성과 행동문제를 줄이
고, 사회 정서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정서역량
을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중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가정
과 학교에서 입문하여 모든 생활의 장소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PATH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정서역량을 자기인식, 자기관리, 타인인식, 관계 관리와 더불어 이전
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다루지 않았던 갈등해결이나 문제해결기술 증진을 목
표로 하고 정서인식이나 조절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매일 20～30분, 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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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인
자기
인식

자기
관리

관계
관리

<표 1> 사회정서역량과 하위 기술

정의
• 자신의 기분, 장·단점,
관심분야 등을 정확하
게 파악하는 능력
•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감, 자
기 효능감 등을 유지
할 수 있는 능력
•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
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자원관리,
과정 관리 등을 통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
• 대인관계 능력
• 다른 사람과 잘 소통
하고 어울리며, 사람
간의 갈등을 현명하게
결할 수 있는 능력

• 타인의 감정상태, 타
인의 상황 등을 이해
사회적
능력
인식 •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
는 능력
• 올바른 자기인식과 사
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의사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
결정
하여 책임감 있고, 분
별력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하위 기술
• 자신의 감성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기
• 자신의 감성 이유 및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 자신의 장점 인식하기
• 주변 관계에서 긍정적 감성 모으기
• 자신의 가치, 중요성 및 필요성 알기
•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 자기 효능감 유지하기
• 불안, 분노, 우울 등 부정적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 충동, 공격성, 자기 파괴 등 반사회적인 행동 조절하기
• 개인적 또는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기
• 장기적, 단기적 목표 설정하기
•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계획 세우기
•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기 행동 수정하기
• 긍정적 동기를 결집시키기
• 희망과 긍정 활성화시키기
• 최선의 상태를 향해 나아가기
• 다양한 감성과 견해를 조화시키기
• 사회 감성적 단서들에 대해 민감성 보이기
• 감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기
• 타인을 사회적 상황에 참여시키기
• 긍정적인 관계 형성하기
• 협력적으로 행동하고 일하기
• 리더십을 발휘하여 설득하고 주장 펼치기
• 갈등, 협상, 거절 관리하기
• 도움을 제공하고 요청하기
• 타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 타인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기
• 타인의 말에 경청하기
• 타인의 감성에 대해 공감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 타인의 관점, 견해, 감성을 이해하기
• 주변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문제 분석하기
• 사회적 의사결정, 문제해결기술 실행하기
• 대인관계 갈등, 장애물을 생산적으로 문제해결하기
•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기
• 책임감을 갖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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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3회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수업구성, 활용자료, 수업전략
등이 포함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언어 과목들(언어 학습)과 사회과의 내용이 통합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손경원, 이인재, 2009; Greenberg et al., 2011).
Strong Kids 프로그램은 두 가지 종류로 8～12세를 위한 Strong Kids-Grades 3-5와 1
2～14세를 위한 Strong Kids-Grades 6-8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예방 및 해결방안, 적용 사
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형태의 사회 정서적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주로 우울증, 분노 등과 같은 내면화된 행동이나 정서적 문제의 해결과 예방, 특
히 사회 정서적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으로서 자신의 감정 인식, 분노조절, 타인의 감정인식, 명확하게 사고하기, 긍정적
으로 사고하기, 대인관계 문제해결, 스트레스 관리, 행동변화(목표세우기와 적극성 유
지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매 차시별 45-55분 정도 총 12차시로 편성되어 있으며, 학생
들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
동소개, 수업전략, 활용자료, 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신현숙, 2013; Gunter et al., 2012;
Merrell et al., 2007).

고등학교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은 학교 전반에 걸쳐, 특히 단위 학급에
서 사회정서학습을 통해서 자기인식, 자기훈육, 자기 동기, 충동 통제, 과업 유지, 공감,
사회적 기술(예의, 친절, 다양성의 인정) 의사소통, 듣기 등과 같은 기술과 자세를 길러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급에서는 예시, 경험, 성찰(반성)의 세 가지 과정을 거쳐 사
회정서역량을 학습하도록 하였다(Pasi, 2001). 이러한 과정 및 절차들은 전체 교과학습
에서 통합적으로 설계, 실행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실제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
학교에 대한 태도, 풍토 향상, 긍정적인 행동 향상의 효과를 가져 오는 성공적인 사례
를 만들고 있다.
그 외에도 Second Step 프로그램, SDM/SPS(Social Decision Making/Social Problem Solving)
프로그램 등(Committee for Children, 2008; Elias & Butler, 1999) 국내외 사회정서학습 프
로그램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정 및 절차상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회정서역
량을 습득하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사회정서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학령
시기에 맞추어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기별로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활
용하여 실시되고 있다. 둘째,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과정 및 절차로 운영
되고 있다. 많은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들은 대략 한 학기 정도의 기간 동안 매일
20-50분, 매주 2-3회 정도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고 있다. 셋째, 가정
York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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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교의 통합, 사회정서학습과 교과학습의 통합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
학습한 사회정서역량을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습자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적절하
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신현숙, 2013; Greenberg et al., 2011).
3. 사회정서학습의 수업 원리 및 전략

학생들은 사회정서학습을 통해서 사회정서역량을 습득하고, 그들이 처하게 될 개인
이나 조직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학습한 역량을 적용하여 올바른 방향의 해결방안
을 찾게 된다. 이러한 사회정서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수업원리 및 전략이 필요하다(손경원, 이인재, 2009; Salovey & Mayer, 1990). 이
에 국내외에서 연구 개발되어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에서 활
용되어 있는 공통적인 학습(수업)원리 및 전략을 추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해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통합학습이 이
루어져야 한다(신현숙, 2011; Elias et al., 1997; Greenberg et al., 2003). 사회정서학습은
학습자가 사회 정서적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학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사회
적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며, 이때 학습자마다 갖고 있는 태도나 가치, 동기, 의지 등과
같은 새로운 측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교과학습과 달리 단순히 교과내
용의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인지적인 학
습이후에 정의적으로 실천 동기나 의지를 갖고, 올바른 사회 정서적 행동으로 실천하
는데 있다(신현숙, 2011). 이에 PATH 프로그램은 인지적으로 사회정서역량을 알고 있
는 것에서 의지를 갖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서, 행동, 언어, 인지적 이해의
혼합 모델에 근거하여 발달적인 통합학습을 강조한다(이인재 외, 2010; Greenberg et al.,
2011).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의 공통된 목적이 포괄적인 중재를 목
표로 자신의 감정인식 및 관리, 다른 사람의 관점과 지각, 긍정적 목표 확립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대인간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여 당면한 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다(Merrell et al., 2007; Payton et al., 2008).
둘째, 학습자가 습득한 사회정서역량을 교실 안팎으로 일반화하고, 긍정적인 습관
형성을 위해 반복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손경원, 이인재, 2009; 신현숙, 2011; Elias et
al., 1997; Greenberg et al., 2003). 이는 생태학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교실 환경을
구조화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을 함께 조성하여 학생들의 중재전략으로 생활 전
반에서 학습한 사회 정서적 기술을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반복학습을 통한 사회정서역량 적용은 앞서 제시한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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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통합학습을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이며, 실제 행동을 통해 신경망의 풍부한 연결을
만들어 사회 정서적 행동 패턴을 조성하여 긍정적인 습관 형성에 효과적이다(Elias et
al., 1997). 이에 Strong Kids 프로그램들에서 사회정서학습이 일어나는 학교 및 학급, 가
정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지도안, 수업활동 및 자료
등을 함께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Merrell et al., 2007) 또한, 그 외 사회정서학
습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사회정서역량을 특정 교과(언어, 역사, 사회, 과학 등)학습에
적용하여 반복연습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Committee for Children,
2008; Elias & Butler, 1999; Greenberg et al., 2011).

셋째, 학습자의 사회적인 역량과 정서적인 역량을 서로 상호 보완하여 두 가지 역량
이 통합되는 학습의 과정과 결과 산출이 필요하다(손경원, 이인재, 2009; Kendall &
Braswell, 1985; Lemerise & Arsenio, 2000). 일반적으로 사회적 역량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정서적 역량인 자신의 내적 정서와 타인과의 정서적 연대나 공감이 이루어지면 타인
의 정서적인 신호를 보다 정확하게 읽고 조절할 수 있어 보다 긍정적인 의사결정이나
결과들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서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능력은 필수적인 것이며(Kendall
& Braswell, 1985), 사회정보처리과정에서 정서과정을 통합하여 사회적 역량을 잘 발휘
할 수 있도록 정서적 역량이 필요하다(Lemerise & Arsenio, 2000). 결국 적절한 사회적 기
술을 갖고 있으면서 정서처리와 관련된 기술을 소유하고 있을 때 사회적으로 유능하
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손경원, 이인재, 2009).
넷째, 효과적인 사회정서역량의 학습을 위해 다양한 수업전략의 설계 및 적용이 필
요하다(신현숙, 2011; Elias et al., 1997). 사회정서학습은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
적 영역에서 통합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정서역량 자체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갖
고 있어 다양한 수업전략의 설계 및 적용이 필요하다(손경원, 이인재, 2009; Bar-on,
2003; Salovey & Mayer, 1990). 수업전략의 설계 및 적용을 위해서 학습자의 발달수준 및
특성, 요구와 흥미, 교수자의 수업 스타일 및 강점, 수업목표 및 내용(학습해야 할 사
회정서역량)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Elias et al., 1997). 이에 대표적인 사회정서학습 프로
그램들에서 학습과제인 사회정서역량에 따라 공통되게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업
전략인 수업모형으로 설명식 수업(직접 교수법), 스토리텔링(자서전 쓰기), 집단 토의․
토론, 역할극(리허설), 자기인식(조절), 자기성찰(목표설정), 예술 표현, 게임, 협동학
습 등이 있다. 그리고 평소 수업 중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수업전략으로 모델링
(modeling), 단서주기와 코칭(Cueing and Coaching), 비계설정(Scaffolding) 등이 있다(Elias et
al., 1997; Elias & Butler, 1999; Merrell et al., 2007; Greenberg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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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정서학습의 교과 통합적 접근 원리 및 전략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학습과 사회정서학습을 통합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사회정서학습을 교과학습과 통합하여 진행하면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신현숙,
2011; Elias et al., 1997). 이는 교과학습과 같이 사회정서학습도 구조화된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사회정서학습이 학습자의 학업성취 향상에 효
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신현숙, 2011; Elias et. al., 1997; Merrell & Gueldner,
2011). 이에 국내외의 대표적인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들 중 교과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에서 교과 통합적 접근 원리 및 전략들 추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교육과정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개발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과정 중
일부 차시에 특정 교과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접근이다(Committee for Children, 2008;
Greenberg et al., 2011). 대표적인 사례로 PATH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 언어(국어)와 연
계하여 문학(이야기) 속 인물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감정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해 보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과와 연결하여 세계의 역사적인 일들이 어떻게 결정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여 표현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학과의 황금률을 이용하여 갈등문제 상황을 해결하여 윈-윈 전략의 중요
성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Second Step 프로그램은 독립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의사소통, 집단 괴롭힘 예방, 정서관리,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약물남용 예방 등의 사회정서기술을 통한 학생들의 비행 예방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언어, 사회, 과학 등의 교과와 부분 통합하여 학습한 사회정서기술을 다시
한 번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Committee for Children, 2008).
둘째, 일반 교과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사회정서역량을 연계하여 통합 접근할 수
있다(신현숙, 2011; Elias et al., 1997; Pasi, 2001). 대표적인 국외 프로그램으로 York
Town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사회정서역량을 교과 교육과
정 안에 통합 편성하여 컴퓨터, 사회, 예술(미술, 음악), 수학, 외국어, 국어(영어), 상업,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 적절한 사회정서역량을 교과목표와 통합하여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프로그램으로 이정화(2012)는 표현활동 무용 수업에
사회정서학습을 통합하여 무용 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수업모형은 Vernon(2006)의
TFB(Thinking-Feeling-Behaving: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의 3단계 사회정서학습 프로그
램을 적용하여 무용 창작하기(이해: Thinking)-무용 탐구하기(수행: Behaving)-무용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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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상-Feeling)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신체 리듬과 신체 움직임을 창작하는 과정에
서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인식과 사회적(타인)인식 기술을 적용해 보도록 하고, 친구들
과의 신체적 접촉과 무용으로 신체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활동 중에 책임 있는 의사결
정기술, 사회적 관계성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별로 창작한 무용을 공유하고
감상할 때 자기관리, 관계관리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사례로 이상수, 김은정과 이유나(2013)는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 갈등문제를 다루고 있
는 주제를 선택하여 사회정서역량 중 대인관계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기술 등을 중
점적으로 훈련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정서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 학
습모형은 문제인식(감정인식), 문제탐색(감정이입), 대안모색(감정조절), 대안합의(의사결
정), 행동(성찰하기)으로 각각의 갈등문제해결 단계별로 중점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회
정서역량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사회 정서적 기술 적용 기회제공 및 훈련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셋째, 통합 교과나 통합 교육과정에 적용이 가능한 문제해결기술이나 의사결정기술
을 단계별로 통합하는 접근이다(Elias & Butler, 1999). 대표적인 사례로 SDM/SPS 프로그
램은 여러 교과의 교과내용 영역에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교과학습
의 일상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8가지 사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8가지 사고 전략은 (1) 감정인식, (2) 문제인식, (3) 목
표설정, (4) 대안모색, (5) 결과예측, (6) 최선의 방안선택, (7) 계획 및 실행, (8) 발생한
결과의 파악이며, 학습자들의 사회적 의사 결정 및 문제 해결의 개념과 기술 등을 능
숙하게 사용하고 통합 교과학습에서 다양한 장면과 상황에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단
계별로 수업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국내 사례로 이인재 외(2010)는 통합교과 학습에 사
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통합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 가정과의 연계, 교과
외 교육과정 통합, 교과 교육과정 통합의 세 가지 형태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구성하고
있다. 가정과의 연계 통합은 사회정서역량 적용을 위한 학습활동의 특수성, 일상생활
에서의 일반화를 고려하고 있고, 교과 외 교육과정 통합은 주로 창의적 재량시간(창의
적 체험활동), 아침활동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교과 교육과정 통합은 교과시간을 활
용하여 자신과의 약속 지키기, 공중도덕, 인터넷 예절과 같은 특정 주제로 통합하여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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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통합 설계원리
1. 사회정서학습에 기초한 교과통합 설계원리 도출(과정)

본 설계원리의 도출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앞서
제시한 이론적 고찰에서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통합 설계나 그 원리에 대한
통합을 위해 연구자들 간의 논의 및 여러 차례의 반복적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먼저, 사회정서학습의 개념과 그 활용에 관한 연구결과들에서 사회정서학습의 ‘수업목
표 및 내용’, ‘수업평가’의 교과통합 설계원리를 추출하였다. 사회정서학습은 학습자의
사회정서역량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한 사
회정서역량을 학습자의 학교 및 가정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 외에도 학습자의 부적응 문제
행동에 대한 예방교육, 학업성취 향상, 긍정적인 학교 및 학급 풍토나 분위기를 조성
할 목적으로 사회정서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로, 사회정서학습의 구성요소를 내용요소와 과정요소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사회정서학습에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요소에서 사회정서학습의 ‘수업목표 및 내용’,
‘수업평가’의 교과통합 설계원리를 도출하였고, 과정요소에서 ‘학습 환경’, ‘학습자’의
교과통합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사회정서학습의 내용요소로 공통된 사회정서역량은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5가지 요소이며, 각
각의 요소별로 하위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있는데, 학습자들의 학습목표이며 학습해야
할 구체적인 학습내용이 된다. 그런데 사회정서학습의 과정요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공통되는 과정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으로 학습자의 학제별, 학년
별 과정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정서역량을 매일, 매주, 매학기 과정으로 계
획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 학교, 교과학습과 사
회정서학습을 통합하여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셋째로,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업원리 및 전
략을 분석한 결과, 사회정서학습의 일반적인 수업원리 및 전략을 살펴볼 수 있었고,
여기서 사회정서학습의 ‘학습자’, ‘수업방법(전략)’, ‘수업매체’의 교과통합 설계원리를
추출하였다. 사회정서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영역의 통합 학습
이 이루어져야 하며, 올바른 사회 정서적 행동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반복학습이 이루
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역량과 정서적 역량이 적합하게 서로 통합될 수 있는 학
습 과정이 필요하며, 사회정서역량 향상에 적합한 다양한 수업전략이 설계되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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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용하여 사회정서학습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넷째로, 기존의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들의 교과학습과 사회정서학습 간의 통합 노
력들에서 사회정서학습의 교과통합 접근 및 전략을 살펴볼 수 있었고, 사회정서학습의
‘학습 환경’, ‘수업방법(전략)’, ‘수업매체’의 교과통합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크게 세
가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립적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속에 일부차시 교과통
합 접근, 일반적 교과학습에 사회정서역량 통합 접근, 통합교과에 특정 사회정서역량
통합 접근이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 결과를 통합하여 사회정서학습 교과통합 설계원리의 도출 과정
및 그 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교과통합 설계원리 도출과정 및 결과

이상의 [그림 1]에서 추출된 교과통합 설계원리는 학습 환경, 수업목표 및 내용, 학
습자, 수업방법(전략), 수업매체, 수업평가의 6가지 측면에서 설계원리를 추출하였으며,
각 영역별 설계원리들에 따른 구체적인 설계지침, 고려 및 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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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2.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통합 설계원리

학습 환경 설계원리
(1) 교사와 학습자 간 상호지지 기반 반응적인 학급 분위기 및 풍토 조성
학급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규칙 등을 결정할
때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게 하고 학교 및 학급생활에
만족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특히, 부정적 자아 개념, 낮은 학습 동기, 학
교 부적응에 처한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만족감은 긍정적 자아 개념, 높은 학습 동기,
바람직한 학교 적응으로 나아가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학급 분위기, 그리고 반응적인 학급풍
토를 조성하면서, 학습자가 능동적인 파트너로서 사회정서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 주게 된다. 특히, 교과학습과 사회정서학습의 통합적 접근으로 학습자가 긍
정적인 학습경험을 하고, 도전적이고 성숙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평소 수업시
간에 학습자에게 성공 경험 제공, 정적 강화 제공, 개인의 가치 인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Elias et al., 1997; Greenberg et al., 2011). 또한, 매일 아침시간이나 오후
종례시간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습자들 간의 지속적인 교실 모임, 공유 활동, 학급회의
등을 실시하는데, 교사는 다양한 주제나 이야깃거리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의 감정이나
생각, 경험들을 서로 나누도록 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정서역량이 지속적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Charney, Crawford, & Wood, 1999; Elias et al., 1997). 이러한
반응적 학급 분위기 조성은 특별한 문제 상황의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에도 기
여할 수 있다.
1)

최적의 순간(teachable moment)을 활용한 사회정서학습 환경 조성
교사가 수업에서 사회정서 역량을 사용해야할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실제
상황과 맥락에 기초하여 사회정서학습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임을 확인하고 적극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순간을 Borich(2011)는 수업하기에 적합한 순간으로
‘teachable moment’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때 교사는 수업을 잠시 멈추고 현재 처한 상
황에 필요로 하는 사회정서역량을 중심으로 교과통합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모둠활동 중 상호 의견 충돌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역량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2)

- 143 -

강정찬․오영범․이상수 (2015)

인식하고, 그 원인을 찾아 이해함으로써 화를 통제하는 전략, 합리적 의사결정 전략
등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주위 학습자들은 이를 관찰하면서 대리학습(사
회학습)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교사는 직접적인 간섭이나 대화 등을 통한 해결
책 제시보다는 간접적인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는 질문이나 대화를 통해 사회정서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적절한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급에서 세워놓은
학습공동체의 사회 정서적 행동목표들을 학습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도록 해야 한다(신
현숙, 2011; Elias et al., 1997; Zins et al., 2004).
수업목표 및 수업내용 설계원리
(1) 일반 교과와 통합 가능한 사회 정서적 수업목표 설정 및 진술
교과 학습에서 주로 다루는 수업목표는 내용 습득, 혹은 기술,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둔 인지적이거나 심동적인 수업목표가 많은데 교사는 해당 교과의 본시 수업목표를
확인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정서역량과 관련된 사회 정서적 수업목표를 설정하여
통합된 수업목표를 진술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통합된 수업목표는 학습자의 인
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이 함께 다루어지게 되어 전인적 인격형성을 위한 수업이
가능하게 한다(Merrell et al, 2007). 구체적으로 사회과 수업에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수
업할 경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및 절차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와 같은
인지적, 심동적 목표 설정과 더불어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갈등문제 해결과
정에 감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와 같은 사회 정서적 목표를 함께 제시하여 통합
된 수업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2)

학습내용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학습의 내용요소 추출 및 활용
교과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학습내용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회
정서학습의 내용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적합한 사회정서역량의 학습 및 연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교과별로 사회정서학습과 통합 가능한 대표적인 내용요소를 추출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상수, 김은정, 이유나, 2013; 신현숙, 2011; Elias et al.,
(2)

1997; Elias & Butler, 1999; Greenberg et al., 2011; Merrell et al., 2007; Pasi, 2001).

학습자 관련 설계원리
(1) 학습활동 중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통합 공유
학습활동으로 모둠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때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
견만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지 말고, 생각과 함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발표하도
3)

- 144 -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통합 설계원리
<표 2> 교과별 사회정서학습의 내용요소 추출(대표적 예시)

교과

내용요소
• 글(시, 수필, 소설 등)을 읽고서 특정 표현에 대한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정서
역량(감정상태 등) 분석하기
•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어떠한 감정상태 인지, 사용하고 있는 사회정서역
잘 못된 점 파악하기
국어과 • 량의
자신이 만약에 글에서 제시된 상황이었다면 어떠한 감정이 들것이며, 어떻게 행동
할 것인지 토의ㆍ토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대방 마음 대하기
• 사회정서역량(감정 상태)을 글이나 말로 표현해 보거나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직
접 역할극으로 꾸며 보기
• 문제해결과정에서 자신의 해결전략에 대한 자기인식하기
• 동료학습자와 문제해결방법 공유하기(발표하기)
주의집중 방해 요소 관리 전략, 자기관리(인내심) 전략 등 관련
수학과 • 문제해결과정에서
정보 공유하기(발표하기)
• 문제해결과정에 대해 교사-학습자간의 안내와 도움 제공, 학습자-학습자 간 안내와
도움 제공하기
• 사회적 문제(갈등상황)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현상의 다양한 측면 생각하기
•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해결방안들 찾기
사회과 • 사회적 문제의 다른 측면에서 다른 하위 집단들과 활동 기회 제공, 해결방안에 도
달을 위한 집단 재조직하기
• 목표 도달을 위한 리더의 역할 및 역량에 관한 토의와 경험하기
• 역사적 사실(사건 등)을 접한 후 그 시대 사람들이 겪었던 감정이나 혼란, 갈등 원
인 등 추론하기
• 역사적인 시기(시대)에 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문제해결단계나 과정 등
역사과
에 대한 간접 경험(역할극 등)하기
(세계사)
• 나와 역사적 인물이나 그 시대 사람들의 감정, 사회정서역량 공감하기 및 긍정적
인 행동 찾기
• 동료 학습자와의 비교활동을 통해 다른 감정 및 행동 공유하기, 문제해결 위한 좋
은 대안 함께 찾기
• 과학적 문제해결과 삶 속에서 문제해결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나 관계가 있는지 그
림 그려 보기
과학과 • 과학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자기 경험 공유하기
• 동료학습자를 연구실 파트너와 같이 생각하고 실험이나 탐구활동을 프로젝트 형태
로 진행하기
• 외국어 학습 시 필요한 자기조절 전략 활용 기회 제공
학습 시 발생하는 고정관념 분석 및 해결방안찾기
외국어과 •• 외국어
외국어 학습과 함께 타민족에 대한 특성 공감, 다문화(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 나라의 문화, 음식, 행동 양식, 역사 등에 관심 갖기
• 관리자나 CEO로서 효과적인 집단 활동을 위한 강화(보상)전략, 인간관계전략 등을
익히고 연습하기
상업 •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문제해결 접근 방법 조사하기
(경영)과
• 직접 내가 관리자나 CEO라면 어떻게 자기관리, 관계관리 역량들을 활용하여 적절
하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체계적인 문제해결과정 및 절차를 활용하여 의사결정
할 것인지를 발표해 보거나 토의ㆍ토론하기
• 새로운 컴퓨터 언어나 소프트웨어를 배우는데 발생하는 장애물이나 어려움 극복전
찾기 및 공유하기
컴퓨터과 • 략컴퓨터를
활용하여 교과학습의 개인적인 학습(활동)결과를 한 명 이상의 학습자와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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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회정서역량
• 사회적 인식
• 사회적 인식
• 자기인식(관리),
관계관리, 사회적 인식
• 자기인식, 자기관리
• 자기인식
• 관계관리
•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 관계관리,
사회적 인식
• 사회적 인식
• 의사결정
• 관계관리
• 의사결정, 관계관리
• 사회적 인식
• 관계관리, 사회적 인식
• 사회적 인식, 자기인식,
의사결정
• 관계관리, 사회적 인식
• 자기인식, 자기관리
• 사회적 인식
• 관계관리
의사결정
• 자기인식, 자기관리
• 자기관리
• 관계관리, 사회적 인식,
의시결정
• 관계관리
• 의사결정
• 자기관리,
관계관리,
의사결정
•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 자기관리
관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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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 생각과 감정은 분리 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실제 학교 현장
에서는 학습자의 생각에 대한 표현과 공유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감정표현은 무시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 사회정서학습을 방해하고 있다(Sylwester, 1995). 실천 전략으로 어
떠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자신과 다른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
고 나누는 것은 서로 간의 감정적 공유, 유대감을 키워 상호 공감대 및 상호 의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감정을 함께 공유하다보면 동료들의 감정을 쉽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의 사회적 역량과 정서적 역량을
통합할 수 있다. 감정공유는 다양한 수업전략에 통합시켜 활용가능한데 토의ㆍ토론수
업, 역할극, 협력(협동)학습, 문제해결수업 등에 활용될 수 있다(Elias et al., 1997).
사회 정서적 행동의 습관화를 위한 자기 주도적인 사회정서학습 전략 활용
개별 학습자마다 자신의 사회 정서적 역량들 중에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를 진단평
가를 실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고, 사회정서 역량과 관련된 장기적인 목
표와 단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Eilas et
al., 1997; Goleman, 2006). 특히 자기인식이나 자기관리 역량 중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
을 선정하여,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 상황이나 사건 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다가 예방
하거나 이들 감정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스스로의 방법을 찾도록
하는 자기 성찰(self-reflection)과 목표 수립(goal setting) 전략 등과 같은 자기 주도적인 사
회정서학습 전략을 계속해서 활용하여 사회 정서적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다. 이를 위
해서 자기 진단과 더불어 사회정서 역량의 활용과 실천을 평소에 기록해 두었다고 자
기 성찰과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하며, 교사는 옆에서 개별 학습자를 위해
안내 및 지원 전략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동료와 함께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반응이나 문제들이 발생한 자연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학습시킬 것인지 개별적인 전략을 계획하여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Domitrovich, et al.,
(2)

2005).

수업방법 설계원리
(1) 사회정서학습의 구성요소에 따른 수업방법(전략)의 다양화
수업목표, 학습자의 관심과 요구, 학급 전체의 발달수준, 교수자의 강점 및 교수유
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업방법이나 전략을 활용하는데, 사회정서학습에서 공통
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업방법의 적용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Christensen & Myford, 2014; Elias et al., 1997; Gunter et al., 2012; Johnson &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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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회정서학습 수업방법의 적용전략(예시)

수업방법

특징

적용가능
적용전략
대표 교과
• 교사와 학습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동화, 소설 속에 등
장하는 드라마를 직접 들려주고 등장하는 인물의 감정을
인식 및 자기감정을 인식함.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비디오나
TV, 컴퓨터를 통해서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활용해도
• 국어
효과적임
• 외국어
• 사회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을 역사적 상황, 사실, 그림이
(영어 등)
나 자료 등과 함께 이야기 형태로 제시하고 학습자들 간의 • 사회
토의ㆍ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 등을 이용
하여 자서전적 글쓰기(Ethnography)를 실시함

• 직접 겪었거나 알
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감정, 딜레마,
스토리텔링
감각적이거나 어려
(자서전
운 상황들을 직접
쓰기기법)
전달하고 사회정서
역량을 제시하거나
간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사회정서역량을 활
용할 수 있는 실제 • 다양한 집단 토의․토론방법 중 학습내용 유형, 학습자 특
적 상황을 만들어
성, 학습 환경등 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 활용함
주며
, 갈등이나 문
•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집단 토의기법으로 모든 참여자
집단
제해결을
통한
의
의견
제시하기, 해결방안 만들기, 가능한 결과와 장애물 토
토의․토론
사결정에 필요한
의하기,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 역할극으로 수행해 보기 등
사회정서역량을 향
에서 자기인식 및 관리, 관계 관리, 의사결정 역량이 향상
상시키는데 적합한
되도록 함
방법
• 갈등이나 문제 상황, 시뮬레이션 등을 학습자가 직접 구성
하고 각각의 역할을 부여 받아 교과 수업목표 달성과 더불
• 사회정서역량을 간
어 해당 역할을 실행함
접
경험하게
하거
•
역할극(리허설)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 사회적 갈등, 문제들
역할극
나
활용해
볼
수
있
속에서 사회정서 역량을 사용해 보도록 한 후 다른 사람의
(리허설)
는 연습기회를 제
느낌과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함
공할 수 있는 방법 •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며,
적절한 목소리 크기, 몸동작, 긍정적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
등을 익히도록 함
• 예술적인 표현 전 •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물감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상징으로
략을 활용하여 자
마음껏 표현하도록 하고,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다양한
예술적
신의 내적 감정이
상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함
표현
나 현재 상황을 표 • 조각 작품 만들기나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
현해 보도록 하는
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회적 문제나 갈등해결, 의사결정까
방법
지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교과학습 과정 중 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의견
차이나 갈등 상황에서 의견, 자원 등을 함께 공유하고, 보
• 다른 동료 학습자
다 창의적이고 목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듦
들과 협동학습 전 •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하여 듣기,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집
략을 적용하여 보
협동학습
단의
요구와 관심에 반응하기, 협상하기, 설득하기, 문제해
다 효과적이고 흥
(소집단학습)
결단계
및 절차 활용하기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활용
미롭게 학습에 참
할
수
있도록
함
여할 수 있도록 하 • 다른 동료 학습자의
학습결과나 반응에 대하여 긍정적인
는 방법
피드백을 제공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교정적인 피드
백을 적절하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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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교과

• 도덕
• 사회

•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 전체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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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Joronen, Hakamies, & Astedt-Kurki, 2012).

체계적 안내와 도움 전략(모델링, 비계설정 등)을 활용한 사회정서역량 활성화
광범위한 상황에서 사회정서역량의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실
수업상황에서 교사의 체계적인 안내와 도움 전략이 필요하다(Elias et al., 1997) 이러
한 전략은 학습자의 뇌 연결망을 활성화시켜 어떠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올바른 사
회 정서적 기술을 활용하여 행동할 수 있는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Goleman, 2006; Sylweter, 1995).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내와 도움 제공 전략은 모
델링, 단서주기 및 코칭, 비계설정 전략이 대표적인데, 모델링은 교사가 의도적으로 또
는 비의도적으로 학습자의 사회정서역량 활용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
이다.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의 상황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관계관리, 사
회적 인식 등과 같은 사회 정서적 기술을 보여주면 학습자의 새로운 기술 적용의 의
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함께 단계적으로 밟아 가
면서 서로 공감하고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 기술들의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단서주기 및 코칭은 평소 학급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신호 규칙을 정하여 짧은 언급이
나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가 사회정서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듣기 위치’ 라고 말하면 학생들 자연스럽게 자리에 바로 앉거나 제자리에 서
서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있는 자기관리(조절)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학급 게시판을 활용하여 사회 정서적 기술을 활용의 지침이나 목표 등을
게시하여 수시로 읽고 주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끝으로 비계설정은 교사와 학습
자의 대화 가운데 비계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
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할 때 바로 주지 말고 질문이나 힌트
제공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답을 찾고 적절한 사회 정서적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
(2)

수업매체 설계원리
(1) 사회정서역량의 효과적 학습을 위한 수업매체 선정 및 활용
사회정서학습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업매체로 오디오테이프, 포스터, 시뮬
레이터, 비디오테이프, 워크북, 워크시트 등이 활용되고 있다(Elias & Tobisa, 1996; Elias
et al., 1997; Merrell et al., 2007). 이러한 수업매체의 활용은 단순히 학습자의 흥미와 관
심이나 교사가 선호하는 수업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서역량의 내용 및
특성, 수업방법(전략) 등을 고려하여 설계, 개발하거나 선정하여 활용하게 된다. 사회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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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역량에 대한 모델링이나 단서주기 및 코칭, 모델링의 전략을 활용할 때는 모범적인
사례 제시도구로 오디오나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할 수 있고, 정보나 지침을 게시하여
상기시키는데 포스터나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정서역량에 대해 도입하거나 자세하게 설명 제시하고자 할 때 비디오나 오디오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학습한 사회 정서적 기술을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
해 보거나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사소통 기술, 의사결정 기술 등을 활용
해 볼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가 효과적이다. 사회정서역량을 구조화하여 전달하거나 정
리하도록 하고, 학습한 내용을 기록하여 공유하는데 워크북이나 워크시트를 많이 활용
하게 되며, 이러한 수업매체는 교사와 학습자간,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
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인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 자료의 선정 및 지원
학습자의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해서 물리적 환경이나 조건을 구비하여 주면, 학습
자 스스로 학습자의 사회정서역량을 학습하고 적용하여 부적응 행동을 보다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다. 스트레스나 화가 났을 경우, 친구와 싸움이나 갈등 상황의 경우에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자료나 매체가 비치되어 있는 ‘생각코너’나 ‘해결
방’ 혹은 ‘읽기방’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다(Elias et al., 1997). 이 코너나 방에는 직접 이
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담 교사나 관리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인식하고 조절하도록 돕는 관련 도서나 읽기 자료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해결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단계적으로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컴퓨터나 교육 프로그램(Social Problen-Solving Computer: SPSC)을 제공할 수 있다
(Elias & Tobisa, 1996).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문제해결의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역할놀이 게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사회정서역
량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픽 도구나 자료를 활용하
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보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등의 사회 정서적 기술을 학습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내적 동기 부여를 통해서 사회정서역량을 학습하고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 및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2)

수업평가 설계원리
(1)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의 실행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한 후 다음 단계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프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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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실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처음에 계획한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실행계획 등은 계속해서 모니터링 되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Elias et al., 1997). 구체적으로 분명하지 못한 활동, 적절하지 못한 수업방법(전략),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 학습시간, 코칭 및 지도 전략 등은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및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명한 기준을 포함된
질문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활동이 요구된다(Elias & Tobias, 1996). 예를 들어, 이 과정
에서 학생들이 해야 하는 가장 효과적이거나 최소한의 반응(행동)은 무엇인가?, 이 과
정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사회정서역량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의 개
선을 위해 반성적인 성찰의 과정으로 평가결과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유지, 수정, 제거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시간이
나 비용의 효과성, 이익 등을 분석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개선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Weissberg & Greenberg, 1998).
교사와 학습자 사회정서역량의 실행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
교과 수업 중에 학습자의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교사의 수행이나 역량 등에 대한 모
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음과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질문에 대한 정보
를 수집하게 된다(Elias et al., 1997). 우리 반에서 사회정서학습의 목표는 무엇이고, 분
명하고 명확하였는가?, 사회정서학습의 목표들에 도달하기 위한 분명한 과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반의 사회정서학습에 학부모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은 무엇이었
는가? 수업 시간에 열정과 명확함을 갖고 설명하고 가르쳤는가?, 수업 이외에 교사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였는가? 등과 같은 분명한 평가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게 된
다(Linney & Wandersman, 1991). 평가방법 및 도구로 수업관찰, 설문 및 표준화검사, 인
터뷰, 문서자료 분석 등이 활용된다. 그리고 학습자의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학습과 그
활용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제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평가하고자 해야 한
다. 즉 학습자의 사회정서역량과 관련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에 대한 평가기
준 및 평가내용들은 다양한 평가방법 및 도구로 자료 수집을 통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평가방법으로 자기보고서(Self-reports), 타인보고서(Others-reports), 수행기반평가
(Performance-based tests), 인터뷰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실제 이와 관련하여 다
양한 평가도구(측정도구)들이 개발되어져 있으므로 적합하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Elias & Tobias, 1996; Lievens & Chan, 2010).

- 150 -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통합 설계원리

Ⅳ.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교
과통합 설계원리를 도출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학습자가 길러
야 할 사회정서역량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대표적인 국내외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에서 사회정서역량의 향상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학습(수업)원리 및 전략, 교과 통합적
접근 방안 등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반복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본 연구
를 통해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통합 설계원리는 학습 환경, 수업목표 및 내용,
학습자, 수업방법, 수업매체, 수업평가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학습
환경 설계원리로 교사와 학습자들 간에 상호 지지하고, 반응적인 학급 분위기와 풍토
를 조성하고, 평소 수업에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최적의 순간을 활용하여 사회정서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수업목표 및 내용 설계원리는 일반교과와 통합 가능한
사회 정서적 수업목표를 설정하여 통합 진술하고, 학습내용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사
회정서학습의 내용요소를 추출하여 이에 적합한 사회정서역량 학습 및 연습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학습자 관련 설계원리로 학습활동 중에 학습자의 생각과
함께 감정도 함께 공유하여 사회적 역량과 정서적 역량을 통합하고, 개별 학습자를 위
한 자기 주도적인 사회정서 학습전략을 활용하여 사회 정서적 행동을 습관화 하도록
해야 한다. 수업방법 설계원리는 사회정서학습의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업방
법 및 전략(스토리텔링 및 자서전 쓰기, 집단 토의 토론 등)을 활용해야 하며, 평상 시
교과수업 시간에 학습자의 사회정서역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와 도움
전략(모델링, 비계설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수업매체 설계원리로 사회
정서역량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수업매체를 설계, 개발 또는 선정하여 활용해야 하
며,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자료(생각코너, 읽기방 등)
를 구비하여 지원해야 한다. 수업평가 설계원리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실행과정
에서 모니터링하고, 실행 후 계획한 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활용해야 하며, 교사와 학습자의 사회정서역량을 모니터링하고 활용 여부를 평가
하여 역량 향상에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의 설계 원리별로 교과통합 수업
설계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지침, 고려 및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의의로 첫째, 본 연구의 교과통합 설계원리는 학습자 개인의 사회정
서역량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에 대한 통합학습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손경원, 이인재, 2009; 신현숙, 2011; Elias et al., 1997;
Greenberg et al., 2003). 이러한 통합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사회정서역량과 관련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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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을 함께 고려해 주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교과통합 설계원리는 학습 환경, 수
업목표 및 내용, 학습자, 수업방법, 수업매체, 수업평가의 다양한 체제적 변인들을 고
려한 설계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교사가 교과 수업과 통합된 교육과정이나 프로
그램, 수업 등을 설계, 실행할 때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신현숙, 2011; Elias
et al., 1997; Merrell & Gueldner, 2011). 이는 실제 사회정서학습과 교과 학습을 통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설계 원리를 제시하였으므로 사회정서학습
을 교과 학습과 통합 설계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융통성 있게 수
정하여 활용해야 한다. 본 설계원리에서 제시되어 있는 설계지침, 고려 및 주의사항들
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학교 및 학급 상황, 관련 변인들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함을
밝혀둔다. 그리고 추후 연구로 본 설계원리에 대한 현장 적용 후 그 타당성과 효과성
에 대한 검증과 수정․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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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통합 설계원리
강 정 찬 (신라대학교)
오 영 범 (부산대학교)
이 상 수†(부산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통합
설계원리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통합
설계원리는 첫째,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해 교과학습과 통합된 수업을 설계하거나 프로그
램 개발하여 실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설계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교과통합
설계원리를 학습 환경, 수업목표 및 내용, 학습자, 수업방법(전략), 수업매체, 수업평가의 6가
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설계원리별로 구체적인 설계지침, 고려 및 주의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학습 환경 설계원리로 교사와 학습자들 간에 상호 지지하고, 반응적인 학급
분위기와 풍토를 조성하고, 평소 수업에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최적의 순간을 활용하여 사회
정서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수업목표 및 내용 설계원리는 일반교과와 통합 가
능한 사회 정서적 수업목표를 설정하여 통합 진술하고, 학습내용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사
회정서학습의 내용요소를 추출하여 이에 적합한 사회정서역량 학습 및 연습 기회를 반복적
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학습자 관련 설계원리로 학습활동 중에 학습자의 생각 공유와 함께
감정도 공유하여 사회적 역량과 정서적 역량을 통합하고, 개별 학습자를 위한 자기 주도적
인 사회정서 학습전략을 활용하여 사회 정서적 행동을 습관화 하도록 해야 한다. 수업방법
설계원리는 사회정서학습의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업방법 및 전략(스토리텔링 및
자서전 쓰기, 집단 토의․토론 등)을 활용해야 하며, 평소 교과수업 시간에 학습자의 사회정
서역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와 도움 전략(모델링, 비계설정 등)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도록 한다. 수업매체 설계원리로 사회정서역량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수업매체
를 설계, 개발 또는 선정하여 활용해야 하며,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사회정서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자료(생각코너, 읽기방 등)를 구비하여 지원해야 한다. 수업평가 설계원리로 사회
정서학습 프로그램을 실행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실행 후 계획한 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
하여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활용해야 하며, 교사와 학습자의 사회정서역량을 모니터링하
고 활용 여부를 평가하여 역량 향상에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주요어 : 사회정서역량, 교과통합,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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