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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의 습관화 실천방안

10월 21일(토) 국제회의실 10:00~12:00

인성교육이 어떻게 습관을 바꾸고 교훈을 생활에 실천하게 할 수 있을까?

<인성교육의 습관화 실천방안>

좌장 권원오 교수 (사)박약회

발표자 이용태 이사장 한국정신문화재단

David Keller Director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TX)
Character.org (Washingto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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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이용태 Lee, Yong Tae

소    속 한국정신문화재단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직    책 이사장

전문분야 통계물리학, 인성교육 Statistical Physics, Personality Education

학    력

서울대학교 졸업(학사)

미국 유타대학교 통계물리학 박사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6개 대학 명예박사

경력사항

現

(사)박약회 회장

(사)퇴계학연구원 이사장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

前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삼보컴퓨터 회장(창립)

두루넷 회장(창립)

대통령 교육정책자문위원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도산서원 원장

저서

- 컴퓨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한달에 한 가지 새 습관을 기르자 등 다수

주제발표

제    목

生活化 實踐化를 위한 HPM 人性敎育

Hpm personality education for daily lif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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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정보
Full Name Dr. David W. Keller

Nationality United States

Aff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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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org(WashingtonD.C.)

Current Position Director, Leadership Excellence Program

Area of Expertise Leadership Development / Character Development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Colorado
   Human Behavior and Leadership 

Master of Arts, St. Mary’s University, Texas
   Industrial & Organizational Psychology

Doctor of Philosophy., Texas A&M University,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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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Experience & Academic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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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rector, National Character & Leadership Symposium,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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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racter & Leadership consultant, National Air Academy, United Arab Emirates
  - National Evaluator, National Schools of Character program, Character.org

Subject Title Theory and practice: Instilling Core Values in Homes, Schools, & Communities

Keyword Character development, Leadership development

Presentation Abstract

The integration of character and leadership development training must be intentional, deliberate, and 

comprehensive. Far too often, character and leadership are taught independently. This presentation will 

examine the importance of combining these two important constructs in formal leadership development 

settings. Character.org provide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instilling values in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The leadership excellence program at Texas A&M University seeks to provide practical 

instruction and experiences to students so they will graduate with the knowledge and character essential 

to making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world following their graduation.



인문가치 실천 2
인성교육의 습관화 실천방안 / 함께하는 행복세상을 위한 행복마을만들기 시연 / 건전한 공동체 만들기

61

성    명 David W. Kelle

국    적 미국

소    속
텍사스 A&M 대학교 (텍사스주, 칼리지스테이션)

Character.org(워싱턴 D.C.)

현 직 위 리더십함양프로그램 디렉터 

전문분야 리더십 개발 / 인성교육   

학    력

콜로라도 미국공군사관학교 인간행동·리더십학 학사 

텍사스 세인트메리대학교 산업&조직심리학 석사

텍사스A&M대학교 박사, 연구주제 ‘윤리&리더십 개발’  

전문 분야 & 학술 논문 

현 직위:

  - 텍사스A&M대학교, 홀링스워스 리더십함양프로그램 디렉터 

  - 워싱턴D,C, Chracter.org 교육자문위원 

경력:

  - 미공군사관학교 전미 인성&리더십심포지엄 디렉터 

  - 미공군사관학교 생도인성&리더십개발 프로그램 디렉터 

  - Character.org 전문개발&국제프로그램 디렉터 

  - Character.org인성교육 우수사례프로그램 디렉터 

  - UAE 공군사관학교 인성&리더십 프로그램 자문 

  - Character.org 미국 학교내 인성프로그램 심사위원 

발표 주제 이론과 실재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핵심가치 고양

키 워 드 인성개발, 리더십개발   

주제발표 요약문

인성 개발 및 리더십개발교육 통합은 목적성, 심도성, 포괄성을 바탕으로 해야한다. 그러나 인성과 리더십교육이 

별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본 발표는 두 교육을 통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 정규 리더십개발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Character.org는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가정, 학교, 지

역사회 내 가치 함양을 지향한다. 텍사스 A&M대학교 리더십함양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용적 훈련 및 경험을 통

해 출중한 지식과 인성을 함양해 졸업 후 전 세계에 상당한 공헌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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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행복세상을 위한 행복마을만들기 시연

10월 21일(토) 백조홀 13:00~13:50

행복안동의 실천프로그램 중 하나인 행복마을만들기 프로젝트는 2015년, 온혜2리를 시범 마을로, 2016년 4개 

마을, 2017년 16개 마을로 확대 시행중이다. ‘항상행복, 역지사지!’라는 슬로건으로 노래, 율동, 자체교육

(행복교실)을 진행하면서 이웃과 화합하고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익혀 행복마을을 만들어가는 사례를 통하여,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방법을 제시한다.

<함께하는 행복세상을 위한 행복마을만들기 시연>

사회자 정소영 아나운서

발표자 정성순 이장 도산면 온혜2리

강성인 이장 북후면 장기리

홍성융 이장 와룡면 지내1리

김경란 부녀회장 일직면 원호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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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공동체 만들기

10월 21일(토) 백조홀 14:00~17:50

인성교육이 가정, 학교, 기관,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실예를 공유함

<건전한 공동체 만들기>

좌장 윤웅섭 단장 사단법인 박약회

발표자 이기성 선생 사단법인 박약회

정덕자 선생 사단법인 박약회

손  욱 회장 (사)행복나눔125

이점영 교장 중대부속초등학교

이윤환 이사장 인덕의료재단

김상훈 소대장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권영애 교사 손곡초등학교

토론자 이  목 행복마을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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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와 연계한 효과적인 H.P.M.인성교육 실천 방안

H.P.M : Habituating & Practicing Model

Practice of the Effective H.P.M. Character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Elementary 

School

주제발표 요약문

사람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지식이나 재능, 환경이나 여건보다 삶에 대한 태도, 인성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인성은 반복적인 행동으로 만들어진 좋은 습관에 의해 형성되므로 어려서부터 학교와 

가정의 상보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다. 이에 초등학교 교육에서 교사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방법으로 학급공동체구성원들이 함께 지켜야 할 삶의 원칙과 방향 설정을 위해 ‘학급헌장 만

들기’와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인성함양을 위해 ‘항상행복, 역지사지’의 인성 덕목을 교육하고 반복함으로써 습관

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1달에 1회씩 감화이야기자료를 가정에 제공하고 이를 중심으로 

6단계 가족회의 방법을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여 올바른 인성 함양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모색하였다. 나아가 

H.P.M.인성교육에 공감하는 학부모동아리를 구성하여 소집단으로 주기적인 실습과 토의, 실천사례 공유 등의 활

동을 통해 부모의 효과적인 인성교육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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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자 이기성 Lee Ki Seong

소        속 (사) 박약회 
Bakyakhoe

(Non-profit organization)

발 제  제 목

초등학교와 연계한 효과적인 H.P.M.인성교육 실천 사례

H.P.M : Habituating & Practicing Model

Practice of the Effective H.P.M. Character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Elementary School 

1. H.P.M. 인성교육 개요

가. H.P.M.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의 도구와 방법은 목표가 간단명료하고 방법이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

리나라 정보산업의 창시자인 이용태 (사)박약회 회장이 구안한 바른 인성을 만드는 습관화 실천
화 모델(Habituating & Practicing Model)이다.

나. H.P.M.인성교육의 내용
H.P.M.인성교육에서는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는 부분뿐만 아니라,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

한 인관계 영역, <나>자신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자기관리 영역, <일>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과제해결 영역, 가정에서 가족들과 조화롭게 생활하며 부모님에 한 <효>영역으로 별하
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전반을 인성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다. H.P.M. 인성교육 방법
    (1) 1-3-10실천 프로그램
‘나의 인생헌장’ 만들기로 방향과 원칙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실천 프로그램이다. 효과적

인 인성교육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
의 근본적인 문제에 한 탐색과 인생 설계와 계획에 한 접근으로 가장 먼저 각자 자신의 꿈
과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 삶의 목표가 없다는 것은 마치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바다를 항해하
는 배와도 같기 때문이다. 

목표가 정해지면 인성교육 내용 분야에서 제시한  <남>, <나>, <일>의 영역에서 꼭 실천하여 
습관화 하고 싶은 삶의 원칙을 영역별로 3개씩을 선정하고 <효>영역에서 1가지를 합하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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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실천덕목으로 ‘나의 인생헌장’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2) 1-1-6 실천 프로그램
‘나의 인생헌장’ 만들기를 통해 설계한 삶의 태도를 행동으로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이에 한 실천전략으로 알맞은 감화이야기를 활용하여한 달에 한 번 한 
시간 정도 ‘가족회의’를 통해 인성 덕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
회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 감화이야기를 읽는다.
       2단계 : 이야기 내용을 요약하여 말한다.
       3단계 :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과 느낌을 나눈다.
       4단계 : 이야기 속의 교훈을 찾는다. 
       5단계 : 교훈에 한 각자 실천할 과제를 정한다.
       6단계 : 과제에 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평가계획을 확인한다.

2. H.P.M.인성교육 실천 개요

가. 대상 학교 : 서울거원초등학교
     ※ 서울시 송파구 소재, 학생 35학급 732명, 교원 58명

나. 실천 기간 : 2015. 4 ∼ 2017. 12

다. 실천 Road Map
인성은 좋은 습관에서 비롯되므로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교육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학교와 가정의 긴 한 연계와 협조로 인성교육의 상승효과를 최 한 극 화하기 위
하여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사)박약회 관계자와 인성지도위원 등이 수차례 협의회 갖
고 다음과 같이 5단계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다.

    (1) 1단계 : H.P.H.인성교육에 한 이해와 공감,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사교육
    (2) 2단계 : 1-1-6 실천프로그램 숙지를 위한 학생교육
    (3) 3단계 : H.P.M.인성교육의 필요성, 내용, 방법에 한 학부모교육
    (4) 4단계 : 학부모인성동아리 조직 실습, 실천사례 공유 등 4차시 활동
    (5) 5단계 : H.P.M.인성교육의 확산 및 일반화를 위한 종합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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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P.M.인성교육 실천 내용

가. 교사의 학생을 통한 인성교육 
     (1) 인성교육의 목표와 덕목을 사람을 하면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보는 

태도 ‘역지사지(易地思之)와 혼자 있으면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를 찾아보는 태도’ 
항상행복(恒常幸福) 두 가지로 간결하게 정하고, 박수를 치거나 노래를 개사하여 부르는 활동 등
으로 매일 꾸준히 마음속에 인식시키고, 역지사지의 실천 사례와 항상행복의 이유를 발표하게 
하여 남을 배려하는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는데 힘썼다.

     (2) 월 1회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감화자료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1-1-6 실천프로그램인 
가족회의를 실시한 후, 실천기록부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점검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바른 인성 함양은 물론, 나아가 행복한 가정 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하
였다. 

나. 교사와 학생, 인성교육 지도위원의 협력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가족회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상으로 스토리텔링에 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속 학교 

학생 2명과 (사)박약회 지도위원 2명이 가족 역할을 분담하고 연습하여 역할극을 통한 방송교육
으로 1-1-6 실천프로그램을 교육하였다. 이 때 각 학급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배부된 감
화이야기와 활동자료에 따라 방송을 시청하며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담임교사가 
임장하여 지도하였다. 

다. 인성교육 지도위원의 학부모인성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1) H.P.M.인성교육에 한 학부모연수를 실시한 후, 1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 활동을 

희망하는 부모 상으로 학부모인성동아리를 4그룹 소집단으로 조직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4차
시에 걸쳐 활동하였다.

     (가) 1차시 : 1-3-10 실천프로그램인 참가자 자신의 ‘인생헌장’만들기 실습과 이를 바탕
으로 가족들과 함께 ‘가족헌장’을 만들어 2차시에 발표하도록 하였다. ※ 1-3-10을 1개의 인생
목표, <남> <나> <일> <효> 4영역에서 각각 1개의 실천과제 1-4-4 실천프로그램으로 단순하게 
재구성하여 실천하였다.

     (나) 2차시 : 가정별로 1차시에 제시한 ‘가족헌장’을 발표하여 그 내용을 공유하고 1-1-6
실천프로그램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기본적인 화법을 교육한 후 <남>영역과 관련된 감화이야
기로 6단계 스토리텔링 실습을 하였다. 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각자 가족회의를 하고 
실천기록부를 작성하여 3차시에 발표함으로써 실천 사례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다. 가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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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을 위해 1일 1칭찬하기와 1일 1가족 안아주기 활동도 전개하였다.
     (다) 3차시 : 가정별로 실천한 1-1-6 가족회의 실천내용과 소감 발표를 통해 긍정적인 

작은 변화들을 공유하고 <나>영역과 관련된 감화이야기로 6단계 스토리텔링 실습을 하였다. 
Tiny Habits 차원에서 ‘∼ 때문에’ 신 ‘∼덕분에’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여 긍정적인 언어습관
을 갖도록 실천을 유도하고 모든 활동 자료는 포트폴리오로 누가 정리하여 4차시에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라) 4차시 : 활동 내용을 정리한 포트폴리오 자료를 서로 비교해보고 좋은 점을 발표하
여 공유하고 <일>과 <효>영역과 관련된 감화이야기로 6단계 스토리텔링 실습을 하였다. 실천사
례종합발표회와 활동자료집 발간 안내를 통해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강화하였다.

다. 실천사례종합발표회 개최 및 활동 자료집 발간
H.P.M.인성교육의 확산과 일반화를 위하여 그 동안 학교와 가정에서 활동한 인성교육 자료를 

전시하고 실천사례 종합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가정에는 (사)박약회 회장과 학교장 표창을 실
시하였다. 또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활동 자료집을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1) 인생헌장, 가족헌장 전시 (2) 인성교육 포트폴리오 자료 전시 (3) H.P.M.인성교육 실
천 사례 발표 (4) 우수실천사례가정 표창 (5) 학부모인성동아리 활동자료집 발간

4. H.P.M.인성교육 실천 결과 및 발전적 과제

가. H.P.M.인성교육 실천 결과 요약
    (1) 인성교육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2) H.P.M.인성교육은 목표가 명료하고, 방법이 간단하고 쉬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알맞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이다.
    (3) H.P.M.인성교육은 좋은 습관을 기르고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행복한 가정

을 만드는 적절한 도구와 방법이다.
    (4)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이 서로 연계하여 상보적으로 이루어질 때 상승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5) 학부모인성동아리 활동이 인성교육을 확산시키고 일반화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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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P.M. 인성교육의 발전적 과제와 제언
    (1) H.P.M.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2) 인성교육 방법과 자료는 상에 따라 알맞게 지속적으로 개발 보완되어야 한다.
    (3) 학교와 연계한 인성교육은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공동체구성원들의 공감과 실천의지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알맞은 홍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4) 인성교육의 질은 강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으므로 강사요원의 사명감 고취와 강의능

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찬이 요구된다.
    (5) H.P.M.인성교육의 주안점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 효과로 핵심 패러다임이 발전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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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박약회 Bakyak

발 제  제 목
군 인성교육 실천 사례

Military character education  Practice cases 

1. 군 인성교육의 필요성

가. 전투력 증강과 국방면에서 
국방은 항상 중요했지만 특히 현재 우리의 국내외 현실 속에서 국민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일치단결하여 하나로 뭉쳐 강군이 되어 나라를 방위해
도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 군 내부에는 갖가지 애로 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의 국방력을 약
화시키고 있다. 장병들간의 갈등, 따돌림, 폭력 등으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군인으
로서의 자아정체감 상실, 욕구 좌절로 인한 분노감과 부정적 정서가 이들의 정신력을 약화시키
고 있으며 미래에 한 불안감과 목표의식 부재로 국방의무 기간을 그저 의미 없이 때우기 식으
로 보내고 있는 용사들이 다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군 가 명령체계의 조직이라 하더라
도 유사시 강한 군사력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국방의무를 충실히 다하기는 어렵다
고 본다.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고 하는 강한 전투력은 바른 인성으로 무장된 강한 정신력
에서 나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불식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인성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중요한데 아무리 감동적이고 좋은 
내용의 인성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특히 군인들에게는 백약이 무효! 박약
회의 H.P.M.인성교육은 공허한 외침이 아니다.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진 훌륭한 인성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습
관을 만드는 실천적 인성교육인 H.P.M. 인성교육이 바로 그 답이다.

나. 개인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은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
나 국가는 힘이 있고 삶의 질이 높다. 이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물론 어린 시
절, 좀 더 자란 청소년 시절이다. 일단 형성된 습관은 바꾸기 어렵다. 특히 성인이 되어 굳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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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나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반복적 실천을 해야 한다. 그
런데 이러한 반복 실천이 가능한 집단이 바로 군부 라고 할 수 있다. 약 2년 가까운 시간을 집
합 생활을 하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활동을 하며 명령체계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군부  안
에서 함께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삶의 과정으로 
봐서도 군생활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수정하여 사회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군생활의 패러다임을 이해관계 없이 서로를 위해주며 반복 
실천을 통해 좋은 습관을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 단련을 할 수 있는 멋진 전략적 기회로 바꾼다
면 군생활은 인생행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 군 인성교육의 목표

군 인성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배려하는 군인이 된다.(易地思之의 실천) 
둘째, 고생을 인생의 보물로 바꾸는 행복한 군인이 된다.(恒常幸福의 실천)
그리고 간부들에게는 다음의 한 가지 목표가 더 추가된다.
셋째,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용사들의 스토리텔링 인성·인생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마인드와 

능력 배양

3. 군 인성교육 실시 현황

현재 박약회 강사에 의해 교육하고 있는 H.P.M. 군 인성교육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기 실시 부대
    1) 30사단 : 2015.01-2016.04
     - 30사단 전 부 (24개 ) 장병
     - 과정 : 시범운영 6개월, 부 별 전 장병 교육 1회, 부 별 표병 교육 1회, 부 별 월 

1회 표병 심화교육 총 4회 
     - 방법 : 워크샵(강의 및 참여와 발표, 실습)
    2) 11사단 : 2016.06-2016.12.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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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 : 장 포함 간부교육 1회, 간부인성리더십교육 1회, 전 용사교육, 간부토의토
론교육 1회, 간부 추수지도 3회

     - 방법 : 워크샵
    3) 56사단 : 2016.11-2017.5.
     - 2개 
     - 과정 : 장 포함 간부교육 1회, 간부인성리더십교육 1회, 전 용사교육, 간부토의토

론교육 1회, 간부 추수지도 3회

나.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대(강사 요원 교육 포함하여 실시)
    1) 11사단 3개 
    2) 56사단 2개 
 

다. 군 부대내 생활관에서 스토리텔링 인성교육 자율적 실시 현황
    1) 시간 : 일주일에 3번(월, 수, 금) 저녁 자율활동 시간 또는 일과 시간 중 20분에서 30

분 정도를 할애하여 실시
    2) 방법 : 생활관 표병이 주관하여 스토리텔링 6단계를 진행하고 일지 양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3) 지도 및 확인 점검 : 생활관 스토리텔링 지도는 각 생활관 담당 간부가 멘토로 활동하

여 지도, 격려, 조언 등을 실시하고 소 장 또는 중 장이 일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
시하여 추진력을 갖도록 한다.

    3) 포상 등 격려 방안 : 스토리텔링 인성교육을 실시하면서 경험한 것을 월 1회 에세이(실
천 수기)로 써서 제출하면 심사하여 우수자에게 다양한 포상을 하고 있다. 또한 스토리
텔링 진행 우수 생활관도 담당 간부의 추천을 통해 포상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
도록 하는 등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을 부 별로 실시하고 있다.

4. 스토리텔링 인성교육 성과 및 소감 소개

가. 성과 (56사단 보고회 발표 자료)
    1) 병영문화에 미친 영향
     ➀ 인성의 중요성에 한 인식변화 : 교육전인식(21.4%) 교육후부터인식(53.4%)
     ➁ 장병들의 의식개혁/인성함양에 도움 : 그렇다(68.0%), 보통(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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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병영문화 혁신에 도움 : 그렇다(64.9%), 보통(22.1%)
     ④ 교육후 행복에 대한 인식/군 복무태도의 변화 : 그렇다(74.1%), 보통(18.3%)
    2) 장병 체감도 
     ➀ 소통 활성화 : 61.8%(그렇다), 27.5%(보통)
     ➁ 병영 갈등 해소와 폭언, 욕설 경감 : 64.1%(그렇다), 25.2%(보통)
     ➂ 역지사지(존중과 배려)의 병영 문화 정착 : 46.6%(그렇다), 32%(보통)
     ④ 효도에 대한 마음가짐 변화 : 73.2%(그렇다), 20.7%(보통)

나. 소감 (예)
    1)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한 시 에 꼭 필요한 인성교육인 것 같다.
    2) 역지사지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구체적인 인생헌

장 작성부터 스토리텔링까지 주옥같은 교육시간이었습니다.
    3) 여타의 인성교육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도 굉장히 많이 했을 뿐더러 

이 교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기 때문에 효과적일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4) 타인을 배려하는 법, 칭찬하는 법, 인성교육, 인생교육 등을 통해 이 교육이 얼마나 중

요한 지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관 동기들에게 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줘야겠습니다.
    5) 전우들과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하여 목표의식 갖는 법을 배우며 실천할 일을 해낼 수 

있는 열정과 책임감을 배워서 좋았다.
    6) 군 에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인성교육을 받아 새로웠다. 
       내 미래에 해 한 번 더 고민해보게 된 시간이었다.
    7) 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전우들이 인성 함양 기회를 얻었

으면 좋겠습니다.

5. H.P.M.인성교육 진행 과정 소개

∙1차 교육: 전 간부( 장 포함) 상 인성교육 (H.P.M. 인성교육의 이해)
∙2차 교육: 간부 상 인성리더십 교육 (지도 역량 강화 및 마인드 제고)
∙3차 교육: 용사 인성교육(생활관에서 개인정비의 시간에 스토리텔링으로 H.P.M. 인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용사들의 마인드를 형성)
∙4차 교육: 간부 상 H.P.M. 인성교육 심화교육 및 생활관에서 진행하는 용사들의 스토리텔

링 활성화계획 토론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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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지도: 간부 상 생활관 내 스토리텔링 진행상황 확인 및 협의  (월 1회 총 3회 시행)
∙강사요원 교육 : 부 내 H.P.M.인성교육 지도요원 양성

6. 군 인성교육 각종 자료 및 결과물 

7. 대대장 인터뷰 동영상

8. 수기 발표 동영상

9. 부대내 생활관 스토리텔링 인성교육 현장 동영상

10. 부대내 항상행복, 역지사지 경례구호로 국기게양식 현장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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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정보
성    명 손욱

소    속 사)행복나눔125

직    책 회장

전문분야 인성교육, 조직문화

학    력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

경력사항

삼성SDI 사장,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삼성인력개발원 원장.

주)농심   회장 역임

2010년   행복나눔125 창안

저서) ‘나는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변화의 중심에 서라’

      ‘삼성, 집요한 혁신의 역사’, ‘지식을 넘어 창조로 전진하라’

      ‘12지 경영학’ 등   

주제발표

제    목
행복나눔125와 함께 행복한 삶터 만들기

주제발표 요약문

∙행복나눔125는 ‘1일1선행하기’ ‘1월2독서토론하기’ ‘1일5감사쓰기’를 통하여 감사, 나눔, 독서토론을 습관화, 체

질화 함으로써, 긍정심리자본, 사회적자본을 육성하여 나부터 변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세상을 이

루자는 ‘정신문화운동’임. 

∙행복나눔125의 근원은 긍정심리학의 과학적 연구결과와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자는 홍익인간이념, 세

종의 수평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2010년 출범하여 1,200여 기업·학교·군·공공기관으로 확산, 최고의 인성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음.

    

∙행복나눔125를 실천하여 행복한 학교를 이룬 서울중대부속초등학교(교장 이점영)의 사례와 행복한 병원문화를 

이룬 인덕의료재단(이사장 이윤환)의 사례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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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125와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1. 행복나눔125의 탄생

‘세종은 어떻게 온 백성이 행복한 창조왕국을 만들었나?’
1993년 삼성신경영에 참여하며 ‘모방체질을 창조체질로 바꿔야 미래가 있다’는 화두에 몰두하

다 한국과학기술사의 저자 전상운박사를 통해 세종을 만났다.‘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에 실려 
있는 전박사의 논문을 읽고 세종처럼 경영하고 리더십을 배우려 노력하며 깨달은 것을 모아 행
복나눔125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세종 리더십의 3요소를 ‘나눔, 독서토론, 칭찬’으로 정했다.

나눔 : 세종은 시인발정(施仁發政)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인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생생지
락(生生之樂) 즉 백성의 행복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시계를 만들어 시간을 
나누어주고 농사직설을 편찬하여 농사기술을 나누어주고, 수많은 서적을 간행하여 지식을 나누
고 한글을 창제하여 문자를 나누었다. 왕의 꿈이 아니라 백성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나누어 행복한 창조국가를 만들었다.

독서토론 : 세종즉위 제일성 “나는 잘 모르니 토론해서 결정하자.” 세종은 재위 32년간 1,898회
의 경연을 펼치며 토론왕국을 이루었다. 생생지락의 꿈을 이루기 위해 뜻과 말과 마음이 통하는 
3통(三通)을 이루어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까지 토론을 거듭하였다. 토론을 통해 지식경영이 이
루어지고, 지적충돌로 창의력이 높아지고 개개인의 자기계발 노력과 소통과 통합으로 조직역량
이 향상되고 융합과 시너지가 창출되고 뛰어난 인재들이 육성되었다.

칭찬 : 세종실록에는 칭찬하는 장면이 많다. 노비 장영실을 중국에 보낼 때도 뛰어난 솜씨를 
칭찬하며 격려했고, 천문 를 완성하자 칭찬하며 벼슬을 내렸다. 칭찬으로 한국역사 최고의 과학
자 장영실이 탄생했다. 고약해 같은 불경한 신하에게도 ‘너의 말이 심히 아름답다’고 칭찬부터 
했고, 열린 토론을 통해 결론에 이르면 ‘ OO의 의견 로 하자’고 말하며 힘을 실어주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베스트셀러가 있고, 일본에는 ‘칭찬하면 돼지가 나무에 올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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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속담이 있다. 또 성경 잠언에도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로,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한다’
는 말씀이 있다. 칭찬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묘약이다.

칭찬만으로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반짝 효과는 있으나 장기화되면 형식적이 되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역효과가 생긴다. 칭찬운동을 하다 깨달은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칭찬은 저절
로 나온다는 것이다. 세종은 경천애민으로 백성들에 감사하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
하는 진정성으로 한결같이 칭찬할 수 있었다. 칭찬이 아니라 감사가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깨닫
고 감사운동으로 바꾸었다.

창조왕국 이스라엘의 정신문화 근원에 감사가 있다. 유태인들의 감사문화가 기독교와 함께 서
양의 문화로 정착함으로써 ‘인간존중, 상호존중’의 문화가 되고 창의 융합 상생의  꽃을 피워 산
업혁명을 선도하며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삼성SDI에서 시작한 나눔, 독서토론, 칭찬(감사)의 조직문화운동이 삼성종합기술원에서 결실을 
이루고 체질이 다른 농심에서도 성과를 실현하게 되어 확신을 갖게 되었다. 

2010년 은퇴와 동시에 이를 ‘행복나눔125운동’으로 만들어 풀뿌리 정신문화운동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2. 행복나눔125란

1) 행복나눔125의 목적
‘행복한 나는 행복한 가정의 주인이고,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사회의 중심이다.’ 
‘내가 변화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눔 독서토론 감사’를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나작지)로 실천하여
습관화 체질화 문화화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이 힐링캠프가 되어 병든 
사회를 치유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행복나눔125 3요소
1일1선(나눔)     : 하루 1가지 이상 착한 일 하기로 배려와 나눔의 문화를 체질화
1월2독(독서토론) :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여 소통과 통합의 문화를 체질화
1일5감(감사)     : 하루 5가지 감사쓰기를 통하여 긍정적 문화를 체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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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일 1선 - 나눔의 체질화
하루 한 가지 착한 일하기를 3주 하면 습관이 되고 3개월 하면 체질이 변하고 3년 지속하면 

문화가 된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착한 일하기가 기본이다.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정
리정돈하고 도울 일을 찾는 것이 가정문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저절로 친구를 
돕고 이웃을 돕는 체질이 되고 실행력이 있는 리더로 성장하여 행복한 사회의 주인이 된다.

    (2) 1월 2독 – 독서토론, 소통과 통합의 체질화
토론문화도 가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가정문화가 특히 중

요하다. 책 읽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토론하는 체질은 더욱 중요하다. 토론을 통하여 균형잡힌 생
각의 틀을 갖추게 되고, 지적충돌을 통하여  창의력이 높아지고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육성할 
수 있게 된다.

    (3) 1일 5감사 - 감사의 체질화 
하루를 정리하며 그날의 감사한 일 5가지 쓰기, 소중한 사람에게 100가지 감사 쓰기, 감사편

지를 쓰고 감사방문을 하는 등 감사를 습관화 체질화하고, 감사미소(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
요, 소중해요)로 긍정적인 말을 체질화하고 부정적인 말(힘들다, 안된다, 죽겠다, 어렵다)을 버리
면 긍정적인 마음의 밭을 가꿀 수 있다.

행복나눔125는 감사를 통하여 긍정적인 ‘마음의 밭’을 가꾸고, 독서토론을 통하여 소통과 통합
의 균형잡힌 ‘생각의 틀’을 갖추고 나눔을 통하여 ‘실행력’을 다듬어 수평적 리더십의 인재를 육
성하는 효과가 있다.

3) 행복나눔125의 원리
긍정심리학 ‘감사나눔을 통한 긍정심리자본 육성’
뇌과학 ‘착한 일을 하면 행복호르몬이 나온다’
열린 토론문화와 나눔과 배려를 통한 사회적 자본 육성
홍익인간의 정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자’ 
세종의 수평적 리더십 ‘경연 토론문화, 경천애민 감사문화, 시인발정 나눔문화’
창조왕국 이스라엘 ‘헤브루타 토론문화, 토다 감사문화, 체다카 나눔문화’
3주 습관화, 3개월 체질화 3년 문화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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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경과

기업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로 시작하여, 전군에 ‘행복한 병영 만들기’로 확산 보급되었고, 각 
급 학교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복한 시민사회 만들기’등으로 발전하고 있
다. 지금까지 1,200여 조직과 기관에 전파되어 최고의 인성교육이자 문화혁신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행복한 일터 만들기(2010.4~)
포스코그룹 행복도 평가 꼴찌의 포스코ICT를 행복도1위로 만든 ‘540일의 기적’을 실현하여  

포스코그룹, 포항시, 광양시를 변화시켜 전국으로 전파됨. 포스코 활동성과가 마국 버지니아  
다든 스쿨에서 ‘감사나눔을 통해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공한 사례’로 소개됨. 포항제철소의 자동
차강판 품질에 감동한 Toyoda는 제철소장을 초청하여 감사나눔활동을 벤치마킹 함.

 
(2) 행복한 학교 만들기(2010.7~)

포스코교육재단 산하의 학교들을 시작으로 전국의 학교들로 전파되어 욕설과 폭력이 없어지는 
등 행복한 교실로 변화하여 최고의 인성교육으로 평가받고 있음.

우수사례: 포항 지곡초, 광양제철남초, 효자초, 중 부속초, 영남중, 동신  등

(3) 행복한 병영 만들기 (2011. 9~)
국방 학과 협력하여 도입하기 시작하여 전군의 표적인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병

영문화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제2작전사령부의 활동결과(2014~2015 1년간) 인명사건사고 57.2% 
감소, 관심병사 60.5% 감소, 군기위반 28.4% 감소 특급전사 24.2% 증가 등 병영문화 개선효과
가 보고됨.

(4) 행복한 병원 만들기 (2013~)
안동복주 요양병원이 추진하는 존엄케어운동 성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불광불급, 

라온북)와 더불어 아산병원에서 간호부의 성공사례를 통해 많은 병원과 요양기관들에 전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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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익인간을 지향하는 인재양성의 모델

감사체질이 되면 긍정심리자본이 충실한 ‘마음의 밭’이 되고, 독서토론체질이 되면 창의력이 
높아지고 균형잡힌 ‘생각의 틀’로 융합의 리더가 되고, 나눔체질이 되면 상생의 리더십을 갖춘 
실행력 있는 미래의 인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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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학    력

진주교육대학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심리 전공)

경력사항

· 초등학교 국한혼용교과서 구조에 관한 현장연구 최우수 논문상(2013)

· 제2회 행복나눔125 페스티벌 공모전 우수상(2014)

· 교육부장관상 수상(2015, 인성교육공로)   

· 현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교장

· 현 한국사립초등학교 교장연합회 회장

· 현 한국초등학교 교장연합회 부회장

주제발표

제    목

인공지능시대 핵심역량의 바탕, 인성교육과 그 성과

The Key to Competence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Character Education and Its 

Achievements

주제발표 요약문

바른 인성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행복한 아이로 길러주기 위해 실시한 학교와 가정에서의 감사와 독서가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감사교육과 독서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이룬 성과를 공유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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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인덕의료재단 Induk medical foundation

직    책 이사장

전문분야 노인보건의료 old people health care 

학    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박사과정

경력사항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조정위원

법무부 법죄피해자지원 경북북부지원센터 위원

경북지방경찰청 보안협력위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기획위원장

저서) 不狂不及(미치려면, 미쳐라)- 라온북

주제발표

제    목

(국문) 존엄케어와 감사나눔

(영문) The dignity care and Thanks Sharing

주제발표 요약문

부실운영과 저질병원의 난립으로 요양병원의 대국민적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고, 제도적 모순으로 인하여 서비스 

질의 경쟁이 아닌 가격인하 경쟁으로 인하여 동종업계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요양병원’의 

정립을 위하여 일본에서 존엄케어를 도입한 배경과 정의, 그 밖에 존엄케어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의

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업계 최초로 감사나눔경영을 도입한 배경과 행복나눔125의 정의 및 사례를 통하여 직원들이 행복해 하는 일터

를 만들고, 진정성 있고 꾸준한 존엄케어를 실천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 결과물을 소개합니다.

나눔을 통하여 우리 의료보건 업계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나눔에 대하여 설명하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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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츄프로젝트
The Virtues Project

인성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인성교육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연마해야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한 쉽고도 효과적인 도구가 버츄프로젝트이다.

버츄프로젝트The Virtues Project는 1970년  중반 북미에서 개발되어 지금은 100여개 국가
에서 활용되고 있는 세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한국에는 2003년 도입되었고, 현재 전국
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버츄프로젝트의 기본 철학은 <모든 사람의 인성의 광산에는 모든 미덕의 보석이 박혀있다>는 
믿음이며, 감사, 겸손, 존중, 정의 등 300여 개의 미덕을 X축으로, 5개의 상호보완적인 전략을 
Y축으로, 그리고 쉽고도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을 Z축으로 삼고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최상의 자질인 미덕을 일깨우고 강화시키기 위한 5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
다. 1.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 2.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라. 3. 미덕의 울타리를 쳐라. 4.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라. 5. 정신적 동반을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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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ROKAF Education & Training Command

직    책 소대장

전문분야 신병 교육훈련 Recruit Education & Training

학    력 ▪ 주성대학 정보전자통신과 졸업

경력사항

<자격>

▪ 2016. 05 : 인성함양 교육 역량강화 맞춤형 실무연수(Facilitator)

▪ 2016. 12 : 인성교육 담당자 연성교육 연수(보라매 Facilitator)

▪ 2016. : 미술심리상담지도사 1급 자격증 취득

▪ 2016 - 현재 : 신병 양성과정 인성태도함양 교관

<교육운영 및 강의 실적>

▪ 2016 : 훈육조교 연성교육 과정 인성함양 프로그램 강의

▪ 2016 - 현재 : 훈육조교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 2016 - 현재 : 신병 양성과정 9개 차수 약 7,000여 명 인성함양 프로그램 소개 및 운영

▪ 2016, 2017 : 공군 교육사령부 주관 인성함양 워크숍시 기본군사훈련단 운영사례 발표

▪ 2017 : 기본군사훈련단 간부 워크숍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주제발표

제    목

공군 인성함양 프로그램 소개 및 적용사례

Introduction to the ROK Air Force Character Cultivation Program and Examples of  

Application

주제발표 요약문

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신병훈련대대에서 공군에 입대한 신병 군사 교육훈련 6주 양성과정에서 운영하

는 일일 및 주말 인성함양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운영사례에 대한 발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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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자 김상훈 KIM, Sang Hoon

소        속
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ROKAF Education

& Training Command

발 제  제 목

공군 인성함양 프로그램 소개 및 적용사례

Introduction to the ROK Air Force Character Cultivation Program and Examples 

of Application

공군 인성함양 프로그램 소개 및 적용사례
Introduction to the ROK Air Force Character Cultivation Program

and Examples of Application

김상훈

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서는 2016년부터 한국버츄프로젝트와의 협약을 통해 제공
받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양성과정과 
특기학교별 교육을 담당하는 보수과정에서 각각의 교육운영에 맞게 인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훈련기간 동안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강화하고 ‘내적 동기부여’가 이루
어지도록, 훈련병들 스스로가 팀리더를 선정하고, 팀리더가 전문교관인 퍼실리테이터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4주간 인성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훈련병들에게 서로 미덕의 언어로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 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존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청을 통해 긍정의 힘을 일깨우
고 정신적 동반을 제공하고 있다.

버츄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군의 인성함양 활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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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중에는 ① 기상 후 버츄카드 뽑아서 읽기 ② 개인사물함에 부착하기, ③ 실천하기, 
④ 실천여부 훈련일지에 기록하기, ⑤ 취침 전 팀리더 주관 나눔활동 하기, ⑥ 소 장이 훈련일
지 피드백 남기는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 주말에 실시하는 다양한 활동으로는 <팀 미덕 정하기>, <나의 표미덕과 성장미덕 
찾기>, <미덕빙고>, <미덕마임>, <빛났던 순간 어두웠던 순간>, <나의 성장미덕 실천과제 발표
하기>, <가까운 사람의 미덕찾기>, <군 생활 비전 정하기> 등이 있다.

세 번째, 동기들의 미덕을 찾아 호실에 비치된 활동지에 작성하는 수시활동이 있다.
이 외에도 교관·훈육관이 각종 교육훈련시 단계별 교육목표를 고려하여 학과와 연계한 인성함

양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훈련 1주차에 헌혈에 해 안내할 때 ‘도움’ 카드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누군가
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읽고 음미하는 활동을 한다.

행군훈련 시에는 ‘끈기’의 미덕을 활용해 “행군훈련을 통해 끈기의 미덕을 실천해 보기 바랍니
다. 끈기란 자신이 세운 목표에 전념하여 장애가 얼마나 크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것을 극
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끈기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끈기의 미덕이 있습니
다. 여러분은 한번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행
군훈련을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미덕별 게시물을 포스터, 현수막, 입간판 등의 형식으로 제작하여 훈련병들이 언
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각종 훈련장, 기장소, 건물 외부, 화장실, 생활관 및 복
도, 증식 및 취식물, LED 전광판 등 다양한 곳에 게시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극 화하고 있다.

공군에서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훈련병뿐만 아니라 전 장병들에게 전문강사를 초빙하
여 교육 실시, 인성함양 생활화를 위한 교육지침 교부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공군 맞춤형 인성진단 도구를 활용한 인성함양교육에 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자기
존중, 성실, 전우애 등 인성덕목과 관련된 11개 항목에 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러 항목들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훈련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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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정보
성    명 권영애 KWON, Young Ae

소    속 손곡초등학교 Songok Elementary School

직    책 교사 

전문분야 초등교육 Elementary Education

학    력

▪ 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 가천대일반대학원 상담 및 심리 전공 석사 

▪ 아주대일반대학원 상담 및 심리전공 박사과정 

경력사항

▪ 2001. 11 : 자존감향상을 위한 단계별 EQ향상 프로그램 개발 <교육부장관상 수상>

▪ 2001. 11 : 전국현장연구대회 푸른기장, 교육부장관 및 부총리상

▪ 2012. 10 : 대한가정학회 – 논문발표 (Vol. 50 No.8 125-135)

              초등고학년 어머니의 심리적통제,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관계

▪ 2015. 05 : 제33회 스승의 날 우수교원 교육부장관 표창

▪ 2015. 11 : 교육부지정 우수 인성교육동아리 (인성프로그램 개발) <교육부장관상 수상>

▪ 2017 아침독서신문 추천도서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 저술

▪ 2017.11 : KBS 강연 100도씨 <우주최고 선생님> 출연

▪ 2017 - 현재 : 아이스크림 온라인연수원 <버츄프로젝트> 교원직무연수 강사(2017~)

주제발표

제    목

교실의 기적, 버츄프로젝트! 

Miracles in the Classroom, the Virtues Project!

존재자체를 사랑하는 힘, 버츄프로젝트!

나는 이미 모든 미덕의 보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너도 이미 모든 미덕의 보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미덕의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 내면의 보석을 따뜻하게 바라보면, 아이의 행동이 바뀝니다.

아이 내면의 보석을 따뜻하게 안아주면, 아이의 마음이 바뀝니다.

행동수정보다 내면의 보석을 바라보는 따스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존재 사랑으로 가는 쉬운 길, 버츄프로젝트!

버츄프로젝트를 통한 사랑에너지는 교사, 부모, 아이 인생에 기적을 낳습니다.

그 기적의 교실 사례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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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자 권영애 KWON, Young Ae

소        속 손곡초등학교 Songok Elementary School

발 제  제 목
교실의 기적, 버츄프로젝트!

Miracles in the Classroom, the Virtues Project!

교실의 기적, 버츄프로젝트!
Miracles in the Classroom, the Virtues Project!

권영애

교직생활 23년간 내가 한결같이 추구한 꿈은 ‘행복한 교실’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최고의 교실환경은 교사의 행복이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버츄프로젝트를 만나 교
실에 적용한 후 나는 교사로서 더 행복해졌고 그 과정에서 기적을 만났다.

첫 번째 기적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예전에는 ‘가르침’으로 행복교실이 가능하다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가르침’보다 ‘미덕을 깨
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미덕의 언어’를 교실에서 지속하게 만들
었다. 매 순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보석 덩어리들” 
“넌 보석을 가지고 있어!” 
“넌 미덕 천사야.”
“네가 우리 반에 있어서 너무나 고마워, 나의 보물단지!”

예전에는 문제아동을 보면 걱정이 앞섰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
“저 아이는 잠자고 있는 미덕 중 어떤 것을 제일 먼저 깨울까? 아이에게 어떤 미덕을 제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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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기쁨을 느끼게 도와줄까?” 문제아동이 아니라 미덕의 존재만 보게 된 
것이다. 

내가 미덕을 불러주었을 때, 4년간 무기력, 우울로 쓰러졌던 아이도 일어나 미덕을 깨우기 시
작했다. 그 변화는 지금껏 보지 못한 기적들이었다. 아이들 앞에서 나는 많이 울었다.  

“고맙다, 나의 미덕 천사들아. 어쩜 이리 선생님을 감동 시키는 지..사랑해!, 사랑해..” 
천사로 변한 아이들을 보며 하늘 높이 올라간 나의 자존감을 봤다. 아이의 미덕을 깨워주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쉬운 것을 20년이나 돌아 왔구나.’ 
‘내가 더 행복한 것을 여태 모르고 살아왔구나.’

두 번째 기적은 아이들의 행복이다.

아이들은 버츄 활동을 통해 자신 안에 미덕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하루에 3가
지 미덕을 찾아 기록하는 미덕통장을 22권까지 쓴 아이가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미덕을 좋아한
다. 아이들을 상으로 두 번에 걸쳐 자아존중감 검사를 했다. 사후 검사에서 30점 이상 오른 
아이가 여러 명이었고, 부분의 아이들이 15% 이상 수치가 올라갔다. 자존감은 무의식이 변해
야 올라갈 수 있는데 그처럼 자존감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버츄가 아이들의 무의식을 바꿔준 덕
분이다. 미덕을 가슴에 품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지다니. 그렇게 많았던 다툼도 1/10로 줄었다. 

세 번째 기적은 부모님의 행복이다.

매년 학교에는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무기명 교원 평가가 있다. 평가지 끝부분에 300자 
평가가 있는데, 우리 반은 23분의 학부모님이 300자 평가를 남겼다. 

무너졌던 선생님에 한 신뢰를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덕이라는 좋은 자료를 주셔서 온 가족이 마음공부도 하고 소통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이가 학교생활이 즐겁다는 말을 들을 때 엄마로서 제일 행복합니다.
이런 선생님을 평생 또 만날 수 있을지.

네 번째 기적, 동료 선생님들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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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연수원에 올려진 버츄프로젝트 30강 연수 후기는 매일 눈물이 날 정도의 변화, 감
동 그 자체다. 

∙21년 경력에 수많은 원격직무연수를 들었습니다. 
  그건 모두 연수였습니다. 클릭 클릭 핵심요소 밑줄,
  하지만 이 버츄연수는 아닙니다. 실제로도 보기 힘든 감동 실화 드라마입니다.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익숙하지 않기에 그냥 무작정 권영애 선생님을 따라해 봅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너는 보석덩어리야, 보석 천사야"라고 말해주며 
  등하교 때 아이들 손을 붙잡고 귓속말 해 주고 안아줍니다. 
  개학한지 2주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반 아이들에게 화내거나 소리 지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의 미덕 찾기를 하다 보니 저의 미덕도 발견하게 됩니다. 
  참 행복합니다. 출근 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골치 덩어리, 문제아로 낙인찍혀 한 해 동안 마음에 상처를 안고 성장했을 
  20년간의 모든 제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넌 소중하다고,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실망스러운 아이들에게 늘 나쁜 말만 한 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훌륭한 강의네요. 학급경영이 쉬
워질 것 같습니다. 저도 버츄 교사가 되어 ‘우주최고의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1강 듣고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강추입니다. 교사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20여 년간 꿈꾸고 되고 싶었던 행복한 교사의 모습, 서로 안아주고 돕는 가슴이 따뜻한 아이
들, 아이들과 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실을 드디어 만났다. 그 모든 게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었다. 버츄프로젝트를 통해 내면의 미덕을 보는 것이 시작이었다. 교육의 정답, 인성교육의 
정답을 나는 버츄프로젝트에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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