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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익광고 유튜브를 활용한 수업이 사범 생들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사회적 성숙
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자료수집을 위해 사범 학 23명의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과 반 구조
화된 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참가자들의 전체 심리·사회 성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전체 심리성숙도와 전체 사회성숙도 각각에 한 향상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셋째, 심리·사회 성숙도의 하위요인 분석에서는 심리 성숙 요인들의 평균 증가 폭과 비교해 
사회성숙 요인들의 상승 폭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개별화, 핵가족화 경향으로 인한 개인 중심적 
삶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전 심리성숙도와 사전 사회성숙도, 사후 심리성숙도와 
사후 사회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사전과는 달리 사후 심리성숙
도와 사후 사회성숙도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상 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로 해석된다. 다섯째, 성별 간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공익광고 유튜브라는 
영상매체를 통한 수업이 심리·사회적 성숙도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나 이러한 
방식의 수업은 흥미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으며, 타인을 향한 관심과 더불어 학습한 내용이 지식수준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수반할 수 있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인성교육∣공익광고∣사회적 성숙∣심리적 성숙∣유튜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character education program using Youtube PSAs 
affect psychological and social maturity of pre-service teachers. For data collections, questionnaire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are used by 23 sophomores majoring in teacher edu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showed highly significant improvement on each of two maturities as 
well as entire psychological and social maturity. Second, the score of factors of social maturity was 
lower than that of those of psycho maturity. it could be estimated that college students live in nuclear 
family and individualization is valued more. Third, while pre-test scores of entire psycho-social maturity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t-test scores of each of psycho-social maturity indicat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particular, unlike pre-test, there i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in post-test due to 
mutually positive impact of two factors. Fourth,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sex difference. 
Last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terview, participants had strong views on the eff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associated with use of Youtube PSAs on motivation and focus in class, caring for others, and 
leading to positive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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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에서는 학 교양수업에서 사범 생들의 인
성교육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심리, 사회적 성숙의 
변화가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교양수업
에서 효과적인 인성 지도를 위해 사범 생들을 상으
로 영상매체 공익광고를 활용하였다. 

2015년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은 학마다 인성교육
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서울여자 학교와 성균관 학교의 인성지수 개발과 
인성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인성 전
담 교원 배치 등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사례
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학들도 인성교육의 강화와 
차별화를 위해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물론 학
이 국가 차원의 장려만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정책
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요구 즉, 기업들 역
시 인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며 학생들도 인성교육을 미래 준비의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으로 인식함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관
심과 요구 그리고 참여 의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학이 인성교육에 책임을 져
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이 학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이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인성 관련 프로그램들이 학들의 
교육 이념과 인재상에 따라 개발 및 운영되고 있다. 그
러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 성
장에는 아쉬움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즉 학이 
개설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참여한 학생
들의 인성이 기 만큼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인성이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
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중 하나는 학생들이 심리, 
사회적으로 성숙해졌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박은민
[1]은 심리, 사회적 성숙을 한 개인이 사회에 잘 적응하
기 위해 가져야 할 심리적 특성과 건강한 인격 특성을 
의미하는 사회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특히나 청소년기
와 초기 성인기 동안에 급속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나타

나는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서의 발달적 변화를 지칭한
다. 개인의 높은 심리, 사회적 성숙도는 인관계에서 
남을 존중하고 서로 간의 이해가 상충할 때 양보와 타
협 그리고 화목과 조화를 도모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
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한다
는 점에서 심리, 사회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학 차원에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발
되어야 하며 검증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특별히 이 논문에서는 사범 학에 재학 중인 중등 예
비 교사들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
들에게 인성교육이 더욱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은 실제 미래 교육 현장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인성을 지
도해야 할 역할이 주어질뿐 아니라 교사가 되기 위한 
관문인 임용 시험에서도 인성을 매우 중요한 평가 척도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추이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다
른 전공 학생들보다 인성교육의 요구와 필요성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사를 
상으로 한 인성교육은 아직 만족스러운 연구성과가 많
지 않다는 데 본 논문이 시작된 이유이기도 하다[2].

한편, 다음으로 다른 유형의 매체가 아닌 영상을 인
성교육의 매체로 선정한 이유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원어민(digital natives)이라 불리는 학생들
은 영상매체에 익숙하고 더 선호한다는 경향에 기인한
다. 또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중화로 동영상 콘텐츠 
제작, 편집, 공유가 용이해지면서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와 같은 1인 직업군이 생겨나고 중의 높은 관심과 인
기를 얻으면서 유튜브 채널과 같은 영상매체의 노출이 
그들의 가치의식과 도덕적 판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
친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시에 수업의 흥미도와 집중도
에도 도움을 주어 학습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학습자료라는 점이다. 전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영상매체의 교육적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진은희, 김훈희[3]는 영상매체의 교육
적 가치를 논하면서 비영상매체에 비해 수업의 몰입 효
과가 탁월하다고 하였고, 감정적 동일시 즉 감정이입이 
이루어져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매개체임을 주장하였다. 
김기현과 김건희[4]는 영상매체와 비영상매체 간 소비
자 인식 비교 연구에서 영상매체가 빠른 이해와 강력한 
인상 그리고 실제감과 현장감을 주어 오래도록 기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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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록 하는 장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익광고가 사범 생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연구자가 가설을 세운 이유는 공익광고
의 기획 의도 자체가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인식하게 하고, 그들의 삶의 변
화를 기 하며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제영[5]은 일반 

중의 지배적 의견을 수용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이득
이 되는 활동 또는 일을 실행할 것을 권장하는 커뮤니
케이션으로써 현  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가장 중요한 
공공적, 사회적 과제 해결에 활용되는 것이 공익광고라
고 하였다. 심리, 사회적 성숙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인
성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데, 중을 설득하는 공익광고
를 살펴보면 심리, 사회적 성숙의 하위요인 즉, 긍정적 
사고,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 자아 정체
감, 정서적 감수성(이상 심리적 성숙의 하위요인), 인
관계, 사회친화력, 학교생활 적응력, 사회적응력, 자기
관리능력,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효능감, 의사소통 및 
의사 결정력, 공동체 의식(이상 사회적 성숙의 하위요
인)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
구로 송인한 외[6]는 영상 공익광고의 자살 예방 효과
에 해 조사하였다. 그들은 연구에서 비록 자살에 
한 태도나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한 명확한 인
과관계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
만, 자살에 한 지식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 정하윤과 정귀임[7]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 인자로 자아존중감을 들었는데, 긍정적인 자
아존중감을 가진 학생일수록 자살 생각이 낮아진다
고 하였다. 따라서 자살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영상이 
심리적 성숙 하위 요인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성숙의 변화로 금연 공익광고의 효과를 들 수 있는데, 
[8]은 금연에 관한 사고 변화와 태도 그리고 결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실을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하였
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금연에 한 광고는 전체 공익
광고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있게 다뤄질 만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
은 사회적 성숙 요인 중 하나인 자기관리능력이 발휘되
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공익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연 주제 공익광고는 일반 상품광고와는 달리 공

공의 이익이나 사회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어[9] 학생들의 사회적 성숙의 변화를 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에는 이데올로기적 차원, 즉 공익
광고와 수용자의 일방적 영향 관계 등을 사상시키는 측
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인성이라는 거 담론을 
제한된 조건과 상황, 지면 등에서 모두 거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유튜브 공익광고를 활용한 수
업이 사범 학 예비 교사들의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심
리·사회적 성숙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맞
추고자 한다.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 읽는 독자들의 넓
은 아량을 구한다.

한편, 표적인 영상매체 중 하나인 TV를 활용한 공
익광고 연구에서는 TV 공익광고가 신뢰성과 효용성 그
리고 정서적 반응 측면에서 뛰어난 도구라고 주장하였
다[9]. 또 공익광고 영상매체 효과연구에서는 TV, 인쇄, 
인터넷, 옥외매체에 한 수용자의 만족도를 알아보았
는데, 정보기 , 인지성, 유용성, 설득성, 행동 의지 모
든 면에서 다른 매체들보다 영상을 바탕으로 하는 TV
가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상매체의 효과성
을 증명해 주었다. 또한, 과거에는 영상매체를 시청하게 
하는 것이 수동적인 학습자로 전락시킨다는 보편적인 
신념도 있었지만 최근 연구는 적절한 영상매체를 선정, 
활용한다면 인지적 활동에 효과적이며, 보고 듣는 멀티
자극을 통해 정보를 잘 전달받음으로써 참여 학습을 유
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주장[10][11]하여 
영상매체의 교육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고 하겠다. 하지만 스마트폰 하나로 미디어를 접하는 
현세  경향뿐만 아니라, TV 영상의 유튜브 채널을 통
한 경쟁력 확보 노력의 움직임이 말해주듯이 영상매체 
중에서도 TV보다 유튜브가 교과 측면에서 경쟁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영상매체 중 활용하기 편리한 유튜브를 텍스트로 사
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9학년도 2학기 강원도에 소재한 C 
학교 사범 학 학습자들을 상으로 하며, 영상매체 공
익광고 활용이 실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써 효과가 
있는지, 특히나 심리·사회적 성숙에 미치는 효과가 있
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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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12]가 개발한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심리성숙도 
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를 사용한다. 또 수강생들에게 
프로그램 참가 전·후로 나누어 설문을 조사, 분석하고, 
그중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반 구조화 인터뷰를 해석하는 연구 방법을 함께 수행한
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적 연구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부분이나 간과할 수도 있는 점들을 질적인 연구를 통해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상매체 공익광고를 활용한 교양수업이 사범  
재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
도인가?

2. 영상매체 공익광고를 활용한 교양수업에 한 사
범  재학생들의 인식은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과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참여한 상은 C 학의 사범 에 재학 중

인 2학년 학생들이다. 총 23명(남 10명, 여 13명)으로 
21세 15명(65.2%), 22세 5명(21.7%), 23세 2명
(8.7%), 26세 1명(4.3%) 등 주로 21-22세 학생들이다. 
이들은 2019학년도 2학기 인문 융합 과목으로 개설된 
교과목 예비 교사를 위한 공익광고 영상매체를 활용한 
인성교육 수업을 수강한다. 학과별 분포를 보면 국어교
육(2명, 8.7%), 역사교육(10명, 43.5%), 영어교육(6명, 
26.1%), 컴퓨터 교육(1명, 4.3%), 체육교육(4명, 
17.4%)이다. 먼저 본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여자
들의 수업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수업을 듣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과목의 
제목에서 풍기는 매력도 있었지만, 그보다 미래
의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요사이 10 들이 가장 
익숙하고 즐겨 보는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면 효

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심도 있게 인성
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영어교육과 P 여학생)

본 수업을 수강하게 된 동기는 교사는 부모와 
더불어 아이와 학생들의 거울이라 생각했습니
다. 그렇기에 교사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바른 인성을 가진 사회인을 양성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저는 이 수업을 
통해 저 스스로 먼저 참 인성을 갖춘 교사가 
되기 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역사교육과 J 남학
생).

주제를 가리지 않고 유튜브를 즐겨보는 편이
라서 선택하게 되었고, 교사라는 직업을 꿈꾸어
서인지 공익광고라는 단어가 맘에 들었어요. 무
엇보다 과목명이 무겁지 않게 느껴져서 주저하
지 않고 수강 신청했어요. 평소 즐겨보던 매체
를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궁
금하기도 했고요. (국어교육과 K 여학생)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과 특성상 임용을 준비하는 
중등 예비 교사들이다. 그래서 더욱 교육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에 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중·고등학생
들에게 전공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청소년
들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비윤리도덕적 사건들의 심각
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까를 고민하는 학생들이다. 본 수업을 수강하는 동기 
중 하나도 그 이유에서 찾는다. 물론 단순히 유튜브라
는 익숙한 영상매체 그리고 교과목명에 끌려서 등등의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게 만든 점도 있지만, 이러한 요
인들이 본 실험에 학생들을 더욱 진지하고 열심히 임하
게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들을 상으로 공익광고 유튜브가 인성교육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첫 주 수업에서는 수업 목
적과 목표, 취지, 진행 과정 등을 소개한 후, 사전검사를 
수행한다. 이후, 학기 중 중간, 기말을 제외한 12주간의 
수업에서는 플립러닝 방식을 활용하여 교수 학습활동
을 수행한다. 즉 검사 도구의 하위영역과 관련된 국내
외 공익광고 영상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이를 학생들이 



영상매체 공익광고를 활용한 교양수업이 사범대생들의 인성에 미치는 효과 251

개별적으로 주차 별 시청하게 한 후, 당 수업 시간에는 
조별로 주제 영상과 관련한 토론을 수행한다. 그런 다
음 조별 발표, 개인 의견 발표, 조별 그리고 개별 수업 
성찰 등을 수행한다. 물론 여기서 실시하는 사전·사후 
검사는 [12]가 개발한 학생용 검사 도구이다. 

공익광고 영상 선별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작
품들의 내용의 충실성, 즉 학생들에게 교훈적인가, 교육
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등뿐만 아니라 호감도, 난이도 
등이 고려된다. 특히나 이 작품들의 타당성을 더 높이
기 위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범  학생들 여섯 명
을 선정하여 2개 조로 나누어 토론하게 한 후, 전체 피
드백을 통해 작품들을 선별한다. 또 이렇게 선별된 내
용을 광고 관련 전공 교수 1인과 인성 관련 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얻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다음 [표 1]은 
주차 별 공익광고 영상 제목과 조별 토론 주제, 성숙유
형 그리고 설문지 작성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일련의 
수행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주차별 공익광고 영상 제목과 토론 주제
주차 영상 제목 토론 주제 성숙

1 수업 과정 안내 및 사전 검사
2 당신은 아름답다. 자존감 심리
3 기다리세요. 자살 심리
4 말의 힘 정서적 감수성 심리
5 긍정캠페인 긍정 심리
6 청탁금지 자기조절능력 사회
7 층간 내리사랑 배려
8 안과 밖이 다른 가족 가족 사회

9 가난한 소년의 점심 식사 나눔 사회

10 사회화합 소통 갈등 해결 사회

11 실수 역지사지 사회
12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타적인 삶 사회
13 총정리 및 발표, 동료평가, 수업 성찰 및 사후 검사

이렇게 실험을 마친 후, 연구 상자 중 8명(남 4명, 
여 4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물어본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13주 차 수업 이후
부터 8일간 1명씩 수행하였는데, 인터뷰 약속시간을 정
해 연구실에서 개별적으로 약 30분가량에 걸쳐 진행한
다. 심층 면접은 반 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에 따라 순차
적으로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 수업에 한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본다. 또 

화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고, 인터뷰 

바로 직후에 전사한다. 이 논문과 관련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수업은 전체 학생들의 어떠한 인성에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둘째, 본 수업에서 제시된 각각의 공익광고 영상들은 
학생들의 어떠한 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

나요?
셋째, 본 수업에서 제시된 각각의 공익광고 영상들은 

본인의 어떠한 인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넷째, 본 수업이 본인의 인성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

인가요?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12]가 개발한 학생용 심리성숙도검

사와 사회성숙도검사를 사용하였는데, 심리성숙도검사
와 사회성숙도검사는 각각 9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져 있다. 설문 문항은 요인별 7문항씩 총 12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해서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266개 문항 중에서 7개 문항을 제외하고 점
수가 높을수록 심리, 사회적 성숙도가 향상되었다고 해
석한다. 심리성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는 .522-.737로 비교적 양호하였고, 
사회성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또한 .625-.772
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심리성숙도와 사회성숙
도의 하위요인 및 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심리, 사회 성숙도의 하위요인 및 문항

번호 심리 성숙도 하위요인
(각 7문항씩 총 63문항)

사회 성숙도 하위요인
(각 7문항씩 총 63문항)

1 긍정적 사고 대인관계
2 정서적 안정감 사회친화력
3 자아 정체감 대학 생활적응력
4 성 정체감 의사소통
5 심리적 자아 효능감 자기관리능력
6 자존감 사회적 효능감
7 정서적 감수성 유머 감각
8 인내와 도전정신 리더십 개발
9 의연성과 의지력 공동체 의식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심리·사회 성숙도 검사 결

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1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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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비모수 검정의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Spearman 서열 상관관계 분석, Mann-Whitney U 
검증 등을 시행한다.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체 집단에 한 결과를 살펴보고 분석한다. 둘째, 남녀
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고 분석한다. 셋째, 학생
들의 전공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고 분석한다. 넷째, 각
각의 하위요인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고 분석한다. 다섯
째, 양적인 수치들의 통계적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내용
을 유사한 범주끼리 분류하여 결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공익광고 영
상매체를 활용한 수업의 인성 교육적 효과를 재확인하
여 보완하고자 한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공익광고 유튜브를 활용한 인성교육 
수업에 참여한 사범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이 얼
마나 향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모수 검정의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Spearman 서열 상관관계 
분석, Mann-Whitney U 검증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
를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전체 집단, 남녀, 
전공별, 각 하위요인별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
석하였다. 이는 각 집단별, 하위요인별 심리·사회 성숙
도가 공익광고 유튜브를 활용한 수업 수행 전·후의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전체 집단 사전·사후 심리·사회 성숙도의 비모
수 검정의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통계 결과를 살펴
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 집단 사전·사후 심리·사회 
성숙도의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통계 결과를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통계량(전체집단 심리, 사회 통합)

설문(N) 평균 표준
편차 Z 근사유의

확률(양측)
심리 사회

성숙도
사전(23) 327.13 27.51 -4.197*** .000

* p<0.05 ** p<0.01 *** p<0.001

위의 [표 3]과 같이 전체 집단 사전·사후 심리·사회 

성숙도의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통계량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볼 때, 공익광고 
유튜브를 활용한 인성교육 수업이 심리·사회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사전·사후 심리·사회 성숙도의 Wilcoxon 부호 순
위 검증 결과를 보면 사전-사후의 양의 순위가 전체 집
단, 즉 23명의 학생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비록 23명밖
에 안 되는 인원이라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점은 K학생(여, 역사교육과)의 심층 면접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유튜브 영상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이트 중 하나로 하루에도 수백 
만 개의 영상들이 게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시청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따라서 이렇게 영
향력 있는 사이트에 공익광고를 제작 게시한다
면 그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이 되요. TV나 라
디오에서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
이요. 단순히 -하자 또는 -를 하지 말자의 주제
만 던지거나 형식적인 틀에서 강의식으로 설명
한다면 사람들의 맘에 와 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교수님이 보여주신 영상들은 짜임새 있
고,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시청 이후에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 같아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
던 것,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
들 깨닫게 하는 데 매력이 있는 수업 같아요. 

이 학생은 본 수업에서 활용하는 유튜브의 장점, 즉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즐길 수 있는 흥미와 오락
성, 중성 등을 언급하며,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특히나 TV나 라디오에서 노출되는 것
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확언하고 있
다. 이는 형식적이고, 전시나 구호적인 측면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광고 영상매체 특히 유튜브 동영상이 인성
교육에 있어 유익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 과정임
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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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체 집단 사전·사후 심리성숙도와 사회성숙도 
각각의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통계 결과를 보면 아
래 [표 4]와 같다. 

표 4.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통계량(전체 집단 심리, 사회 분리)

설문(N) 평균 표준
편차 Z 근사유의

확률(양측)

심리 성숙도
사전(23) 163.13 10.49

-4.198*** .000
사후(23) 200.65 16.79

사회 성숙도
사전(23) 164.00 19.56

-4.199*** .000

* p<0.05 ** p<0.01 *** p<0.001

[표 4]와 같이 전체 집단 사전·사후 심리성숙도와 사
회성숙도 각각의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통계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볼 때, 공
익광고 유튜브를 활용한 인성교육 수업이 심리성숙도
와 사회성숙도 각각에 미치는 영향도 앞의 결과와 더불
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의 사전·사후 
심리성숙도와 사회성숙도 검사 각각의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사전-사후’의 양의 순위가 전체 집단, 즉 23
명의 학생 모두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사전·사후 심리성
숙도와 사회성숙도 각각의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결과에서도 그 로 나타난다. 즉 사전·사후 심리성숙도
와 사회성숙도 각각의 ‘사전-사후’의 양의 순위가 전체 
집단, 즉 23명의 학생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이는 공익
광고 유튜브를 활용한 인성교육 수업이 심리성숙도와 
사회성숙도 등 각각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일 뿐만 아
니라 일반적인 적용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전체 집단 사전·사후 심리성숙도 검사의 하위요
인별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통계 결과를 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통계량(전체 집단 심리 성숙)

[표 5]와 같이 심리성숙도의 하위 9개 요인에 한 
사전·사후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통계 결과를 살펴
보면, 첫째, 심리성숙도 하위 9개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공익광고 
영상매체를 활용한 인성교육이 전체 집단의 심리성숙
도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하위요인 중 자존감은, 인내와 
도전정신 등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긍정적 
사고, 자아정체감, 성 정체감, 심리적 자아효능감 등은 
평균의 증가 폭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물론 절 적 
비례관계로 영향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난해한 요소나 변수들이 있고, 인원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하지만 현 
연구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체로 더 직접적이고, 긍정
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긍정적 사고, 성 정체감, 심리적 자아효능감 등 세 가지 
하위요인은 음의 순위가 없고, 한 경우의 등률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양의 순위이다. 이는 이러한 하위요인들
의 경우에서 체로 일반적이고,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정서적 
안정감, 자아정체감, 자존감, 정서적 감수성, 인내와 도
전정신, 의연성과 의지력 등은 1-3개 사례에서 음의 순
위가 나타난다. 특히나 자존감 요인에 있어서는 평균의 
증가폭도 9개 요인 중 제일 낮을 뿐만 아니라 등률이 
4개 사례, 음의 순위가 또한 4개 사례가 나타난다. 이는 

부분의 사례에서 등률이거나 양의 순위를 나타나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지만, 이들 소수 사례
는 다른 영향이나 역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반성하
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밝힐 수 없어 앞으로의 연구과
제로 이 부분을 남겨두고자 한다. 

넷째, 전체 집단 사전·사후 사회성숙도의 하위요인별 

설문(N) 평균 표준
편차 Z 근사유의

확률(양측)

긍정적사고
사전(23) 19.04 1.91

-4.115*** .000
사후(23) 24.13 2.13

정서적
안정감

사전(23) 18.39 1.97
-3.909*** .000

사후(23) 21.78 1.95

자아정체감
사전(23) 15.73 1.45

-4.084*** .000
사후(23) 21.21 3.42

성정체감
사전(23) 17.17 2.24

-4.114*** .000
사후(23) 23.08 2.04

심리적자아
효능감

사전(23) 17.21 2.02
-4.207*** .000

사후(23) 22.82 2.85

자존감
사전(23) 17.78 1.73

-2.206*** .000
사후(23) 19.04 2.58

정서적
감수성

사전(23) 19.39 2.21
-3.893*** .000

사후(23) 23.60 2.62
인내와

도전정신
사전(23) 18.87 2.52

-3.020*** .000
사후(23) 21.34 1.84

의연성과
의지력

사전(23) 19.52 3.16
-3.640*** .000

사후(23) 23.60 3.10
* p<0.05 ** p<0.01 *** p<0.00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5254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통계 결과를 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통계량(전체 집단 사회 성숙)

[표 6]과 같이 사회성숙도 검사의 하위 9개 요인 사
전·사후 Wilcoxon 부호 순위 검증 통계 결과를 살펴보
면, 첫째, 사회성숙도 검사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심리성숙도 
검사의 통계적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 즉 심리성숙도
와 더불어 공익광고 유튜브를 활용한 인성교육이 전체 
집단의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
냄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활적응력 요인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경우를 제
외하고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심리성숙도와 비교할 때 
평균 향상도가 상 적으로 높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
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성숙도와 비교해 사회
성숙도가 낮은 증가폭을 드러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고구해 볼 수 있다. 즉 핵가족
으로 인한 타인보다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비롯될 가능
성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자기관리능력, 사회적 
효능감, 유머 감각, 리더십 개발, 공동체 의식 등에서 다
른 3개의 요인보다 많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사회적 유용성을 나타낸 것으로 매우 고

무적인 측면이 있다. 셋째, 하위요인 중 자기관리 능력, 
사회적 효능감, 공동체 의식 등은 Wilcoxon 부호 순위
에서 음의 순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1으며, 모두 
1~3개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양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러한 하위요인들의 경우에서 체로 일반
적이고,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날 가능성을 추론
하게 한다. 넷째, 하위요인 중 자기관리 능력, 사회적 효
능감, 공동체 의식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음의 순위가 발생한다. 물론 1-4개 사례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1-3개 사례에서 음의 순위가 나타나는 심리성
숙도의 하위요인, 즉 정서적 안정감, 자아정체감, 자존
감, 정서적 감수성, 인내와 도전정신, 의연성과 의지력 
등과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인들이다. 특히나 학
생활적응력의 경우는 음의 순위가 4개 사례가 발생하
기 때문에 이 하위요인에 한 주의 및 보완 방안에 
한 측면을 더욱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의 긍정
적인 측면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
한 점은 K학생(여, 역사교육과), H학생(여, 역사교육과)
의 심층 면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본 영상들은 자살 예방, 자기 존
중감, 효 등을 주제로 하였는데, 이러한 영상을 
본 후 부모님께 전화 드리고 사랑한다는 고백하
는 내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친구의 고민도 들
어주고 영상에서 주는 메시지를 실천하려고 노
력도 하게 되었어요. 본 수업을 통해 나의 행동
으로 세상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고 보지만 나의 실천 하나가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 거라 생
각이 드네요. 수강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
고, 후배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과목이에요.

가족과 관련된 영상이 기억이 나네요. 편하다
는 핑계로 막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족인 
거 같아요.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다 받
아주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아이가 아빠가 행복한 척 멋
있는 척하며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
다는 점이었어요. 어린아이인데도 다 느끼고 있

설문(N) 평균 표준
편차 Z 근사유의

확률(양측)

대인관계
사전(23) 18.17 2.91

-3.777*** .000
사후(23) 22.73 3.54

사회 친화력
사전(23) 19.04 2.24

-3.830*** .000
사후(23) 23.56 2.72

대학생활
적응력

사전(23) 19.04 3.33
-3.274*** .000

사후(23) 22.91 3.26

의사소통
사전(23) 18.47 2.37

-4.176*** .000
사후(23) 24.13 2.49

자기관리
능력

사전(23) 18.00 3.42
-4.116*** .000

사후(23) 23.69 2.80
사회적
효능감

사전(23) 19.78 3.14
-3.936*** .000

사후(23) 24.04 2.63

유머 감각
사전(23) 17.08 3.57

-4.085*** .000
사후(23) 22.65 3.36

리더십 개발
사전(23) 17.17 3.83

-3.775*** .000
사후(23) 22.39 3.43

공동체 의식
사전(23) 17.21 2.53

-3.927*** .000
사후(23) 22.60 2.57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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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이 더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한다는 말
이 부끄럽고 낯설어 잘하지 못했는데, 이 영상
을 떠올리며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어
색했지만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
력해 볼 거예요.

이렇듯 K학생(여, 역사교육과)은 수업 후 부모님께 
전화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게 된다. 물론 스스
로도 놀라운 변화로 인지하는 것 같다. 행동으로 실천
할 수 있는 힘, 즉 행동 의지을 얻은 것이다. 머리로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도 가져와 
더욱 만족스러워 하고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까지 내비친다. H 학생(여, 역사
교육과) 마찬가지이다. 가족에 한 특히나 아버지의 
모습에 해 깊이 생각해 본 H 학생은 사랑한다는 말이 
부끄럽고 낯설어 잘 하지 못했는데, 이 수업을 계기로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는 것이다. 면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
으로 가족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도 한
다. 이렇듯 이러한 여러 하위요인들의 경우에서 체로 
일반적이고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날 가능성을 
추론하게 한다. 

다섯째, 전체 집단의 사전·사후 심리·사회 성숙도 전
체 검사 결과에 한 서열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다. 즉 사전 심리·사회 성숙도도 전체 검사 결
과와 사후 심리·사회 성숙도 전체 검사 결과는 서로 유
의미한 영향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심리·사회 성숙도 검사 전체 집단 사전·사후 서열 상관
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서열 상관관계 분석(심리, 사회 성숙 전체 사전, 사후)

심리, 사회 성숙 사전 사후

Spearman의 
rho 

사전
상관계수 .372

유의확률(양측) .080
N 23

사후
상관계수 .372

유의확률(양측) .080
N 23

여섯째, 사전 심리성숙도와 사전 사회성숙도는 상관
계수 .549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내고, 사후 심리성숙도와 사후 사회성숙도도 
상관계수 .705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를 나타낸다. 심리성숙도와 사회성숙도 검사 
각각의 사전·사후 서열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다
음 [표 8]과 같다. 

표 8. 서열 상관관계 분석(심리, 사회 성숙 각 사전, 사후)
사전
심리
성숙

사후
심리
성숙

사전
사회
성숙

사후
사회
성숙

Spear
man의 

rho 

사전
심리
성숙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측)

N

사후
심리
성숙

상관계수 .146
유의확률
(양측) .506

N 23

사전
사회
성숙

상관계수 .549** .230
유의확률
(양측) .007 .290

N 23 23

사후
사회
성숙

상관계수 .150 .705**

* .367

유의확률
(양측) .495 .000 .085

N 23 23 23
**. 상관 유의수준이 0.01(양측) 

물론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 이
유는 체로 심리성숙도가 높은 학생은 사회성숙도도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둘 간의 정적인 영향 
관계는 형성되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정적 상관관계의 크기이다. 사전·심리성숙도와 사전·사
후 성숙도 간의 정적 상관관계의 크기보다도 사후 심리
성숙도와 사후 사회성숙도 간의 정적 상관관계의 크기
가 월등하다. 즉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본 수업의 긍정적
인 효과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심리적인 측면
과 사회적 측면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더욱 두 
인성 영역의 긍정적 상승작용을 더욱 활발히 일으키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또 지면 관계
상 본 논문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심리성숙도, 사회성숙
도 각각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 밝히지 
않는 이유는 조금 더 양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차기 연구에서 이어받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K 학생(남, 체육교육과)의 심층 면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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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인할 수 있다. 

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은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기도 하지만, 자신과 가
까운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경향이며 멀면 멀수
록 친절의 강도는 옅어지는 것 같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사람들은 친절과 배려가 필요함을 망
각할 때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해요. 
그것이 바로 본 수업이 주는 영향력 같아요. 한 
주간 살면서 잊을 만하면 유튜브 공익광고를 노
출시켜 주어 나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들을 돌아
보게 하는 수업이에요

이 학생의 경우 ‘나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돌아보
게 한다고 한다. 즉 본 수업이 갖는 인성교육의 효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인간 고유의 이기적인 자기애를 벗
어나게 하며 동시에 친절과 배려 등 더불어 사는 것에 

해 깊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유익한 시간이라는 
인식이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향한 관심이 타인에게 향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K 학생(남, 컴
퓨터교육과)의 심층 면접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본 수업을 수강하면서 나보다는 타인을 좀 더 
배려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나 자신의 
소중함과 타인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많
이 가질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타인이 어떠한 
행동을 보인 것에 해 나의 생각만을 밀어붙여
서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 이해하
는 일이 많아졌어요. 또 남의 평가에 의존하면
서 말 하나하나에 상처받았던 이전과는 다르게 
현재는 나를 좀 더 스스로 격려하고 용기를 가
질 수 있게 됐어요. 과거에는 남에게 의견을 피
력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지금은 내 의
견을 상 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게 된 것에서 많
이 좋아진 거 같아요. 이 수업 덕분에 말이죠.

이 학생도 본 수업을 수강하면서 자신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많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
고 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과거에는 이기적으로 생
각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자신보다는 
타인을 조금 더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
다고 진술한다. 뿐만 아니라 남의 평가에 의존하여 상
처받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들로 여러 가지 일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이러한 인터뷰 내용들은 공익광고 유튜브
를 활용한 인성교육 수업은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
면에 각각이 서로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더욱 두 
인성 영역의 긍정적 상승작용을 더욱 활발히 일으키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일곱째, 남녀별 차이는 없다. 즉 공익광고 유튜브를 
활용한 인성교육 수업에 의한 영향 관계를 볼 때, 그 차
이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Mann-Whitney의 U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사전·사후 
심리, 사회성숙도 전체, 개별 모든 영역의 검정 통계량
에서 남녀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통계적 결과가 나타났
다. 하위요인별 검정도 마찬가지였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튜브 공익광고 영상이 사범 생들의 인
성교육에 미치는 효과에 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업 전과 후로 나누어 심리, 사회적 성숙도가 얼
마나 향상되었는지 사범  예비 교사들을 상으로 조
사하였으며, 심층 면접을 통해 본 수업에 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결론과 제언을 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인성교육을 위해 활용한 공익광고 유튜브가 연
구 참가자들의 전체 심리·사회 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으며, 각각의 성숙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심리성숙도 9개 하위요인 중에서도 
긍정적 사고, 자아정체감, 성 정체감, 심리적 자아효능
감에서 큰 폭으로 평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런데 이는 공익광고의 본질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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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
으면서 동시에 보편타당한 내용을 다룬다는 주장[13]으
로 미루어 볼 때, 특히 이러한 영역에서 많이 높아진 이
유라고 판단된다. 셋째, 공익광고 유튜브가 사회성숙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과로 알 수 있었지만, 
심리성숙도보다는 상 적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심리성숙도와 달리 사회성숙도는 나 중심
에서 타인을 향한 관심과 배려이기에 개인주의가 팽배
한 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이 아니며 교
육, 훈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전 심
리성숙도와 사전 사회성숙도 간, 사후 심리성숙도와 사
후 사회성숙도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는 것으로 인성교육 수업의 필요성을 드러내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섯째, 남녀별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보면 참여자들은 공익광고 유
튜브 활용이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중심에
서 벗어나게 하며 동시에 타인에게 친절과 배려 등 더
불어 사는 법에 해 깊이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
익하다고 인식하였다. 즉 이타성이 자기애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익광고 영상의 노출이 
인성에 해 사고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힘을 가졌다는 점에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관점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도 키워준다는 점
에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함을 증명해 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범 학 학생들이다 보니 교사가 될 것이
라는 확신 속에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자신들의 인성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본 연구의 효과가 커졌
다고 해석된다. 즉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광고 
유튜브를 한 학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장기
적인 계획하에 일상 속에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3]
처럼 양적 질적 연구 결과를 토 로 볼 때,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이 인성 교과를 개설 운영할 때 의도
성을 가지고 빈번한 노출을 통해 개개인이 심리·사회성
숙에 이르도록 도울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23명으로 소수였다는 사실이다. 둘째, 유튜

브 공익광고 영상과 인성 항목이 일 일로 연결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비교 상이 없었
다는 점이다. 한 집단을 가지고 성별 구분과 학과 구분 
그리고 가정환경 및 성장 배경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서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사범  학생 간 
혹은 사범 와 비사범  간 구체적인 비교 집단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넷째, 공
익광고의 이데올로기적 측면도 고려 상인데도 불구하
고 본 논의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어 다룰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미디어와 수용자 간의 다양한 관계에 
관한 이론과 연구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연구 조건, 환경, 지면 등과의 관계상 본 논
문에서는 또한 다루지 못했음을 밝힌다. 주지한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주제로 다루지 않
았던 유튜브 공익광고 영상을 인성 하위 항목과의 연계
성을 고려하여 사범 생들을 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가 시시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들을 극복하고 교육과정
에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한 연구가 발전되기
를 기 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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