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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방안

Effective Ways to Conduct Character Education

9월 6일(목) 09:00~12:00 / 국제회의실

대한민국은 현대사회의 만연한 윤리의식과 도덕성 부재에 대한 대응으로 인성교육을 의무화

한 인성교육진흥법을 세계최초로 제정하였다.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세계 명문학교와 교육

기관의 핵심가치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비교를 통하여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방향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South Korea is the first in the world to have established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which requires mandatory character education, as a response to prevalent 

issues in modern society such as lack of morality and sense of ethics. We will look at the 

core values and good examples of prestigious schools or institutions in the world. In 

addition, we will also discuss what direction we should take to implement character 

education by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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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HPM의 원리와 적용사례

이용태(한국정신문화재단)

Ⅰ.� 개요

HPM (Habituation and Practice Model) 은 인성교육을 위한 방법과 도구이다.

인성교육은 모든 부모와 교사가 하고는 있지만 널리 알려진 “이것이면 된다.”고 하는 결정적 도

구가 없다. HPM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부모나 교사도 쉽고 재미있게 당장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든 도구와 방법이다. 

HPM은 “인성교육이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습관을 기르는 일”이라고 보고, 어떤 

습관이 바른 습관인가를 정하는 “1-3-11 인생설계”와, 실제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인 “1-1-6 단계”로 

이루어진다.

HPM은 과거 13년에 걸쳐 100만명 가까운 사람을 교육하면서 그 성과가 증명되었고, 방법도 성

숙해졌다.

Ⅱ.� HPM의 원리

문명이 생겨난 이후 인간은 자식들에게 세상을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왔다. 그 중심에 인성교

육이 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누구라도 쉽게 쓸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과 도구가 마련되

지 않아서 그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근래에 와서는 인성교육이 점점 더 쇠퇴해 가고 있다. 핵가족화와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 집 교육

과 유치원교육의 발달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 배울 기회가 줄어든 것이 그 이

유의 하나이고, 학교에서 지식교육에 편중해서 인성교육을 경시하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도덕 윤리 교육을 일주에 한 시간 가르친다. 이것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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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도덕수준과 행복지수는 날이 갈수록 떨어져가고 있다. 부

모들도 인성교육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가정의 인성교육도 성과가 적기는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 이유는 두 개다.

첫째 이유는 인성교육을 지식교육으로 하는 것이다. 훌륭한 교훈을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사

람이 변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고, 새 습관을 만들어서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너무 많은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다. 백 가지를 잘하라고 하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한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길러야 한 습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

생헌장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습관으로 만들 차례를 정해야 한다.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여 만든 것이 HPM이다. HPM은 쉽고 재미있어서 누구나 따라서 할 수가 

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HPM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은 습관을 기르는 교육이다.

  2. 어떤 습관이 훌륭한 습관인지 정한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교훈을 1-3-11 형식에 따라 정

한다.

  3. 정한 교훈을 하나씩 하나씩 습관으로 고착하기 위하여 1-1-6단계를 밟는다. 다시 말하면 

HPM 이란 1-3-11과 1-1-6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모델이다.

Ⅲ.� 1-3-11

여행을 가려면 이정표가 있어야 하고 건물을 세우려면 설계도가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

을 사려면 인생설계도 즉 인생헌장이 필요하다. 이것이 1-3-11이다.

인생헌장 1-3-11 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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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

헌

장

3 11

남
(대인관계)

부모와의 관계: ----

사회와의 관계: ----

사람을 대할 때는 그의 입장을 생각한다. (역지사지)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대한다

신의를 지킨다

나
(자기관리)

항상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 (항상행복)

정직

어려움을 당하면 좌절하지 않고 분발한다 (칠전팔기)

일
(합리적인 처리)

열성을 다해서 일한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한다

항상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한다

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1-3-11의 1은 인생의 목표, 꿈을 적는다.

  2. 1-3-11의 3은 남, 나, 일이다. 남은 남과 훌륭한 관계를 길러내는 교훈이고, 나는 나를 잘 

관리하기 위한 교훈이고, 일은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한 교훈이다.

  3. 1-3-11 의 11은 구체적으로 습관으로 만들어 실천을 해야 할 교훈을 나열한 것이다.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덕목들을 찾아야 한다. 남, 나, 일 에서 각각 3

개씩 교훈을 취하면 모두 9개가 되는 데 여기에 부모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두 개를 추

가해서 11개를 만든다.

  4. 부모와의 관계는 효도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을 적시해야 한다. 사회와의 관계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길에서 노인을 돕는다든가, 자원

봉사를 한다든가, 되지 통장에 저금을 해서 연말에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겠다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1-3-11은 다음 요령에 따라서 작성된다.

  1. 이 표는 배우는 사람이 각자 자기의 것을 만든다.

  2. 그런 다음에 가정에서는 가족이 합동으로 각 가정의 헌장을 만들고

  3. 학교에서는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의 공동헌장을 만든다. 반 전체가 반 헌장을 만든다.

  4. 11개를 다 찾지 못 하면 4게 5개로 시작해도 좋다

  5. 뒤에 수정할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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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1-6

위의 1-3-11에서 정한 교훈을 습관으로 만드는 훈련 도구가 1-1-6이다. 

여기서 1-1은 한번에 한 개의 교훈을 택해서 완전히 습관으로 정착할 때까지 6개월이 걸려도 1

년이 걸려도 반복하라는 것이다.

6은 실천 단계로 다음과 같다. (학교나 가정에서 여럿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경우)

제1단계 : 그 달에 실천하기로 한 교훈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는다.

제2단계 :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참가자 전원이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한다.

제3단계 : 참가자 전원이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읽은 소감을 말하고 자신이 겪은 비슷한 경험

이 있으면 이야기 하고, 또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 면 그것도 소개한다. 이 단계는 가족

인 경우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종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 1,2,3단계를 통

해서 교훈을 납득하게 하고 그 것을 실천해야겠다는 동기가 만들어 지게 한다.

제4단계 : 교훈을 습관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만 쉽고 확실한 방법은 수 없이 반복하는 일이다. 피아노연습, 테니스연습, 자전거연습, 자판

기연습 모두가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어 낸 보기이다. 다시 말하면 인성교육은 역사교육처럼 

하는 지식교육이 아니고 테니스교육처럼 반복 훈련을 해야 하는 교육이다. “‘항상 행복하다’라

고 말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라”를 교훈으로 택했다고 하면 이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행복하

다” ”행복하다”를 10만번쯤 되풀이 한다. 이 때 이것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한다.

  - 잘 아는 노래의 가사를 행복하다 행복하다로 개사해서 노래 부른다.

  - 이 노래에 맞추어서 체조를 한다.

  - 이 노래에 맞추어서 에어로빅을 한다

   - 명상을 하면서 정신을 집중해서 행복하다를 반복한다.

제5단계 : 그 교훈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구체적인 일을 찾아서 발표한다. 그리고 실천한다.

제6단계 : 인성교육 노트를 준비해서 매일 실천한 실례를 적는다. 실례가 없으면 행복한 이유나 

감사할 일 다섯 개를 적는다. 이 노트를 다음 모임 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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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HPM 인성교육은 2005년에 박약회에서 시작 되었다. 2007년부터 정년퇴임한 교장선생님들이 주

축이 되어 인성교육실천추진단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강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추진단원은 백 

명이 넘고 HPM 수강생들은 2018년 내에 백만명을 넘게 된다.

HPM의 성과는 놀랍다. 교사와 부모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데, 실제로 어떻

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는데 이제 쉽고 재미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쁘다” 는 것이 일

반적인 반응이다.

앞으로 모든 어른 모든 아이들이 HPM을 익히고 습관화해서 대한민국을 반듯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실천사례>

 □ 군대

 인성교육은 습관 교육이고 실천 교육이므로 반복되는 것이 중요한대 이 교육의 이상적인 환경

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군대다. 군인을 24시간을 병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실천 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4개 사단에서 실시했는데 부대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된다.

 1. 일주일에 3회 매회에 30분 교육이 이루어진다.

 2. 병사들은 5~10명 단위로 그룹을 만들고, 진행자와 기록자를 정한다.

 3. 진행자에 따라 1-1-6의 6단계를 한다. 

 4. 한 개의 교훈이 실생활에서 습관으로 정착 할 때까지 3개월~6개월 반복한다.

 5. 그 달의 교훈은 교육시간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행군할 때 체조할 때 경례할 때 명상할 

때 반복한다. 

 6. 적당한 시간에 90분 정도의 시간을 잡아, 개인의 1-3-11과 각 그룹의 1-3-11을 만든다.

 7. 진행자 교육은 부대의 교관이 하고 교관 교육은 박약회의 인성교육실천추진단 강사가 실시한다.

이 교육의 시행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병사들이 처음으로 세상사는 법을 배웠다고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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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병영생활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 군대 생활을 건강한 신체와 성숙한 정신을 기르는 기회로 인식한다.

 4. 같은 방의 병사들을 서로 잘 알게 되었다.

 5. 병사들 상이에 전우애가 두터워지고 병영분위기가 밝아 졌다.

 6. 욕설 폭력등 사고가 현저하게 줄었다.

 7. 전투력이 향상되었다.

□ 학교

어머니들의 1회 강좌에서는 쉽고 재미있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HPM을 하게 되어 좋아했다. 

어머니들을 4회 내지 8회 반복 교육하고 가정에서 실시하게 했을 때는 탁월한 효과를 증명 할 수 

있었다. 

□ 농촌

지금 한국 농촌에는 젊은이가 그의 없다. 노인들만 남아서 무기력하고 생동감이 없고, 상호간의 

교류도 제한적이어서 공동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HPM을 이 환경에 맞추어 적용한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다.

실시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의 노인들은 매일 저녁 저녁을 먹고 한 시간 동안 마을회관에 모인다.

 2. HPM 매뉴얼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실천할 

일을 정한다. 이 때 여러 사람이 같은 것을 택해도 되고 한 사람이 같은 것을 여러 날 반복

해도 된다.

 3. 이것이 끝나면 일주일에 2일은 노래를 배우는 데 가사를 HPM 교훈으로 개사해서 노래를 부

른다.

 4. 일주일에 3일은 에어로빅 또는 라인댄스를 하되 음악은 개사한 노래를 부른다.

이 운동은 대성공을 거두어서 실시하는 마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성과를 요악하면 다음과 같

다.

 1. 노인들의 건강이 현저하게 향상 되었다. 지팡이나 유모차에 의지하여 나오던 노인들이 이것

들에 의지하지 않고 나오기 시작했다.

 2. 행복이라는 것을 평생 처음 알게 되었다는 노인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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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웃 사이에 왕래가 잦아지고 마을이 활기를 찾게 되었다.

<향후의 희망>

HPM의 탁월한 성과는 이미 증명되었고, 매뉴얼과 방법도 갖추어 졌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발전

이 있기를 희망한다.

 1. 전국 모든 하교에서 매 학과시작 전에 2분간 노래를 부른다. 이때 가사는 교훈을 반복 하는 

것으로 한다.

 2. 전국 모든 마을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 운동” 이 전개된다.

 3. 모든 직장에서 HPM을 도입해서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든다.

 4. 향교, 서원, 유림단체에서 HPM을 도입해서 실천유학을 보급한다.

 5. 이 운동에 전 세계에 전파되어 행복한 지구촌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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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 Education at Reitaku University

Osamu Nakayama (Reitaku University)

1.� Reitaku’s� Philosophy� of� Character� Education

Since its inception, Reitaku University has responded proactively to the ever-evolving 
challenges of moral education; only thus can we hope to offer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that enhances our students’ moral development. Our concept of morality is 
rooted in the scholarship and philosophy of our university’s founder, the scholar and 
educator Chikuro Hiroike (1866~1938), embodied most fully in his 1928 magnum opus, 
A Treatise on Moral Science: A First Attempt to Establish Moralogy as a New Science. 
He upheld a lofty ideal of our calling, arguing that “true university education has to be 
grounded in divine wisdom and divine morality or supreme morality.” We should offer 
an “education where wisdom and morality are one” (知徳一体の教育) since wisdom and 
morality should not be separated but divinely harmonized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the world sages (Selected Works on Moralogy by Chikuro Hiroike, pp. 213-14). Such 
divine wisdom and divine morality, he believed, are to be found in the deeds and 
teachings of the world sages (Socrates of Greece, Jesus Christ of Judea, Sakyamuni of 
India, Confucius of China and Amatersu Omikami, the sun goddess and most important 
deity of Japan’s Shinto religion). One possesses such morality when “with true impartial 
spirit of benevolence one loves all things including human beings,” being “completely 
free from egoism” (Hiroike, vol. II, p.147). Thus “the standard” by which we should 
judge our moral character in life is whether we attain, and how far we exert, “this 
mental activity of benevolence” (Hiroike, vol. III, p.38).

 The educational idea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volence and moral character 
is reflected in the name of our university. The word “Reitaku” originates in a Chinese 
classic, the I Ching, whose philosophical ideas Hiroike developed into the spirit of 
Reitaku wherein “the sun shining in the heaven cherishes, enriches, and nurtures every 
creature on earth.”1) “Reitaku” thus means to spread light (wisdom) and warm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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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volence) like the sun, and to nurture all things with a fair, unselfish attitude. Those 
wishing to become outstanding human beings must improve themselves with like-minded 
friends under the guidance of an excellent teacher, aiming to perfect their characters 
while exerting a positive influence on others.

When Hiroike established Moralogy College in 1935, he inscribed two tablets with 
his own hand recording what he regarded a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moral 
education. One was “The principle of the great learning aims at elucidating pure divine 
virtue”(大學之道、在明明徳) from Da Xue or The Great Learning (China, 433 B.C.); 
this tablet now resides on the first floor of our Asunaro university building. The second 
one, “Heavenly nobility brings human nobility”(修其天爵、而人爵從之) from Meng Zi 
by Mencius (372-289 B.C.) is now in the auditorium of the Chikuro Hiroike Memorial 
Center.　It is noteworthy that a month after Moralogy College opened, the descendants of 
Confucius and Yen Hui actually visited it.

Hiroike believed two expressions encapsulated his ideas on moral education. The 
first concerned the “blue dye coming from the indigo plant”（出藍の教育). In Xun 
Kuang, a man of virtue (Confucius) says: “Although blue dye comes from the indigo 
plant, it is bluer than indigo (青、取之於藍、而青於藍). The interpretation of this is 
that teachers should do their utmost to guide their students, while students should strive 
likewise to devote themselves to their studies for many years so that they may finally 
surpass their teachers. If, in this way, children become wiser than their parents and 
ancestors, and disciples wiser than their masters, then both individuals and their society 
will develop. The second expression teaches “the great and right way for human to 
follow”（大義名分の教育) and is connected with the “ortholinon” principle, which 
Hiroike discovered through studying the deeds and teaching of the world sages. 
“Ortholinon” is a technical term he coined to describe “the succession of pure 
orthodoxy that creates or develops the physical and spiritual life” of humankind. All 
those in the past belonging to this ortholinon are its “great benefactors” (Hiroike, vol. 
III, p.111)2) . The principle’s most important feature is to return favours to the 

1) A passage in I Ching reads: Hsian said, “Nothing is so pleasant as parallel ponds existing together, and blessing 
each other. The virtuous, likewise, come together and learn morality with their friends.” Another says: “Rei means 
‘being attached to.’ The sun and the moon have their places in the heaven. All seeds, grasses and trees have their 
spaces on the earth. The double brightness adheres to what is correct, and the result is the transformation and 
perfection of all under the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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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linons who bestowed them on us. Hiroike taught that the proper way to build our 
character lies in acknowledging the existence of lines of benefactors in human society 
called ortholinons, and then to act on the principle of returning favours (報恩 “hoon” in 
Japaense) to them. This is the “public road in heaven and earth”, termed in the East 
“the great and right way for human to follow or taigimeibun” (大義名分).3)  

Chikuro Hiroike’s eldest son, Chibusa, the first president of our University, inherited 
the spirit of his father’s approach, as may be seen in his pronouncements that the 
supreme ideal of education is to implant the spirit of benevolence in the human mind, 
and that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can only radiate brilliance by implanting this spirit 
of benevolence in our teaching of contemporary science and knowledge. Their legacy 
continues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work of our university; we firmly believe that 
education should imbue students not only with knowledge but also with a high level of 
integrity and moral character. 

2.� The� Implementation� of� Character� Education

(1) Environmental Implementation--Campus design based on Hiroike’s moral philosophy
Hiroike’s ethical view of nature, crystalized in his saying, “Benevolence is extended 

even to grasses and trees” (仁草木に及ぶ), provides our fundamental philosophy in 
cherishing the natural surroundings of our university.4)  Our concept of campus design, 
“coexistence with the woods”, proactively protects the natural environment, as may be 
seen in our Asunaro university building,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cept. It 

2) Hiroike classified ortholinons into three categories: “the bodily ortholinon”, generally represented by a parental line 
of succession; “the spiritual ortholinon” or “a series of men and women who have devoted themselves as 
educational parents to the rebirth of the spirit of human beings by means of supreme morality”; and “the national 
ortholinon” which we may consider figuratively as “the parent of the nation” (Hiroike, vol. III. pp. 112-13).

3) Interestingly, Hiroike quoted the words of Duke Vincentio in Shakespeare’s Measure for Measure: “But your 
talents don’t belong to you alone, and you mustn’t waste them by keeping them to yourself. Heaven uses us the 
way we use a torch—not to shine for itself, but to shed light onto the world.” He interpreted Vincentio’s words 
as meaning “the value of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lies in helping the works of Heaven or God and 
benefiting what is other than themselves.” (p.235)

4) The origin of this is a little obscure, but in the� Shoku Nihongi (Chronicle of Japan Continued) Emperor� Gensho�
is� recorded� as� saying� on� July� 25,� 721: “If one ascends the throne and rules over the country as a monarch, 
one should extend benevolence to animals and plants, and warm-heartedness to birds and be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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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warded the good design prize by the Japan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in 2012 
and highly evaluated as “space where one has the feel of nature in one’s skin.” So with 
energy saving, for example, no special devices like solar photovoltaic cells or geothermal 
pumps were used; instead, an entirely natural approach to ventilation and light shielding 
by trees was preferred.

(2) Organizational Implementation–Three special institutions dedicated to moral education
The guiding spirit of our founders’ moral philosophy permeates our research and 

teaching. Two research centers, R-bec (the Reitaku University Business Ethics and 
Compliance Research Center), and CMSE (the Center for Moral Science and Education), 
exist to promote scholarly publication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these fields. We 
are proud that some of our professors in R-bec, in establishing ethical-legal compliance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systems, offer practical support to corpor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country. More broadly, CMSE aims to contribute on a 
broad front to the promotion of moral education in both the university and society by 
conducting education and research in Moralogy, the moral science that is our 
university’s spiritual foundation (Nakayama, 2015).　At graduate level, 2018 witnessed the 
launch of our Masters Course in Moral Education for existing and aspiring teachers who 
wish to deepen their academic and scientific understanding of moral education. Other 
than the programs on moral education at Tsukuba and Osaka Kyoiku universities, it is 
the first and only graduate MA course on moral education in Japan.

(3) Educational Implementation--Moral education inside and outside the classroom
At the core of CMSE implementation of this approach in our curriculum is “Moral 

Science”. This is also the main subject for the general-education component in our 
undergraduate program; it is compulsory for all students in their second year.　 Our 
year-long, 30 week Moral Science course, consisting of one 90 minute class per week, 
is designed to let students learn and think about the founding ideas of Reitaku and 
“moral science” as the basis of their academic work, and so approach the various 
problems of our present society from the viewpoint of morality. As well as deepening 
students’ cognitive understanding of morality, the course also involves a non-cognitive 
choko mora (colloquially, “a little bit of morality”) project in which students are as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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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ink about moral mental action which they can take on campus and carry out a 
group projects to implement this. 

In Reitaku’s Faculty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offers a special program on the “integration of morality and the economy”. 
One component is “Modern Society and Moral Science”, a year-long, 30 week course 
with five units: the basics of economic ethics and business ethics; morality and the 
economy in the present age; social philosophy and CSR; ethical decision making in a 
corporation; and the environment and morality. This course elucidates the significance of 
Hiroike’s Moralogy for today’s society in the specialized area of economics. 

Importantly, we also encourage stud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nd volunteer 
efforts. To study the efficacy of this, a limited survey involving 32 students who 
enrolled in the volunteer class in 2013 was conducted in the last class after all the 
volunteer activities had been completed (Horiuchi, 2014), so that the students had an 
opportunity to look back on what they had learned through their volunteer activities.5)  
The survey revealed that such activities did have an impact on the theoretical 
transformation of their attitudes and behavior in terms of selected virtues, and that in 
some cases the impact was significant, especially in terms of the virtues of 
connectedness, responsibility, benevolence, and respect.  

To spur the development of such moral competencies, we offer our students various 
PBL type educational programs to allow them to engage with moral issues in the real 
world, since we recognize the need both to promote experience-based formats such as 
stud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nd volunteer efforts, and to shed more light on the 
positive impact that these programs can have on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our 
students. There is, for example, a PBL type subject, the “Reitaku-Community 
Cooperation Workshop” (offered in collaboration with Kashiwa City, where our 
university is located), that allows our students to participate in actual projects organized 
by the city. They conduct investigations and formulate plans, as well as thinking hard 
about how to solve eight problems of concern to the local community.6) 

5) Student volunteer activities during the semester took place at: 1) welfare facilities including nursing homes, 
terminal care centers, juvenile asylums in Japan or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foreign countries (Thailand and Laos); 
2)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Japanese schools abroad (Thailand) and schools for handicapped children in 
Japan; relief centers, including reconstruction work in areas affected by the March 11, 2011,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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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we recognize that, in order to achieve our goals, our educators should 
themselves embody the spirit of benevolence, an approach coinciding with the thinking 
of Marvin W. Berkowitz that “every teacher is a role model, whether s/he intends it, 
wants it, or not” and that “every teacher impacts students’ character through her or his 
own character every single day,” and of Tom Lickona, who believes that “the single 
most powerful tool you have to impact a student’s character is your own character” 
(Streight, 2009, p. 13). Thus a very important aspect of moral education at Reitaku is 
positive faculty-student interaction. Chikuro Hiroike believed that true moral education is 
only possible through “the direct influence of human character.” So if we as teachers 
wish to succeed in character education, we have to improve our own character; this 
alone will enable us to attain to the lofty spirit of benevolence, which is indispensable 
if we wish to nurture it in our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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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타쿠 대학의 인성 교육

나카야마 오사무(레이타쿠대학)

1.� 인성 교육에 대한 레이타쿠 대학의 철학

레이타쿠 대학은 창립 당시부터 도덕 교육의 지속적인 도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왔는데, 이

는 이를 통해서만 우리 대학이 학생의 도덕적 발달을 향상할 효과적인 인성 교육을 제공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도덕에 대한 레이타쿠 대학의 개념은 우리 대학의 창립자로 학자이자 교육자인 히로

이케 치쿠로(1866~1938)의 학문과 철학에 근원을 둔다. 이 개념은 그의 대표작인 1928년에 발표된 

도덕과학의 논문: 새로운 과학으로서 도덕과학(Moralogy)을 수립하려는 최초의 시도에 가장 온전히 

구현되어 있다. 그는 “진정한 대학 교육은 고결한 지혜와 도덕 또는 최고의 도덕에 기반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며, 우리 대학의 소명인 고귀한 이상을 옹호하였다. 우리 대학은 “지혜와 도덕이 일치

하는 교육(知徳一体の教育)”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혜와 도덕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의 현인들의 가르침에 따라 고결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히로이케 치쿠로의 도덕과학

(Moralogy) 논문집, pp. 213-14). 그는 이러한 고결한 지혜와 도덕은 세계의 성인(그리스의 소크라

테스, 유대의 그리스도, 인도의 석가모니, 중국의 공자, 일본의 신도교의 태양의 여신이자 가장 중

요한 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행동과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여겼다. 인간은 “완전히 이

기심에서 벗어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공정한 자비의 정신”을 가질 

때 이러한 도덕을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자비라는 정신적 활동”에 도달하는 지, 

또한 이를 얼마나 행하는지가 우리의 삶에서 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히로이케, vol. III, 

p.38).

교육적으로 이상적인 자비와 덕성의 관계는 우리 대학의 이름에서도 나타난다. “레이타쿠”라는 단

어는 중국의 고전인 역경에서 유래하는데, 이 철학적 사상을 히로이케는 “천상에서 빛나는 태양이 

지상의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풍요롭게 하고, 육성하는” 레이타쿠의 정신으로 발전시켰다.1)  따라

1) A passage in I Ching reads: Hsian said, “Nothing is so pleasant as parallel ponds existing together, and blessing 
each other. The virtuous, likewise, come together and learn morality with their friends.” Another says: “Rei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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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레이타쿠”는 태양과 같이 공정하고 사심없이 빛(지혜)과 온기(자비)를 퍼뜨려 만물을 육성한다

는 의미를 갖는다. 뛰어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훌륭한 교사의 지도 하에 뜻이 비슷한 친구

들과 함께,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자신의 성품을 완벽히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

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히로이케는 1935년에 도덕과학전공숙(道德科學專攻塾, Moralogy College)을 세우면서 자신이 도

덕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여기는 내용을 두 개의 현판에 자필로 썼다. 한 현판에는 대학(중국, 기

원전 433년)의 문구인 “위대한 학습의 원칙은 순수하고 고결한 가치를 밝히는 것을 도모한다”(大學

之道、在明明徳)고 적혀 있고, 이 현판은 현재 아수나로(Asunaro) 학관의 1층에 있다. 두번째 현판

은, 맹자(기원전 372-289년)가 쓴 맹자의 내용인 “하늘의 고귀함은 인간의 고귀함을 가져온다”(修其

天爵、而人爵從之)가 쓰여 있고, 현재 히로이케 치쿠로 기념관의 강당에 있다. 도덕과학전공숙의 

개설 한 달 후, 공자와 안휘의 후손들이 이곳을 방문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히로이케는 도덕 교육에 대한 그의 사상은 두 가지 표현으로 압축된다고 생각했다. 첫째는 “청출

어람”（出藍の教育)과 관련된다. 순자에서 어진 사람(공자)은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青、取之於藍、而青於藍)고 말한다. 이는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은 교사를 마침내 능가할 수 있도록 수년간 학문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

미이다. 이와 같이 자녀가 부모나 조상보다 지혜로워지고 제자가 스승보다 지혜로워진다면, 개인과 

사회는 모두 발전할 것이다. 두번째 표현은 “인간이 따라야 할 위대하고 올바른 길”（大義名分の教
育)을 가르치며, 히로이케가 세계 성인들의 행동과 가르침을 연구한 결과 발견한 “은인(ortholinon)” 

원칙과 연관된다. “은인(Ortholinon)”는 히로이케가 인류의 “물질적 삶과 정신적 삶을 창조하거나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순수한 전통”을 묘사하고자 만든 기술적 용어이다. 이 은인(ortholinon)에 속

한 과거의 인물들은 인류의 “위대한 후원자들”이다(히로이케, vol. III, p.111)2). 이 원칙의 가장 중

요한 특징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은인에게 이를 갚는 것이다. 히로이케는 은인으로 불리는 인류 

사회 내의 일련의 후원자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들에게 은혜를 갚는(일본어로 報恩, “hoon”) 원칙

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인성을 형성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가르쳤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being attached to.’ The sun and the moon have their places in the heaven. All seeds, grasses and trees have 
their spaces on the earth. The double brightness adheres to what is correct, and the result is the transformation 
and perfection of all under the heaven.” 

2) Hiroike classified ortholinons into three categories: “the bodily ortholinon”, generally represented by a parental line 
of succession; “the spiritual ortholinon” or “a series of men and women who have devoted themselves as 
educational parents to the rebirth of the spirit of human beings by means of supreme morality”; and “the national 
ortholinon” which we may consider figuratively as “the parent of the nation” (Hiroike, vol. III. pp. 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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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길”로, 동양에서는 “인간이 따라야 할 훌륭하고 올바른 길, 또는 대의명분

(taigimeibun)”(大義名分)으로 일컬어지는 것이다.3) 

히로이케 치쿠로의 장남 히로이케 치부사는 우리 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아버지의 접근 방식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는 교육의 최고의 이상은 인간의 마음에 자비의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

이며,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학습은 현대 과학과 지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비의 정신을 

심어야만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 그의 선언문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의 유산은 우리 대학의 

책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교육이란 학생에게 지식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진

실성과 덕성을 심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2.� 인성 교육의 시행

  (1) 환경적 시행-히로이케의 도덕 철학에 바탕 한 캠퍼스 설계

히로이케의 자연에 관한 윤리적 관점은 “자비는 풀과 나무에 까지 미친다”(仁草木に及ぶ)는 그의 

말에 집약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 대학을 둘러싼 자연을 소중히 한다는 기본적 철학의 바탕이 

된다.4) 우리 대학의 캠퍼스 설계 개념은 “숲과의 공존”으로, 이 개념에 따라 설계된 아수나로 학관

에서 나타나듯이, 자연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아수나로 학관은 2012년에 일본 디자인 홍보 

협회(Japan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의 ‘좋은 디자인 상’을 받았으며, “피부로 자연을 느끼는 

공간”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태양 광전지나 지열 펌프 

같은 특별한 기구를 이용하는 대신, 나무를 이용한 환기와 차광 같은 온전히 자연적인 접근법을 선

호한다.

  (2) 조직적 시행-도덕 교육에 전념하는 3개의 특별한 기관

도덕 철학을 지도하는 창립자들의 정신은 우리의 연구와 교육에 배어 있다. R-bec (the Reitaku 

3) Interestingly, Hiroike quoted the words of Duke Vincentio in Shakespeare’s Measure for Measure: “But your 
talents don’t belong to you alone, and you mustn’t waste them by keeping them to yourself. Heaven uses us the 
way we use a torch—not to shine for itself, but to shed light onto the world.” He interpreted Vincentio’s words 
as meaning “the value of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lies in helping the works of Heaven or God and 
benefiting what is other than themselves.” (p.235)

4) The origin of this is a little obscure, but in the Shoku Nihongi (Chronicle of Japan Continued) Emperor Gensho 
is recorded as saying on July 25, 721: “If one ascends the throne and rules over the country as a monarch, one 
should extend benevolence to animals and plants, and warm-heartedness to birds and be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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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Business Ethics and Compliance Research Center, 레이타쿠 대학 기업 윤리 준수 연구 

센터)과 CMSE(the Center for Moral Science and Education, 도덕 과학 교육 센터)의 두 개의 연

구 센터가 이들 분야의 학술 출판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다. R-bec의 몇몇 교

수가 윤리적-법적 준수 경영 및 내부 통제 구조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일본 전역의 기업과 기타 기

관들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자랑이다. 보다 폭넓게, CMSE는 우리 대학의 정

신적 토대인 도덕과학(Moralogy)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학과 사회 모두에서 도덕 교육

을 광범위하게 장려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대학원 수준에서는, 도덕 교육에 대해 학문 및 과학

적으로 더욱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현직 교사 및 교사 지망생을 위해 2018학년도에 도덕 교육 석

사 과정이 개설되었다.

  (3) 교육적 시행-강의실 안팎의 도덕 교육

CMSE 가 우리 대학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시행하는 핵심에는 “도덕 과학(Moral 

Science)”이 있다. 이는 또한 우리 대학 학부 과정의 교양 교육 요소 중 주요 주제로, 모든 학생이 

2학년 때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우리 대학의 1년 과정의 30주간의 도덕 과학 강좌는 매주 90

분의 1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레이타쿠의 설립 사상과 학업의 기반으로의 “도덕 과학”

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여, 우리의 현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도덕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이 강좌는 도덕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적 이해를 심화하는 것과 함께, 비인지적 choko 

mora(구어로 “약간의 도덕”) 프로젝트를 수반하는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캠퍼스에서 맡

게 될 도덕적 정신 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실행할 집단 프로젝트를 이행하게 된다.

레이타쿠 대학 경제 경영 학부에서, 경제학과는 “도덕과 경제학의 통합”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중 하나는 “현대 사회와 도덕 과학”인데, 1년간 30주 과정으로, ‘경제 윤리와 경영 윤리

의 기초’, ‘현대의 도덕과 경제’, ‘사회 철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윤리적 의사 결정’, ‘환경

과 도덕성’의 5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강좌는 경제학이라는 전문 분야에서 오늘날의 사회

에 히로이케의 도덕과학(Moralogy)이 갖는 의미를 밝힌다.

또한 중요한 것으로, 우리 대학은 학생이 공동체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이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2013년에 자원봉사 강좌에 등록한 3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 종료된 후 마지막 강의에서 제한된 조사가 시행되었다(Horiuchi, 2014). 이는 학생들이 자

원봉사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5) 이 조사는 이런 활동

5) Student volunteer activities during the semester took place at: 1) welfare facilities including nursing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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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택된 가치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방식에서 이론적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을 미쳤

으며, 몇몇 학생의 경우 이 영향은 상당하였는데, 특히 유대감, 책임감, 자비, 존중의 가치에서 두

드러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도덕적 역량의 발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학생이 현실 세계의 도덕적 문제

에 참여하게 하는 다양한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하는데, 이는 우리 대학이 학생의 공동체 및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같은 경험에 기반한 학습 형

태를 촉진할 필요성은 물론 이들 프로그램이 학생의 정신적 발달에 갖는 긍정적 영향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레이타쿠-공동체 협력 연수”(우리 대학이 위치한 가시와 

시(Kashiwa City)와 협력하여 제공됨)와 같은 PBL 형태의 주제가 있는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시에

서 마련한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은 지역 공동체가 관련된 8가지 문제의 해결 방

안을 고민하며 조사를 수행하고 계획을 만들어 낸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교사는 자신이 의도하거나 원하는 바

이건 아니건 역할 모델”이며 “모든 교사는 매일같이 자신의 성품을 통해 학생의 성품에 영향을 미

친다”는 마빈 W. 버코위츠(Marvin W. Berkowitz)의 사상, 그리고 “당신이 가진 학생의 성품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당신 자신의 성품”이라고 주장하는 톰 리코나

(Tom Lickona)의 사상과 일치하는 접근 방식인 자비의 정신을 교육자 자신이 구현해야 함을 인식

하고 있다(Streight, 2009, p. 13). 따라서 레이타쿠 대학의 도덕 교육의 매우 중요한 측면은 교수와 

학생 간의 능동적 상호작용이다. 히로이케 치쿠로는 진정한 도덕 교육은 “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우리가 교사로서 인성 교육에 성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

리 자신의 성품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만 고귀한 자비의 정신을 갖게 될 것이며, 우

리의 학생들에게도 자비의 정신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이는 우리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하겠

다.

terminal care centers, juvenile asylums in Japan or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foreign countries (Thailand and Laos); 
2)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Japanese schools abroad (Thailand) and schools for handicapped children in 
Japan; relief centers, including reconstruction work in areas affected by the March 11, 2011,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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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 Character.org의 다양한 관문을 통해 세계의 청년들에게 올바른 인성

을 함양하기 위한 기업의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자신의 비전과 열정을 쏟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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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일했다.� 사회와 기업 분야의 창업가로서 DC� 지역의 

비영리기관 501c3과 신규 벤처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영리 컨설팅 

업체를 포함한 여러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커

리어를 시작으로,� 세계 유수 대학과 교육병원 및 사기업과 정보관리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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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창업 및 경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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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1

핵심 가치를 규정 및 실천하여 학교 문화에 뿌리내리도록 한다.

뉴욕 주 랭커스터 마을의 코모파크 초등학교(Como Park Elementary School) 건물에 들어서면 

이 학교의 교훈인 ‘존중, 책임감, 끈기’가 적힌 현수막이 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교훈을 반영한 다양

한 인성 교육용 ‘표지판’은 학생과 교직원, 방문객에게 지향해야 할 가치를 알려주고 복도를 걷는 

모든 사람이 존중심과 책임감, 끈기를 갖도록 상기시킨다. 건물 벽을 장식한 명언(“인생의 10%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90%는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찰스 스윈돌)과 성장 마인드

셋을 보여주는 형형색색의 포스터들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근면과 끈기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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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2

학교는 “인성”을 정의할 때 사고력,�감정,�행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는 전략을 검토해.”

 “우선 심호흡을 하고 문제해결 단계를 검토해봐야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레인스토밍 단계는 언제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돼.”

 경영 수업 세미나에서 주고받을 법한 이 대

화의 화자인 브라이언과 아요미, 디클랜은 사실 

뉴저지 주 머투첸에 위치한 모스 스쿨(Moss 

School)의 유치원생으로 이 대화는 학습이나 교

우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매일 수 없이 

해봤던 것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모스 

스쿨은 학교의 교훈뿐만 아니라 마음챙김

(mindfulness), 성찰, 문제해결 등의 가치를 적

극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모스 스쿨의 로라 피셔 교사는 

한 가지 단계나 핵심 가치를 6주 동안 가르치

는 방법을 설명하며 “아이들이 다양한 실습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이해하고 실전에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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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3

학교는 인성 개발을 위해 종합적,�의도적,�적극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미시간 주 버밍엄의 버밍엄 공립학군(Birmingham Public School District)은 20년 이상 인성 개

발에 투자해 왔으며 미국에서 학군 차원의 인성 개발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버밍엄 공립학군의 운

영위원회와 소통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활동은 의도적이며 적극적이다. 학군에 속한 모든 학교

의 대표가 1년에 세 차례 모여 하루 종일 또는 한나절 동안 학군 내 인성 개발 교육에 대해 논의

한다. 1999년부터 실시된 이러한 소통 프로그램은 인성 개발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바람을 실

현하기 위해 학군에 속한 학교들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학군의 운영위원회 회의와 

소통 회의에서 활동 계획이 논의된다. 버밍엄 공립학군의 전략계획에는 인성 개발 프로그램을 개선

하기 위한 소속 학교들의 인성 교육 목표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버밍엄 공립학군

은 인성 교육이 정식으로 학습 내용에 통합되고 교과과정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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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4

학교는 보살핌을 주는 지역사회를 형성한다.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의 이매진 그레이트 웨스턴 아카데미(Imagine Great Western Academy 

)(K-8 차터스쿨)1)는 다양한 상황의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안식처가 되었다. 학생들은 학

교에서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며 가정과 지역사회 역시 학생들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을 아낌없이 지원한다. 학생의 가정에 주말 동안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

으며 지역사회 후원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이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교복을 구할 수 있다. 수많은 

지역사회 결연을 통해 입증되었듯이 지역사회 참여는 다방면으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1)� 역자주)� Charter� School(차터스쿨):� 미국의�자율형� 공립학교.�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지만�일반� 공립학교와�달리� 행

정적�자율성이�보장된다.



58

원  칙 5

학교는 학생에게 도덕적 행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시간 주 버밍엄의 버밍엄 커빙턴 스쿨(Birmingham Covington School)에서는 매년 여름 7, 8

학년 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연구 및 설계하고 ‘통합 학습 설계’ 수업에서 이 내용을 발표

한다. 매년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설계한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

여 적용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버밍엄 커빙턴 스쿨에서 봉사 학습은 기존의 

어떠한 과목에도 접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6학년 과학 과목의 수권(水圈) 단원은 ‘물분자 영웅’

이 되기 위해 10개의 미션을 수행하는 신체활동 게임으로 전환된 적이 있다. 학생들이 잠비아 칠루

풀라에 있는 한 마을과 결연을 맺고 식수 문제 해결을 돕기도 했다. 3/4학년 교사들은 교실 내 수

경재배와 연어 양식같이 여러 과목을 접목한 교육을 실시한다. 매년 학생들은 다양한 식물을 재배

하고 이를 수확하면 지역사회 전체와 나누는 선행을 실천한다. 학생들은 또한 연어가 알에서 부화

할 때부터 2년 동안 키워서 매년 봄 천연자원국의 지원을 받아 강에 방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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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6

학교는 모든 학습자를 존중하면서 학습자의 인성을 개발하고 이들의 성

공을 돕는 의미 있고 도전적인 학문적 교과과정을 제공한다.

“우리는 경험을 제한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평

을 확대한다. 우리는 교과 과정을 축소하지 않

으며 지식을 심화시킨다.” 인디아나 주 안디애나

폴리스의 크리스텔 하우스 아카데미사우스

(Christel House Academy-South)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대화를 해보면 이 학교가 언행

일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학교의 복도를 걷다 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 배움에 대한 열정과 참여도가 보기 드물게 

높다는 것을 발견한다. 학생들은 “인성과 공부습

관” 목표를 세움으로써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다. 모든 학생이 각자의 학업과 인성 개발 목표

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을 향한 자신의 진행 상

황을 개별적으로 점검하며, 초기 목표를 달성하

면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된다. 애니 바톤 유치/

초등부 특별 교육 교사는 “학생들은 좋은 인성과 공부습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교사는 소속된 주의 기준을 이용해 각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수법을 

달리한다. 이 학교에서는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별도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8학년 학생인 터랜스는 “우리는 이러한 지원을 ‘강화’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그램에

서 학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생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다”고 

말했다. 교사는 학생 평가를 바탕으로 개입이 필요한 집단을 구성해 학생들이 학업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는 기준대로 성적을 매기고 학생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학습 계획을 

세울 기회를 여러 번 갖게 된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학생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이 학교의 재학생

은 100% 졸업한다. 우등생은 인디애나폴리스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데 일부 학생

은 이중 입학하기도 한다. 이 학교는 학교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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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7

학교는 학생의 동기부여를 촉진한다

고등학생이 대학 환경에서 학업에 몰두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버러의 스

템 얼리 칼리지(STEM Early College)2)는 

내재적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

여준다. 애슐리 킹 교사는 “우리는 결과뿐

만 아니라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

했다. 학생들은 학습이 본질적으로 흥미진

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킹 교사

는 “우리는 학생들이 각자 학업 계획을 세

우고 스스로 겪어야 하는 발전 단계를 깨

닫도록 돕는다”고 말을 이었다.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제공하는 개인 교습, 학생 주

도 문화제, “점심 학습” 수업, 선배 인턴십, 그 외 학생 중심 활동 주최 등 학생들은 스템 얼리 칼리지에서 

주인의식을 갖는다. 그 결과 이 학교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받는다고 느낀다.

이와 동시에 교사와 교직원은 내재적 동기부여의 모범을 보인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상”

을 자주 주지 않는다. 모든 교실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교사도 똑같이 

참여하는 것을 목격한다. 교사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학생과 함께하면서 스스로 그 과정에 대

한 열정을 보여준다. 교사들의 이러한 열정이 주변으로 전파되면서 학습에 대한 열의가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동기가 외부의 명예나 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관련성이 교사가 직접 형성한 것이든, 경험을 통해 학

습된 것이든, 아니면 둘 다이든, 스템 얼리 칼리지 고교의 교사들은 진심을 다한다. 윌리엄 교장 

역시 “우리는 많은 것을 사랑하며 많은 것을 돌본다”고 강조했다.

카운티 차원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학교들을 지원하고 칼리지 네 곳을 대표하는 마샬 맷슨은 스템 

얼리 칼리지 고교의 내재적 동기부여를 통한 성공에 대해 “스템 얼리 칼리지의 접근법은 매우 강력한 

의도를 갖고 있다. 이 학교는 ‘진정한 인간’이라는 개념을 확립한다”고 설명했다. 스템 얼리 칼리지에 뿌

리 깊게 박힌 “진정한 인간” 개념은 내재적 동기부여의 깊이와 범위를 잘 보여준다. 이 학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인간”은 학습을 위한 학습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한 학습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2)� 역자주)� Early� College� High� School(대학� 선수학습�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함께� 커뮤니티� 칼리지의� 준

학사학위�과정을�동시에�교육하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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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8

모든 교직원은 윤리적 인성을 개발하고 실천하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뉴저지 주 슈얼의 중앙부처는 교직원을 위한 자원과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지만 만투아 타운쉽 

공립학군(Mantua Township Public School District)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하향식” 프

로그램과 전혀 다르다. 행정관리인, 생활지도교사, 교직원으로 구성된 인성위원회가 항상 주도적으

로 다음 단계와 활동을 구상한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매달 회의를 열고 이 학군에 소속된 세 학교

의 직원회의에서 교직원과 협의한다. 위원회의 초창기 회원인 크리스틴 코넬리 기본기능 교사는 

“교사들은 항상 대단한 일을 한다”고 말했다. 이를 알고 있는 인성위원회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인

성 수업들을 디지털 파일로 작성하여 모든 교사가 다양하고 유익한 수업 및 활동을 열람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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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9

학교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리더십과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텍사스 주 트로피 클럽의 메들린 중학교(Medlin Middle School) 학생회장인 8학년생 소피아는 

“캔트렐 선생님은 교장으로 부임하신 이후 우리 학교 전체에서 교훈을 실현하는 훌륭한 일을 하셨

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학생들의 지지와 실천이다. 학생들이 이 운동을 주도하

고 있으며 교내 전체에서 학생들의 리더십이 돋보인다. 학생들은 상담 기간 훈련을 위한 인성 수업

과 비디오를 계획하고, 활발한 소통을 위해 클럽활동을 선택하며, 지역사회 행사와 캠페인에 참여

한다. 8학년생인 다코타는 “선생님들은 우리를 단순한 중학생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인간으로 보

고 독립된 개인으로 대해주신다. 우리는 어린 성인으로 대우받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어린 성인

이라 생각하여 그에 맞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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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10

학교는 인성 개발 프로젝트에 가정과 지역사회를 참여시킨다.

플로리다 주 윌턴 매노스의 윌턴 매노스 초등학교(Wilton Manors Elementary School)에서는 학부모

가 존중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스테파니 크레이그는 “우리는 이 학교에서 VIP지만 여기에 오기 위

해 반드시 VIP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학부모회 회장인 프레드릭 사익스는 “이 학교는 

정말 좋다! 이 학교의 포용적인 환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족처럼 느껴진다. 이 학교에 오기 위해 이

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한다. 홀츠 교장은 학부모를 포함해 그 누구도 외면하

지 않는다. 학교의 모든 사람을 알고 있으며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관심과 헌신이 

정말 대단하다! 프레드릭 사익스는 더 이상 이 학교의 학부모가 아니지만 학부모회의 요청으로 1년 더 

봉사하기로 했다. 이 학교는 “적극적인 양육” 수업을 세 가지 언어로 제공하며 자폐아를 둔 학부모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당 아이들을 돌봐준다. 이 학교는 시에서 제공하는 방과 전후 돌봄을 통해 지역사

회와 연계한다. 시에서 제공하는 이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이 학교에 소속되었다는 느낌

을 받는다. 이들은 소속감을 갖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인성 수업을 진행하며 학교 역시 이들과 긴밀히 

협조한다. 이들과 윌턴 매노스 초등학교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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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11

학교는 교내에서 실시되는 인성 교육,�교내의 문화와 분위기,�학생의 인

성 발달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오클라호마 주 로턴의 맥아서 고등학교(MacArthur High School)는 설문조사를 통해 인성 개발에 

대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학교는 이 자료를 분석하고 “11가지 원칙”을 

이용하여 교내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 올 해는 인성 

개발 및 기술 수업을 1학년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이 수업이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1학년 필수과목이 될 예정이다. 맥아서 고등학교 교사들은 설문조사 자료를 이해하고 이

를 이용하여 학교의 모든 측면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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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지 원칙이란?

1995년에 톰 리코나 박사, 에릭 샵스 박사, 캐서린 루이스 박사가 “효과적인 인성 교육의 11가지 

법칙”을 저술했다. 그 후로 이 원칙은 Character.org의 효과적인 인성 교육에 대한 철학의 초석이 

되었고 이 분야에서 인정받아 좋은 인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CHARACTER.ORG란?

1993년에 설립된 Character.org는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이며 전 세계에 인성 개발을 

위한 리더십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haracter.org는 모든 사람이 교육받고 깨닫고 자

율성을 보장받아 윤리적이고 배려심 있는 시민이 되도록 돕는데 전념하고 있다. Character.org는 인

증서 발행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학교, 스포츠, 가정, 직장의 인성 개발 프로그램을 검증한다.

11가지 원칙 인증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전용 자료를 확인하세요.

모든 것이 Character Exchange에

characterexchange.org를 
방문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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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totelian Character Education: Caught, 

Taught and Sought

Catherine Darnell (Univ. of Birmingham)

Introduction

The Jubilee Centre for Character and Virtues is a unique and leading centre for the 
examination of character and virtues and the impact they have on individuals and 
society. The centre was founded in 2012 by Professor James Arthur. Based in the 
School of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it has a dedicated team of 
academics from a range of disciplines including philosophy, psychology, education, 
theology and sociology. 

Principles� of� Aristotelian� Character� Education

The Jubilee Centre uses a broadly Aristotelian virtue ethics approach to character 
education (Kristjánsson, 2017). Drawing on neo-Aristotelian philosophy, the development 
of virtuous character is understood as the basis for human flourishing or ‘eudaimonia’; 
the goal of fulfilling one’s potential. 

In order to flourish, an individual must develop/acquire/cultivate excellences of 
character or virtues. From an Aristotelian perspective, these virtues are both conducive 
to and constitutive of eudaimonia, and as such flourishing is defined as an explicitly 
moral notion (Kristjánsson, 2017). Mastering the virtues in the pursuit of eudaimonia is 
best understood as an ongoing activity rather than a static state.  The ‘flourishing child’ 
should not be taken as a child who has reached eudaimonia but rather one who is on 
the path to the ‘good life’ (Kristjánsson, 2017). However, while the virtues are 
considered necessary for achieving eudaimonia, they are not sufficient in themselves. To 
thrive we also need additional support such as good friends, family,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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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ndividual flourishing cannot occur in isolation but instead can only occur 
within the wider context of a flourishing community and society (Jubilee Centre, 2017). 

Based on this perspective, good character is seen to comprise virtues, or those 
character traits which enable individuals to live well. Importantly, living the good life 
is not pursued or encouraged simply for instrumental gains (e.g., higher academic 
achievement) but because the means to the good life are in themselves intrinsically 
valuable (e.g., showing honesty because honesty has value in itself). Developing good 
character begins through a process of habituation. Habituation occurs from birth through 
childhood and is guided by role models (parents, siblings, peers and teachers). This 
process reflects the interactions between child and role model, where action and reaction 
are repeated, with children being conditioned to what is just or unjust. This then 
transitions to a more rational process, where conditioning is accompanied by description 
and explanation, which leads eventually to the learner’s own ‘practical wisdom’ or 
‘phronesis’; the ‘capacity to choose intelligently between alternatives’ (Jubilee Centre, 
2017). Moving from naturally habituated virtue to phronesis guided virtue involves the 
development of critical reflection and becoming more autonomous in the practice of 
virtue. The ultimate aim of an Aristotelian approach to character education is thus to 
develop an individual’s practical wisdom in order to flourish both individually and as a 
society (Kristjánsson, 2017). 

A� Framework� for�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s

The Jubilee Centre suggests, based on this neo-Aristotelian approach, that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focussed on the acquisition and strengthening of virtues; this 
approach is set out in the A Framework for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s (Jubilee 
Centre, 2017), which provides schools with a practical model to structure their character 
education provision. The Framework, groups the virtues into four categories; intellectual, 
moral, civic and performance (see Figure 1). Intellectual virtues, such as curiosity and 
critical thinking, guide individuals in their quest for knowledge. Moral virtues, such as 
humility and compassion, allow individuals to respond in an ethical way. Civic virtues 
such as citizenship and neighbourliness, help students understand their ties to society and 
their responsibilities within it. Finally, performance virtues, such as resil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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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allow individuals to manage their lives effectively. From a neo-Aristotelian 
perspective however, it is important to explain to students that the ultimate value of 
performance virtues derives from them serving morally acceptable ends (i.e., as enablers 
and vehicles of the intellectual, moral and civic virtues). 

Figure 1: A Framework for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s (Jubilee Centre, 2017)

As shown in figure 1, the Framework provides a number of virtues associated with 
the four virtue categories; however, these are by no means exhaustive. Providing such a 
list is neither possible nor desirable as the virtues will to a certain extent be relative to 
individual constitution, developmental stage and social circumstance. For example, 
‘temperance in eating will be different for an Olympic athlete and an office worker; 
what counts as virtuous behaviour for a teenager may not pass muster for a 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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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 and the virtues needed to flourish in a war zone may not be the same as those 
in a peaceful rural community’ (Jubilee Centre, 2017). There are also a great many 
virtues, each concerned with particular activities and potential spheres of human 
experience. In addition,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particular schools may decide to 
prioritise certain virtues over others in light of the school’s history, ethos, location or 
specific student population (Jubilee Centre, 2017). In this sense the Framework allows 
schools to tailor their approach to character education in response to the needs of their 
students and community and provide a ‘whole-child’ approach which is crucial for good 
character education (Arthur, Kristjánsson, Walker, Sanderse & Jones, 2015).

Although the virtues can be seen to reflect different categories, they should still be 
understood to form a coherent, mutually supportive whole in a well-rounded life.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about their integration (as represented by the arrows in 
Figure 1), guided by the overarching intellectual virtue of practical wisdom. Practical 
wisdom or phronesis is the overall quality of knowing what to want (and do) and what 
not to want (and do) when the demands of two or more virtues collide, and to integrate 
such demands into an acceptable course of action. Living with practical wisdom entails: 
considered deliberation, well founded judgement and the vigorous enactment of decisions. 
It reveals itself in foresight, in being clear sighted and far sighted about the ways in 
which actions will lead to desired goals. The ability to learn from experience (and make 
mistakes) is at the centre of it. To live with practical wisdom is to be open-minded, to 
recognise the true variety of things and situations to be experienced. Practical wisdom 
forms part of all the other virtues; indeed it constitutes the overarching meta-virtue 
necessary for good character.

 
Importantly, each virtu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single trait but instead 

reflective of multiple components. These components of virtue (i.e., what traits are 
involved in a virtue) are shown and described in Figure 2. To enable young people to 
fully acquire a virtue, character education must target each of these components. It is 
worth noting that these components will rarely align in perfect harmony in a single 
person and may not develop in tandem. Given character education is particularly 
focussed on young moral learners, character education should aim to cultivate vir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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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ss all these components, acknowledging progress in each, towards the ultimate aim 
of mastering the ‘whole’ virtue (Jubilee Centre, 2017).

      Figure 2: Components of Virtue (Jubilee Centre, 2017)

Caught,� Taught� and� Sought

In order to acquire these virtues, the Framework identifies three key methods for 
schools to cultivate virtue in their character education provision; caught, taught and 
sought.  

Caught reflects the development of virtues through the influence of one’s 
environment and social interactions. In the school context, the school community (both 
staff and students), provides students with the example culture and inspirational influence 
(in a positive ethos) that motivates and promotes character development. To do so, ‘each 
school needs to describe the kinds of persons it wants to help develop and then outline 
the philosophy that underlies its approach in the development of its students and be the 
focus of the school’s mission statement’ (Jubilee Centre, 2017). The philosophy and 
approach should involve clear ethical expectations of students and teachers, and 
modelling by teachers to guide the building of individual virtues in students. Character 
virtues should be reinforced everywhere: on the playing fields, in classrooms, corri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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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n assemblies, posters, head teacher messages 
and communications, staff training, and in relations with parents (Jubilee Centre, 2017). 
Importantly, teachers and staff should also recognise themselves as role models (Arthur, 
Harrison, Burn & Moller, 2017) and be given time to reflect on the best way to 
practice their moral virtues (Arthur, Kristjánsson, Cooke, Brown & Carr, 2015).

Taught reflects the explicit teaching of virtues in a planned, intentional and 
organised way. The school provides educational experiences in and out of the classroom 
that equip students with the language, knowledge, understanding, skills and attributes that 
enable character development. Importantly, each member of the school community should 
have some basic understanding of what character is, including the names and meanings 
of character virtues. For example, this can be done through the teaching of stories, 
embedded within the curriculum which provides pupils with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virtues so that they can use and apply the virtues in personal contexts 
(See Arthur, Harrison, Carr, Kristjánsson & Davison, 2014). This forms part of their 
virtue literacy (reflecting components A, B and F in Figure 2), an essential way to 
create a ‘language of character’ which can be used in all aspects of school life (Arthur 
et al., 2017). 

Sought is developed through sustained effort on the part of the individual. The 
school provides varied opportunities that generate the formation of personal habits and 
character commitments. These help students over time to seek, desire and freely pursue 
their character development. One such opportunity is enrichment, extra-curricular 
activities timetabled into the school day which are freely chosen by students so they can 
pursue opportunities and gain skills to build their autonomous decision making and 
reflection (i.e., practical wisdom).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School have made this 
a key part of their curriculum with 5 hours a week being dedicated to enrichment (See 
film showcasing the enrichment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School: 
https://www.youtube.com/watch?v=JoeSUyp0GVQ). 

 
A combination of character caught, taught and sought means students are fully 

immersed in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For example: through the school environment 
they experience belonging, personal growth, and self-determination (caught); the teaching 
of character (taught) provides them with the knowledge and a language (virtue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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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hich to express and understand virtues; this in turn provides them with the tools to 
reflect on their own actions and decisions and encourages them to seek further 
opportunities to develop their character (sought). The importance of using this combined 
approach has been supported by the case studies used in ‘Schools of Virtue’ (Arthur et 
al., 2017). Best practice reflected a clear explicit ‘buy in’ from teachers, where they 
identified themselves as role models (caught). This occurred alongside the schools 
implementing methods to teach virtue literacy both in discrete lessons and embedded 
within the curriculum, creating a ‘shared language’ with which to talk about virtue 
(taught). In addition, schools of virtue ensured pupils had dedicated time to critically 
reflect on their actions, with this being thought to contribute to pupils seeking to 
develop their own character and increase autonomous decision making using enrichment 
as an enabler (sought).

 
 

Summary� of� Principles� and� Methods

Character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as it forms the basis of individual and 
societal flourishing. The Jubilee Centre defines character as a set of personal traits or 
dispositions that evoke specific emotions, inform motivation and guide conduct. Character 
education is an umbrella term for all explicit and implicit educational activities that help 
young people develop these positive personal traits called virtues. Character is largely 
caught through role-modelling and emotional contagion and, as such, school culture and 
ethos are of pivotal importance. For school culture to develop good character it must 
enable students to cultivate positive relationships,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Arthur et al., 2017; Jubilee Centre, 2017). 

However, a key conviction underlying the existence of the Centre is that the virtues 
that make up good character can also be learnt and taught; these have largely been 
neglected in schools and in the professions (Jubilee Centre, 2017). Character education 
must therefore also include direct teaching of character, providing the rationale, language 
(virtue literacy) and tools for students to develop their character both in and out of the 
classroom. Importantly, the virtues taught and emphasised must be relevant to the school 
context and be fostered in an environment that emphasises reflection for both pupils and 
staff. Character education cannot occur in isolation but should be in partnership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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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employers and the wider community (Jubilee Centre, 2017). 

The Framework provides schools with a practical model to structure their own 
character education around the needs of their context and community. The Framework 
outlines four types of virtues which are linked by the meta-virtue of phronesis.  
Character education focusses on the acquisition of these virtues which can be acquired 
through teaching (i.e. taught), developed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school’s 
environment and social interactions (i.e., caught); as well as through sustained effort on 
the part of the individual (i.e., sought). 

Panel� Overview-� Implementation� Example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School is a school dedicated to Aristotelian Character 
Education and was one of the schools used in the ‘Schools of Virtue’ case studies 
(Arthur et al., 2017). The school’s ethos and curriculum reflect the Framework, with the 
school specifically cultivating student’s virtue literacy and critical reflection. This has 
been done using multiple methods such as role modelling, curriculum, discrete lessons, 
enrichment and dedicated student reflection time.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School 
will be used in the panel discussion as the ‘actual implementation example’ of how the 
Jubilee Centre’s model of character education can be applied within a schoo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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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적 인성 교육 : 인식, 가르침, 정진

캐서린 다넬(버밍엄대학교)

소 개

주빌리 문화센터는 인성과 덕목, 그리고 그들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유일하고 

주도적인 센터이다. 이 센터는 2012년 제임스 아더 교수에 의해 설립되었다. 버밍험 대학의 교육학

부에 있는 이 센터는 철학, 심리학, 교육학, 신학과 사회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학문에 대한 

전담 팀을 두고 있다. 

아리스토 텔레스적 인성 교육의 원리

주빌리 센터의 인성교육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윤리관을 폭넓게 사용한다(Kristjánsson, 2017). 신-

아리스토텔레스적 철학에 근거하여, 우리는 선한 인성의 발달을 바른 인간으로의 성장 또는 사람의 

잠재력 성취목표인 ‘유다이모니아(eudaimonia, 행복)’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개인은 인성이나 덕목의 우수성을 개발, 획득, 배양해야 한다. 아리스

토텔레스적 관점에서 이러한 덕목들은 행복과 연결되며 행복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렇게 바른 인간

이 되어가는 것이 도덕의 확실한 개념이다(Kristjánsson, 2017).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덕목을 

완성하는 것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다. “°바른 아이”±를 행복에 이미 도달한 아이로 이해하면 안 

되고 ‘훌륭한 인생’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 아이로 이해해야 한다(Kristjánsson, 2017). 하지만, 행복

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으로 여겨지기는 그 덕목들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덕목들을 잘 길

러내기 위해서는 친구, 가족, 건강 그리고 교육 같은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바른 인간으로 성장

하는 것은 단독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성장배경과 사회와 같은 보다 넓은 환경에서 발생하게 된

다(Jubilee Centre, 2017). 

이러한 관점에서, 훌륭한 인성이란 개개인을 잘살게 해주는 특성인 덕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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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중요한 것은 훌륭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단순히 인위적인 성취(더 높은 학벌) 때문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삶에 이르는 수단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다(정

직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 정직한 것). 훌륭한 인성의 발달은 습관을 통해 시작된다. 습관은 출생

부터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역할 모델(부모, 형제, 동료, 교사)에 의해 형성된다. 이 과정은 아이들

과 역할모델 사이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공정한 것, 또는 공정하지 못한 

것에 길들어지면서 행동과 반응을 반복하게 된다. 이후, 설명과 묘사가 수반되는 보다 합리적인 과

정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결국 학습자의 ‘실용적 지혜’, 즉 ‘실천지(實踐知): 여러 대안 중에서 자신

에게 맞는 것을 지적으로 결정하는 능력.’로 이어진다(Jubilee Centre, 2017).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덕목에서 실천지(實踐知)로 옮겨가는 과정을 통해 덕목을 실천하는데 있어 비판적 사고와 자율성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인성교육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접근법의 궁극적 목표는 개인적, 사회적으

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개개인의 실용적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Kristjánsson, 

2017). 

학교의 인성 교육 체계

이 신-아리스토텔레스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주빌리 센터는 인성교육이 덕목의 획득과 강화에 집

중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방식은 ‘학교의 인성 교육체계’에서 비롯되었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체계화 할 때 실용적 모델을 제공해 준다. 이 체계는 덕목을 지적, 도덕적, 시민적 그리고 성과적

이라는 4개의 범주로 분류한다(그림 1 참조). 비판적 사고와 호기심 같은 지적 덕목은 개인으로 하

여금 지식을 추구하게 한다. 겸손과 동정심 같은 도덕적 덕목은 개인이 윤리적으로 대응하게 해준

다. 시민의식과 이웃의식과 같은 시민적 덕목은 사회에 대한 유대감과 그 안에서의 책임을 이해하

는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회복력과 결단력과 같은 성과 덕목은 삶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해 

준다. 하지만 신-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에서, 학생들에게는 성과 덕목의 궁극적 가치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즉, 지적, 도덕적 및 시민적 덕목의 매개체 또는 조력자로서)를 수행하고 있

는 학생 자신들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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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덕목

분별력,� 옳은 행동,� 지

식,� 진실,�이해의 추구에

필요한 성격특성

예시:

자율성,� 비판적 사고,� 호

기심,�추리,�반성,�지략

도덕 덕목

윤리적 대응이 필요한 상

황에서 우리가 바르게 행

동할 수 있게 해주는 성격

특성

예시:

연민,� 용기,� 감사,� 정직,�

겸손,� 진실,� 공정성,� 존경

심

시민 덕목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시민권 참여

에 필요한 성격적 특성

예시:

시민의식,� 정중함,� 공동

체 의식,� 이웃의식,� 봉사

정신,�자원봉사정신

성과 덕목

지적,� 도덕적,� 시민적

덕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

를 지닌 성격적 특성

예시:

자신감,� 결단력,� 동기

부여,� 인내,� 회복력,�

팀워크

실용적 지혜는 비판적 사고와 경험을 통해 발전된 통합 덕목이며 또한 그것은 인식하고 알아내고 열망하고 훌륭한

감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덕목이다.� 덕목이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 분별력 있고 신중한 행동을 하는 것도 여

기에 포함된다.

바르게 성장하는 개인과 사회

그림 1 : 학교 인성교육의 체계((Jubilee Centre, 2017)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체계는 네 개의 덕목과 관련된 많은 다른 덕목들을 보여주고 있지

만, 이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다. 그런 목록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 이

유는 그 덕목들이 어느 정도 개인의 체질, 발달단계,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올림픽 선수들과 사무실 직원들의 음식 절제에 대한 개념은 다를 것이다. 십대들의 도

덕적 행위로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성숙한 성인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전쟁터

와 평화로운 시골지역에서 필요로 여겨지는 덕목들 또한 서로 다를 것이다(Jubilee Centre, 2017). 

경험의 잠재영역과 특별한 활동과 관련된 많은 훌륭한 덕목들 또한 많이 있다. 게다가, 실용적인 

측면에서, 학교가 역사, 기풍, 지리적 위치 또는 학생집단을 고려해 다른 학교와는 다른 특정한 덕

목을 우선순위로 정할 수도 있다(Jubilee Centre, 2017). 이런 점에서, 이 체계는 학교가 학생과 공

동체의 요구에 부응한 인성교육에 대한 접근법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고 훌륭한 인성교육에 필수

적인 ‘완전한 학생’ 접근법을 제시해 준다(Arthur, Kristjánsson, Walker, Sanderse & Jones, 2015). 

비록 그 덕목들이 다른 범주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덕목들은 균형 잡힌 삶 속

에서 일관성 있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통합된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 되어야만 한다. 인성 

교육은 여러 가지 덕목들의 통합(그림1의 화살표로 나타낸 것과 같이)이고 특히, 실용적 지혜에서 

지배적인 지적 덕목에 의해 유도된다. 실용적 지혜, 즉 실천지(實踐知)는 두 개 이상의 덕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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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충돌할 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해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행동으로 통합하는 자질이다. 실용적 지혜와 더불어 사는 것은 심사숙고, 충분한 근거를 가

진 판단, 그리고 적극적 의사 결정을 수반한다. 그것은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목표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멀리 볼 수 있는 명확한 혜안을 제시해 준다. 그것의 중심에 경험과 실수를 통해 배

우는 능력이 존재한다. 실용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경험해야 

할 다양한 것들과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다. 실용적 지혜는 모든 다른 덕목들의 부분이다. 사실, 그

것은 훌륭한 인성에 필요한 중요한 형이상학적 덕목을 구성한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덕목이 단일 특성으로 간주되지 않고 대신 여러 요소기 반영돼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덕목의 구성요소(즉, 덕목과 관련된 특성)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젊은이들이 덕목

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성 교육은 이러한 요소들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한 사람에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며 협력을 통해 발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성 교육이 젊은 도덕적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성 교육의 목표는 모든 이런 요소들을 통해 각각의 과정을 알아가

면서, ‘완벽한’ 덕목이라는 최종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Jubilee Centre, 2017).

덕목의 구성요소

A� � 덕목 인식

덕목이 필요하거나 관련된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

B� � 덕목 지식과 이해

덕목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덕목이 왜 중요한지,�개인

적 또는 완전체의 일부로서 덕목을 통해 바르게 사

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 덕목을

적용할 수 있는 것

C� � 덕목 감정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상황에서 덕목과 관련된 올

바른 감정을 느끼는 것

D� � 덕목 확인

덕목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

E� � 덕목 동기부여

덕목을 기반으로 행동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는 것

F� � 덕목 추론

덕목이 충돌하는 상황에 그 덕목들에 대한 분별력

있고 신중한 행동

G� �덕목 행동과 실천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

그림2 : 덕목의 구성요소(Jubilee Centre, 2017)

인식,� 가르침,� 정진

이 덕목들을 획득하기 위해, 이 체계는 덕목을 가르치는 학교가 인성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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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법을 알려준다. 그것은 인식, 가르침, 정진이다. 

‘인식’은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통한 덕목의 개발을 말한다. 학교에서의 상황, 즉 학

교라는 사회(직원과 학생)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분위기 안에서) 인성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장려

하는 문화를 보여주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각 학교는 인성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의 표본을 만들고, 학교가 개발하고자 하는 인성교육방침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철학을 세

워야 하며 그것이 학교강령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Jubilee Centre, 2017). 그 철학과 방침에는 교

사와 학생들에 대한 확실한 윤리적 기대감,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덕목형성에 필요한 교사들의 모

델링이 포함되어야 한다. 놀이, 교실, 복도, 교사와 학생간의 교류, 모임, 포스터, 교장의 메시지 또

는 교장과의 대화, 교직원 교육, 학부모와의 관계 등 모든 곳에서 인성관련 덕목이 강화되어야만 

한다(Jubilee Centre, 2017). 중요한 것은 교사와 직원은 자신들이 롤 모델임을 인식해야 하고

(Arthur, Harrison, Burn & Moller, 2017) 덕목을 실천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연구할 시간을 제

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Arthur, Kristjánsson, Cooke, Brown & Carr, 2015). 

‘가르침’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덕목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학교는 학생의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언어, 지식, 이해, 기술 및 속성을 갖춘 교육적 경험을 제

공한다. 중요한 것은, 학교단체의 구성원들은 각 인성과 관련된 덕목들의 이름과 의미를 포함에 인

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는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한 교과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덕목에 대한 이해력과 

지식을 제공해 주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덕목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

다(See Arthur, Harrison, Carr, Kristjánsson & Davison, 2014). 이는 학교생활의 모든 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인성언어’를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 활용능력의 일부가 된다(Arthur et al., 2017). 

‘정진’은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개발된다. 학교는 개인의 습관과 인성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들이 인성의 개발을 자유롭게 추

구하도록 돕는다. 그 중 하나는 학생들이 자율적인 의사 결정과 선택,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업 일에 짜여진, 과외 활동이 될 수 있다. 버밍험 대학은 이 과외 활동이 중요

한 교육과정임을 인식하고 그 과외활동에 매주 5시간을 편성해왔다.(버밍험 대학의 강화 프로그램

을 소개하는 영상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JoeSUyp0GVQ)

인성의 인식, 가르침, 정진의 조합은 학생들이 인성의 발달에 완전히 매진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학교환경을 통해 그들은 소속감, 개인의 성장, 자기 결정능력을 경험한다(인식). 인성의 가르침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덕목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언어(덕목 활용능력)를 제공한다. 

그 다음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행동과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고 학생들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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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성발달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정진). 이 조합은 ‘덕목수행학교’에서 사용된 사례연

구에 의해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다(Arthur et al., 2017). 모범 사례들은 교사들의 확실한 ‘구매’를 

통해 반영되었고, 교사들 스스로가 역할모델이 되었다(인식). 이것은 학교와 함께 개별수업에서 그

리고 교과과정에서 덕목 활용능력을 가르치면서 생겨났고 덕목에 대해 토론하는 기관 및 사람들과 

‘공유된 언어’를 만들어냈다(가르침). 게다가, 학교는 학생들이 행동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데 충분

한 시간을 할애했고,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조력자로서 자기강화를 통해 인성을 개발하고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여겨졌다(정진).

원리와 방법 요약

인성은 개인과 사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

요하다. 주빌리 센터는 인성을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일

련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기질로 정의한다. 인성교육은 젊은이들이 덕목이라 불리는 이 긍정적인 개

인의 특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명하고 절대적인 교육활동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인성은 

주로 역할 모델링과 정서적인 전염으로 확인되므로 학교의 문화와 윤리가 가장 중요하다. 학교의 

문화가 훌륭한 인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문화를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관계, 경쟁 그리고 자기결정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Arthur et al., 2017; Jubilee Centre, 2017). 

하지만 굳이 이 센터가 존재하는 것은 훌륭한 인성을 위한 그 덕목들이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

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학교와 직장에서 주로 무시당해 왔다(Jubilee Centre, 2017). 

그래서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교실 안팎에서 인성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와 언어(덕목 활용능력), 

합리성을 제공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강조한 덕목은 학교의 

환경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사려 깊은 생각을 조장하는 환경에서 길러져

야 한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부모, 고용주, 더 넓은 공동체와 협력

해야 한다(Jubilee Centre, 2017).

이 체계는 학교들에게 그들의 상황과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그들 자신의 인성 교육을 구성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그 체계는 실천지(實踐知)에 대한 형이상학적 덕목과 연관된 네 

종류의 덕목으로 요약된다. 인성교육은 이러한 덕목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덕목들은 

교육(즉, 가르침)을 통해 얻을 수 있고,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즉, 정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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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에 의해 개발(즉, 획득)되어질 수 있다. 

패널의 고찰 � 이행 예시

버밍험 대학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인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이며 '덕목수행학교' 사례연구에 

사용된 학교 중 하나이다(Arthur et al., 2017). 학교의 윤리 및 교과 과정은 앞서 설명한 체계를 반

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덕목 활용능력과 비판적 사고방식을 배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

은 역할 모델링, 교과과정, 개별수업, 자기강화 및 학생들의 사고시간 할애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왔다. 버밍험 대학의 사례는 어떻게 주빌리 센터의 인성 교육 모델이 학교 환경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 시행 사례’로 패널 토론에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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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인성교육의 실천사례

Example of Character Education in Community

9월 6일(목) 13:30~15:30 / 백조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역사 이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나 이웃 간의 인심

은 더 각박해졌고, 삶의 질은 더 천박해졌다. 만나면 편 가르고, 편갈리면 인정사정없이 상대를 

헐뜯는다. 조금도 양보나 타협을 하려하지 않는다. 한국정신문화가 정신을 잃고 도덕이 땅에 떨

어졌다. 도덕국가,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길은 인성교육에 있다. 그런데 인성교육은 말이나 

지식전달로는 효과가 낮다. 행동으로 실천해서 습관화 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의 실천, 습관이 되

는 모범사례를 발표·토론하여 이 나라를 반듯한 도덕국가로 만드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Today, South Korean people are living in the most abundant environment in history in 
terms of economy, but caring for neighbors and the quality of life have been deteriorating. 
People are divided and heartlessly denounce each other. No one wants to budge or 
compromise. The Korean spiritual culture has lost its essence, and its morality has fallen to 
the ground. A new way to realize a moral country and happy lives lies in character 
education. However, character education by delivering words or knowledge has not been 
very effective. It has to be implemented in action and become a habit. Therefore, we intend 
to present and debate on good examples of implementing character education by building 
habits to come up with ways to make Korea an upright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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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가정 만들기 학부모인성동아리」 

운영 실천 사례

이기성(박약회)

1.� 인성교육의 중요성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무한경쟁의 물질만능주의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

시하는 조급함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행복지수는 다른 나라들

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부끄럽게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다. 또한 이혼

율과 범죄율 역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 간의 다툼도 빈번하여 패륜적인 끔찍한 

사건과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성공적인 삶은 전문지식이나 개인의 경제적 배경, 타고

난 재능보다는 살아가는 삶의 자세 즉 환경에 대한 내면적 태도와 인간적인 품성이 더욱 중요하다

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지식교육에 앞서 세상 살아가는 지혜로 인성교육이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인성교육 실태에 대한 반성과 실천 동기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지식 위주의 교육 환경 속에서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 문화를 조성하기

가 점점 힘들고, 가족공동체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올바른 가족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삶에 대

한 태도를 바람직하게 함양해 나아가는 가정의 역할도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며, 이를 해결

할 마땅한 인성교육의 도구와 방법도 미흡한 형편이다. 학교교육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인성교육

인데도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인성교육이라는 사회의 지적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을 지

식 중심의 교과교육 형태나 행사, 이벤트성 교육으로 습관화 실천화가 동반된 실질적인 인성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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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인성교육기관의 인성교육 실태도 대부분 단발성 

강의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성의 중요성이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양적으

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데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인성 함양 교육

에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인성교육은 어려서부터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 아래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학부모 인성동아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3.� 실천 개요

가. 동아리 명칭 :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학부모 인성동아리

나. 운영 목적

가족 구성원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함양하고, 가족 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과 소통능력을 신

장시키며, 궁극적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다. 대상 : 서울 초등학교 참가 희망 학부모 

라. 실천 기간 및 운영 과정 

  ① 1단계 (2015-2016년) : 거원초등학교 학부모 1개교 4팀 40명 시범 운영

  ② 2단계 (2017년) : 거원초, 대명초, 성내초, 잠일초, 태강삼육초 5개교 11팀 110명 확대 운영

  ③ 3단계 (2018년) : 거원초, 관악초, 구남초,  도곡초, 도성초, 무학초, 문덕초, 서빙고초, 

    성내초, 장평초, 중곡초, 청량초 12개교 180명 확대 운영

마. 활동 강사 : (사)박약회 인성교육 지도위원으로 서울 초․중․고교 퇴임 교장

바. 활동 시간 및 횟수 : 1회 2시간씩 연 7회차 운영

사. 동아리 운영 기본 방향 

  ① 동아리 조직은 10명 내외를 1팀으로 구성하여 소규모 집단으로 운영한다.

  ② 동아리 활동은 강의와 실습을 함께하는 워크숍 형태로 전개한다.

  ③ 동아리 교육은 참가자 본인인 나’자신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가족’사회’의 변화를 이끌

어내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④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내용은 (사)박약회의 H.P.M.인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되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깨알습관 [Tiny Habits] 기르기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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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강사와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사)박약회에서 지원하고 장소와 기자재 등은 해당 학교에서 

제공한다. 

    

4.� 세부 실천 내용

가. 사전연수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라 참석한 학부모 전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 H.P.M. 인성교육의 

내용과 실천프로그램에 대한 강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학부모인성동아리 활동 취지와 앞으로의 계

획 등을 안내하고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명 내외를 1팀으로 동아리를 조직하였다. 

나. 동아리 1회차 교육활동

  ① 자기, 가족, 가정 등을 소개하는 과정을 가졌다.

  ② 동아리 이름을 정하고 도우미 봉사자(총무)를 선출하여 연락처 명단을 작성 공유하며 카톡

방 등 연락 체계와 방법을 협의하였다.

  ③ 기본적인 인간적 품성을 갖추기 위해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역지사지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인성박수 치기와 1분 명상 활동을 전개하였다. 

  ④ 워크숍활동으로 1-3-10 프로그램인 삶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각자 자신의‘인생헌장’

을 만들어 발표하여 서로의 삶의 태도를 공유하였다. 

  ⑤ ‘인생헌장’만들기 방식을 확대 활용해 가족들이 함께 지키고 싶은 삶의 방향과 원칙인‘가족

헌장’만드는 방법을 토의를 통해 숙지하고, 다음 교육활동 시간까지 ‘가족헌장’을 만들어 오

도록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를 위한‘첫 가족모임기록장(별도 서식 제공)’도 작성해 오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위한 깨알습관[Tiny Habits]기르기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배

려하는 인간다운 품성을 갖추기 위해‘감사행복’‘역지사지’에 대한‘1일 1분 명상하기’를 실천하

여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도록 다짐하고 모든 활동 자료는 포트폴리오로 계속하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다. 동아리 2회차 교육활동

  ① 첫 가족모임 기록장을 바탕으로 가족모임 실시 과정, 내용, 가족들의 소감과 가족헌장, 1분 

명상하기 실천 사례 등을 발표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활동 내용을 서로 토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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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였다.

  ② 워크숍활동으로 가족 간에 올바른 대화법에 관해 강의와 실습으로 학습하고, 1-1-6 프로그

램인 <남>과 사이좋게 지내는 지혜가 담긴 감화이야기 자료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가족회

의 방법을 실습하였다.

  ③ 실습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가정에서 가족회의를 실시하고 실천기록부(별도 서식 제공)를 

작성해 다음 교육활동 시간까지 가져오도록 과제를 부여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깨알습

관[Tiny Habits] 기르기 차원에서 ‘1일 1가족 안아주기’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라. 동아리 3회차 ∼ 5회차 교육활동

  ① 실천기록부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실시한 스토리텔링 가족회의와 깨알습관[Tiny Habits] 기

르기로 1일 1분 명상하기(1회차 실천과제), 1일 1가족 안아주기(2회차 실천과제), 1일 1가

족 칭찬하기(3회차 실천과제), 자신의 잘못된 대화습관 찾아 고치기(4회차 실천과제), 1일 

15초 거울 보며 웃음 연습하기(5회차 실천과제)에 대한 실천 내용, 과정, 가족들의 변화와 

반응, 소감 등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발표하고 토의하여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② 워크숍 활동으로 올바르게 칭찬하고 꾸중하는 방법(3회차 주제), 좋은 부모의 역할(4회차 

주제),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5회차 주제)에 대하여 토의하고, 1-1-6 프로그램인 <나> 자신

을 잘 경영하는 지혜(3회차 자료),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지혜(4회차 자료), <효> 부모

에게 효도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지혜(5회차 자료)가 담긴 감화이야기 자료를 각

각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가족회의 방법을 실습하였다.

  ③ 실습한 내용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의 가족회의를 실시하고 실천기록부(별도 서식 제공)를 작

성해 다음 교육활동 시간까지 가져오도록 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위한 깨알습관

[Tiny Habits] 기르기로 1일 1가족 칭찬하기(3회차 실천과제), 자신의 잘못된 대화습관 찾아 

고치기(4회차 실천과제), 1일 15초 거울 보며 웃음 연습하기(5회차 실천과제)를 실천하도록 

과제를 부여하고 안내하였다.

마. 동아리 6회차 교육활동 

  ① 가족회의 실천기록장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실시한 가족회의와 깨알습관 [Tiny Habits] 기르

기에 대한 실천사례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② 그 동안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포트폴리오 자료를 서로 비교해 보고 좋은 점을 발표하고 

토의하여 내용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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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제까지 실천한 누적된 자료를 정리하고, 실천 내용을 수기 형식으로 작성하여 다음 교육

활동 시간에 가져오도록 과제를 부여하였다.

바. 동아리 7회차 교육활동 

  ①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학부모인성동아리 활동 자료인 인생헌장, 가족헌장, 포트폴리오 자료 

등을 전시하고, 실천사례종합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는 (사)박약회 실천 수기 공모에 

응모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학부모인성동아리 활동자료집도 발간 보급하였다. 

  ② 설문에 의한 평가 반성을 통해 그 동안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반응, 발전적 과제 등을 토

의하여 피이드백 자료로 활용하였다.

사. 학생 지원 보조 프로그램

학부모인성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와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가정에서도 가족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아리 2회차 교육 후 학생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해당 학

교 학생 2명과 (사)박약회 지도위원 2명이 가족 역할을 분담하고 연습하여 역할극 형태의 방송교육

으로 1-1-6 실천프로그램을 교육하였다. 이 때 각 학급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배부된 감화이

야기와 활동자료에 따라 방송을 시청하며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담임교사가 임장

하여 지도하였다. 

5.� 실천 결과

가. 설문 결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학부모인성동아리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 91.54%, 만족 

5.34%, 보통2.08%, 미흡 1.04%로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주요 반응으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인성교육 방법을 통해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와 나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

과 반성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부모의 역할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그 동안 이론 위주

의 단발성 인성교육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정과 사회를 밝고 품격 있게 만드는 실질적인 솔루션

이 될 수 있다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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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부모인성동아리에 대한 참가자 반응 

  - 가족들의 화합과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 긍정적인 작은 변화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었다.

  - 나 자신이 변하니 가족들이 저절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 권위적이던 시부모님이 변하시면서 평화로운 가정이 되었어요.

  - 동아리활동으로 우리 가족은 행복의 씨앗을 심었다.

  - 대화다운 대화로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

  - 자녀의 얼굴에 웃음이 많아진 작지만 소중한 변화였다.

  - 방관자였던 남편이 어느새 대화마당의 주인이 되었다.

  - 우리 가족, 이제 행복한 가정 만들기 기초공사 중이지만 매우 희망적이다.

  - 숙제처럼 시작한 인성교육이 편안한 엄마로 변화시켰다.

  - 매순간 행복한 삶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부모로서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 되었다.

  - 가족헌장만으로도 더 단단한 믿음이 생기고 자부심 높은 가정이 되었다.

  - 가족들이 함께 하는 활동과 대화가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였다.

  - 아이들이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변화되었다.

  - 처음과 달리 가족회의 시간이 기다려진다.

  - 직접 실천 내용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웠다.

  -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신중함과 한 번 더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생겼다.

  -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면서 남편의 말도 들리기 시작하였다.

  - 가족 사이에 힘들었던 많은 일들이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다.

다. 실천 결과 요약

  ① 인성교육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

인 학부모 인성동아리 활동은 매우 효과적이다.

  ② (사)박약회 H.P.M.인성교육은 목표가 명료하고 방법이 간단하고 적용이 쉬어 동아리활동을 

통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기에 비교적 알맞은 프로그램이다.

  ③ 학부모동아리 활동을 통한 H.P.M..인성교육은 좋은 습관 형성과 가족 간의 소통능력을 높

여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적절한 도구와 방법으로 밝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실

질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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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H.P.M.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의 도구와 방법은 목표가 간단명료하고 방법이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창시자인 이용태 (사)박약회 회장이 구안한 바른 인성을 만드는 습관

화 실천화 모델(Habituating & Practicing Model)이다.

  ◈ H.P.M.인성교육의 내용

     H.P.M.인성교육에서는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는 부분뿐만 아니라, <남>과 사이좋게 지내

기 위한 대인관계 영역, <나>자신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자기관리 영역, <일>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과제해결 영역, 가정에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시는 <효>영역으로 대별하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전반을 인성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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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탐색과 인생 설계와 계획에 대한 접근으로 가장 먼저 각자 자신의 꿈과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 삶의 목표가 없다는 것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

기 때문이다. 

목표가 정해지면 인성교육 내용 분야에서 제시한  <남>, <나>, <일>의 영역에서 꼭 실천하여 습

관화 하고 싶은 삶의 원칙을 영역별로 3개씩을 선정하고 <효>영역에서 1가지를 합하여  모두 10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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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실천전략으로 알맞은 감화이야기를 활용하여 한 달에 한 번 한 시간 

정도 ‘가족회의’를 통해 인성 덕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회의 진행

은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 감화이야기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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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이야기 내용을 요약하여 말한다.

    3단계 :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과 느낌을 나눈다.

    4단계 : 이야기 속의 교훈을 찾는다. 

    5단계 : 교훈에 대한 각자 실천할 과제를 정한다.

    6단계 : 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평가계획을 확인한다.

◈ 깨알습관[Tiny Habits]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큰 노력이 들지 않으며 매일 할 수 있는 반복적

인 행동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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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성공의 비결, Kim’s Law

김영경(한국버츄프로젝트)

이 글은 버츄프로젝트의 국내 보급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제가 발견한 하나의 교육공학적 

법칙을 소개하기 위한 글입니다.

버츄프로젝트는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 북미 지역에서 개발되어 지금은 전 세계 100여개 국가

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은 2003

년, 그러니까 금년은 제가 인성교육 분야에 첫발을 내디딘 지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해 바로 이 자리,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7> 특별 세션에서 ‘공동체 인성교육 실천 사례’

로 소개된 경기도 용인 손곡초등학교 권영애 선생님의 ‘교실의 기적, 버츄프로젝트!’와 공군교육사

령부 기본군사훈련단 김상훈 소대장의 ‘공군 인성함양 프로그램 소개 및 적용사례’가 말해주듯 그동

안 버츄프로젝트는 소리 없이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전 교육부 장관과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상임대표로부터 일선 교사에 이

르기까지 실로 많은 교육 행정가와 전문가를 만났으며, 그들로부터 값진 정보와 귀한 가르침을 얻

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9년,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인재개발센터 신기윤 소장님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한때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했다는 그분은 제가 버츄프로젝트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제 자신을 소개하자, 본인은 중앙공무원연수원 재직 시절, 해외에서 들어온 

프로그램이든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든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란 프로

그램은 모두 다 물색, 검토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이 무너진 것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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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인성이 무너졌군요”라고 맞장구를 

치며, 마음속으로는 ‘예, 그래서 여기 세계적으로 검증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버츄프로젝트가 있습

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전공은 실은 사회학과 종교학이고, 대학을 졸업한 후 잠시 몸담았던 연

구소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였습니다. 교육은 물론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당시

는 제가 이 분야 일을 시작한지 불과 5, 6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신기윤 소장님의 말

이 제게 인상적으로 들린 건 필시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를 활용해서 거둔 탁월한 실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인성교육상을 수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될 정도로 인성교육이 심각하게 무너진 원인은 

무엇일까?”

제가 그 이후 인성교육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남다른 호기심을 갖고 수집, 분석한 것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인성교육 성공의 비결’이라고 소개할 

Kim’s Law는 그를 통해 얻게 된 개인적인 깨달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Kim’s Law는 교육결과(Result)는 학생(Pupil)과 프로그램(Program)과 교사(Teacher)라는 일차적 

요인과 환경(Environment)과 시간(Time)이라는 이차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보편적 법칙을 말

합니다. 이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ET(PPT)

김의 법칙은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이 무너진 것’은 프로그램(P)이라는 하나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프로그램(P) 외에도 학생(P) 교사(T)라는 일차적 요인과 환경(E)과 시간(T)이라

는 이차적 요인이 그와 결부되어 있다는 분석결과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선 버츄프로젝트를 활용한 학교 현장의 교육결과를 소개한 다음 하나씩 설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면 관계상 이차적 요인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일차적인 

요인, 즉 프로그램(P)과 학생(P)과 교사(T) 요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인문가치 실천 9 |
공동체 인성교육의 실천사례

103

  1) 교육결과(Result)

인성교육 결과와 관련하여 저는 한 교육학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증

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인성교육은 다른 교과목에 비해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교육결과가 단기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버츄프로젝트는 다릅니다. 단

기간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츄프로젝트를 학급운영에 활용, 탁월한 성과를 거

둔 공으로 2011년 ‘으뜸교사’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서울 신화초등학교 김은숙 선생님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년이든 제게 맡겨진 학년은 짧으면 한 달, 길어도 한 

달 반이면 다른 반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들의 변화가 어찌나 빠른지 어떨 땐 소름

이 오싹 돋는 걸 느낍니다.” 그녀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버츄프로젝트를 학급에 적용하여 

실천하면서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보다 2년 전, 즉 버츄프로젝트를 활용한지 채 9개월도 안된 시점인 2009년 말, ‘학교경영 영역’ 

평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은숙 선생님에게 버츄

프로젝트를 추천한 서울 을지초등학교 고승순 교감선생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말

을 들려주었습니다. “버츄프로젝트를 학교경영에 도입한 이후 문제학생 지도건수가 20분의 1로 줄

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권영애 선생님의 사

례를 직접 들었거나 그분의 책,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 혹은 <버츄프로젝트 수업>을 읽으신 분

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2) 프로그램(Program)

프로그램은 교육결과를 좌우하는 5개의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신기윤 소장도 필시 이런 의미에서 그런 진단을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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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입니다만 저는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자문위원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막 시행된 시점인 

2015년 7월 포럼에서 주최한 자문위원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배포된 자료

집 속에는 이런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성 면접 관

련 학원이 등장하고, 인성 자격증을 주는 민간 기업이 250여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기뻤고, 다른 한편으로

는 적이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를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류에 민감한 사교육시장! 혹시 인성교

육도 사교육시장의 제물이 되면 어떻게 하나?’였는데, 그런 조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김의 법칙은 학교든 가정이든 인성교육 결과는 교육주체가 어느 인성교육 프로그램, 프로

그램이 아니라면 적어도 어떤 인성교육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결국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철칙은 피할 수 없다는 말

입니다.

참고로 버츄프로젝트에 대한 한 외부 기관의 평가, 구체적으로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

위원회 산하 ‘마음의 양성 프로그램 연구팀’에서 2015년에 펴낸 한 평가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소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버츄프로젝트는 “당장 실천이 가능할 정도로 쉽다.” “활동이 흥미롭고 쉬워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에 빨리 몰입하고 내용도 빨리 익힐 수 있다.” “종교와 친화성이 높다.” “무종교인과 이웃종교인들이 

섞여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교적 영성에 이르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로 적합하다.” “당장 적용

이 가능하다.” “조직 이전에 (구성원) 스스로 변화를 체험한다.” “짧은 시간에 조직이 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버츄프로젝트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형태의 인성교육이나 정규과목은 물론 안전교

육, 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혹은 게임중독 관련 교육 등 그 어떤 교육에도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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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Teacher) 

“요즘 교사들은 너무 영악해요.” 한 교사가 젊은 후배 교사들의 처신과 관련해 제게 들려준 말입

니다. 저는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아니면 교사직 할만하다”고 말하는 파렴치한 동료가 있다는 

말도 직접 한 교사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앞에서 소개했듯이 교사로서의 

직분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매진하는 교사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버츄 트레이닝 과정을 마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

니다. “대표님, 저희 같은 교사는 별종이에요.” 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

렸습니다. 알고 보니 버츄프로젝트는 교사연수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그를 배웠다고 교직에 필요한 

‘점수’를 얻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비 지원도 없어 백 프로 자비를 들여 참석을 했다는 말이었습니

다.

버츄프로젝트 교육과정은 1일 기초과정과 3일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모두 마쳤다고 해도 앞서 소개한 선생님들처럼 모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랫

동안 “왜 그럴까? 왜 어떤 선생님은 나도 놀랄 정도로 저토록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소기의 효과는커녕 오히려 버츄프로젝트에 대해 아이들의 반감만 키우는 역효과를 내는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짐작한 대로 그 이유는 버츄프로젝트의 기본

철학에 대한 이해는 없이 그를 단순히 ‘교육기술’로만 인식하고 배워가 활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분석결과를 교육과정 설계에 적용,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교육 현장에서 더 좋

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4) 학생(Pupil) :

인성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분명 학생들(P),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자질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문제와 관련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흔히 ‘요즘 아이들의 

인성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교육전문가들의 진단이나 교육정책 당국의 여론조사 결과라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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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알게 된 사실 가운데 가장 분명한 사실은 ‘아이들에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 아니라면, 그건 조물주, 창조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정말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해도 그건 아이들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인성은 결국 성인들의 그것을 되비치는 거울일 뿐

입니다.

다른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인성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아이들에겐 전혀 문제가 없

다’는 사실은 버츄프로젝트의 제2 전략,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라!’, 즉 교육현장의 갖가지 어려움을 

오히려 아이들의 인성을 연마하는 ‘배움의 기회’로 활용, 기적을 만들어 낸 고승순, 김은숙, 권영애

와 같은 선생님들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며 Kim’s Law에 입각해 제가 나름 알아낸 인성교육의 비결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의 결과는 결국 5가지 요인, 즉 학생(P)과 프로그램(P)과 

교사(T)라는 일차적 요인과 환경(E)과 시간(T)이라는 이차적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들 요인 

가운데 전혀 문제도 없고 탓할 것도 없는 것은 학생(P)이고, 가장 중요한 건 프로그램(P)입니다. 그

리고 여기에서 교사(T)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학교교육의 핵심주체로서 바로 인성교육의 성

패를 좌우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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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나눔이 이룬 시골 요양병원의 기적

이윤환(복주요양병원)

저는 경북 안동과 예천에서  800병상규모의  예천 경도요양병원과 안동 복주요양병원을 운영하

고 있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의 이윤환 이사장입니다.

저는 자본금 천만 원으로 병원을 시작한 물리치료사 흙수저 출신이였습니다. 10년만에 자산 300

억원대의 병원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을 기반으로 존엄케어와 감사나눔이라는 가치경영을 하

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2013년부터 전국 1400개 요양병원 중에 거의 최초로 일본의 존엄케어를 이른바 4무

(냄새 무, 낙상 무, 욕창 무, 와상 무) 2탈 (탈 기저귀, 탈 억제대) 한국형 존엄케어를 실천해 왔습

니다. 하지만 이 존엄케어가 직원들 입장에서는 환자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추진함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감사나눔경영을 의

료계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나눔125운동 (1일 한 가지 선행, 한 달에 책 2권 읽기, 하

루에 5감사 쓰기)을 통해 직원들의 긍정마인드를 확장시켰고, 그 결과 존엄케어와 감사나눔이라는 

새로운 병원 조직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례가 서울 아산병원을 거쳐 직원들의 긍정마인드가 

필요한 전국의 종합병원과 기업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대한민국, 뇌졸중. 치매 등 노인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늘

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가 연재 보도한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에는 병마와 고독. 가난

에 시달리는 한국노인들의 현실을 보도 되었습니다.

아프고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 만성질환 두 가지 이상 앓아), 외롭고 (‘나 홀로 노인’ 계

속 늘어 20%… 老人사망 증가원인 2위 자살), 돈 없다(의료비 중 자기부담 비율 OECD 국가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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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세 가지만 봐도 노인세대들의 어려움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5060세대 또한 경제수명은 짧아지고 인생은 길어져 노인의 병간호와 돌봄

을 가족이 전적으로 감당하기에 힘든 경제적 상황입니다.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생기면 생업을 포기

해가며 간병을 해야 하기에 실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랜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은 ‘간병살인’이라

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현실

이러한 초고령화는 국가적 정책을 앞질러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1400여 개 이상의 요양병원이 난립한 가운데 우리나라 요양병원

에 대한 대국민적 이미지는 ‘현대판 고려장’, ‘부모를 버리는 곳’, ‘인권이 침해되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노인의료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또한 30년 전에는 우리와 같은 모

습이었습니다. 침대라는 좁은 공간에서 식사와 배설을 함께 했으며,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운 

채로 무료한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환자의 하루 생활이 환자의 생활편의보다는 직원들의 업무

편의위주로 일정을 계획, 수립하였기 때문에 병원중심의 케어였습니다. 일본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70년대 유럽과 호주 등 선진국 견학을 통해 문화적 충격을 입고 도입하여 현재 선진화된 

노인의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1990년 일본 후생성은 21세기를 대비해 QOL(Quality of Life)을 기

조로 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양적 

성장에 치우쳐 있던 의료계에 가장 결여되었던 질(質)적인 서비스라는 소프트면을 중시하게 되었습

니다. 일본의 1/3 정도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료수가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존엄케어’란 환자의 목소리에 무게를 둔 의료서비스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중 받는 생활을 하고 싶다”는 환자의 목소리에 무게를 둔 의료서비스

를 ‘존엄케어’라고 칭하며 노인들의 존엄성을 지키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상의 기쁨과 자유를 선

물하여 치료촉진 및 삶의 활력소를 부영하기 위해 저의 재단에서도 2013년 “존엄케어‘를 도입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의미의 ‘존엄케어’를 노인인권을 향상시키고 철학을 담기 위해 냄새, 낙상, 욕창, 와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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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제로를 뜻하는 4無와 기저귀와 억제대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는 2脫 운동으로 지정하여 실천하

여 왔습니다. 이 6가지 항목은 유기적이며 시너지 효과를 내며,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행하여 5년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존엄케어 선포 후 급성 뇌경색으로 서울00병원과 00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

아오던 윤00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팔과 다리에는 묶여 있었던 흔적으로 피멍

이 들어있는 상태였고, 소리 지르고 난폭한 행동양상을 계속 보이셔서 억제대 사용과 신경안정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였지만, 존엄케어 실천의 형태로 억제대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 간호사들이 환자

분을 휠체어에 태워서 간호사스테이션에 모셔 놓고 욕설을 들으면서 업무를 봤습니다. 

이유는 난폭한 환자분이 다인실에 계시면 다른 환자분들이 생활과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호사들이 고생을 감수하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났고 환자가 안정되면서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두 달 만에 재활

치료를 받고 걸어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만약 존엄케어를 하지 않았다면 이 환자분에게 억제대와 신경안정제를 투입 했을 것이고 그래도 

안정이 되지 않으면 신경안정제를 2주 이상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환자분은 침상에서 내려

오지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와상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장기간의 와상상태는 계속 중환

자실에 계시다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환절기나 겨울철에 독감이나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현재 한국요양병원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존엄케어로 재활치료를 시작한지 두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가셨고 이분께 저희 병원

의 4무2탈이 다 실현되었습니다, 억제대를 쓰지 않고 기저귀도 떼게 되었고 욕창도 발생하지 않았

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에서도 힘들다는 존엄케어를 서울도 아닌 지방 중소병원인 우리 병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노인 환자를 위해서는 세심한 관심이 수반돼야 하는 까닭

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직원들 스스로 존엄케어의 필요성과 일

이 아닌 당위성을 인식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고가의 목

욕침대 구입, 전 병동에 자동화 침대 구비 등 사람의 손을 대신할 수 있는 투자는 과감히 진행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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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단순히 근무조건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존엄케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함

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경청, 배려,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감사와 관련된 도서 한권을 선물 받고 21세기가 원하는 것은 수직적인 것이 아닌 수평적인 소통의 

시대, 소통의 대상자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 병

원 현장에 감사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의료계 최초로 감사나눔을 경영에 도입하게 되었습

니다. 

의료계 최초로 감사를 도입하다

처음 감사를 도입하였을 때 임직원들의 반응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감사가 무슨 상관이 있는

지 시큰둥한 반응과 존엄케어를 하기에도 벅찬데 감사까지 해야 하냐는 반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5감사를 쓰기 위해 감사거리를 찾게 되고,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무심코 넘겼던 행동

에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가면서 직원들의 태도에 변화

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5감사쓰기와 독서토론, 동료를 칭찬하는 문화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토론문화, 일상

의 선행을 통한 나눔문화로 퍼져 직장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만이 많았던 직원은 긍

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소원했던 가족관의 관계가 회복되고 상대방에 대한 진정성을 알아가

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상대방을 향한 적극적인 포용으로 직장에서 비난하는 문화가 사라

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면서 직장에서도 업무의 몰입도와 성과가 높아졌습니다.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지고

전 직원이 함께하는 감사펀드는 보건의료업 종사자로서 받은 혜택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급여

의 1%이내에 기부를 하여 마련하게 되었고, 직원들이 마련한 내부펀드는 직원들 스스로 운영방법

과 대상자를 선별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중 보호자가 없거나 어려운 분들을 찾아 간식과 생필

품을 지원하거나 병원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런 우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료, 몸이 아파서 쉬는 직원에게도 직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펀드가 지급되어 힘이 되어 주었고, 

고향을 떠나와 타향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조선족 동포분들의 가족이 되어 함께  생활하며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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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웃사촌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내부펀드는 선순환 되어 동료에 대한 고마움과 내가 나눈 

작은 나눔이 타인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기부한 금액만큼의 

똑같은 금액을 재단에서 1:1로 출현하여 조성된 외부펀드는 우리 주변의 도움의 손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돕게 되었습니다. 나눔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던 직원들이 감사 펀드를 통

해 나눔의 기쁨과 작은 기부문화를 통해 보람을 느끼게 되어 현재는 다섯 가구의 감사펀드 가족들

을 돕고 있으며 나눔의 또 다른 일환으로 해마다 3회 헌혈을 통해 혈액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문화가 많은 기업과 단체가 동참한다면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 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감사경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칭찬’입니다.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

두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병원의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실수에는 엄격하지만 칭찬에 인색하고 남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은 문화가 있습니다. 칭

찬거리를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동료의 행동, 장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의 노력하는 모습

을 찾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자주 하다 보니 조직원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

지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문화가 정착되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분위기는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으로도 칭찬문화가 퍼져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인트라넷에 칭찬 게시판을 만들고 직장 내에서 동료들이 선행하는 사례를 게시판에 사연과 

사진을 올리면 부상으로 3만 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칭찬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에 선행을 행

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어졌고 ‘잘하는 것을 당연히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칭찬 사례들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쳤고 긍정적인 조

직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칭찬문화는 존엄케어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는 촉매제가 되었고 직원들 스스로 발전

하는 모습에 경영자로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인의료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존엄케어’를 

선포하게 되었고, 존엄케어에 진정성을 담기 위해 의료계 최초로 감사경영을 도입하게 된 시골요양

병원의 이사장이 우리나라 최고 병원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에 초청되어 두 번의 강연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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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아산병원의 감사 운동은 의료계로 감사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덕의 언어 ‘버츄’,� �

작년 2017년 인문가치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권영애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버츄’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장의 잠재성을 가진 보석’이라는 생각에 직장내에 접목하면 좋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UN, 달라이 라마, 오프라 윈프리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이미 

탁월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꼽았던 것으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미덕을 꺼내주는 칭찬의 시작이

었습니다. 책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버츄를 알아가던 중 아이들에게 국한되어 사용되는 점이 아

쉬웠는데 성인들로 구성된 직장에 버츄를 활용하고 계신 영광기독병원의 김경옥 이사장님을 만나 

뵙고 성인 직장인들에게 접목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한 현장을 목격하고 초정강연을 열게 되었습니

다. 재단 내 44명의 핵심간부들이 버츄강연에 참석하여 버츄프로그램의 미덕에 대해 이해하고 각 

부서에 접목하여 현재는 부서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자신과 동료, 함께 생활

하는 환자분들에게 맞추어 그들의 눈높이로 진행되는 버츄는 수년간 ‘감사’로 단련된 조직문화에 또 

다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 버츄 도입은 미덕의 언어 즉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직원들

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스스로 더 노력해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남이 잘하는 것은 칭찬하다’

저와 족친 간인 퇴계 이황 선생의 종손인 이근필 종손께서 저를 부르셔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

니다. 제가 쓴 책 불광불급을 통하여 감사·존중·배려의 문화를 사회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아시고 

퇴계 선생의 가르침 중에 은악양선(隱惡楊善) 즉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남이 잘하는 것은 칭찬하

다’는 우리나라 옛 선현들의 가르침을 비난과 질시가 난무하는 작금의 사회풍토를 바꾸어 가는데 

남은 생을 바치고 싶다 하셨습니다.

행복나눔125운동의 감사나눔, 한국버츄프로젝트의 버츄 그리고 유교사상에서 시작된 은악양선(隱

惡楊善), 모두 공통된 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칭찬하는 문화를 정신적 가치가 피폐되어가는 

현대 사회에 확대시키자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럼의 주제 ‘공동체 인성교육’ 또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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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직장 등 사회 모든 곳에서 감사와 버츄, 칭찬 문화를 공동체 의식으로 받아들고 발전시켜나

간다면 한국 사회는 머지않아 정신문화강국이 될 것이고 헬조선이 아니라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과제를 해결하고 한국 정신문화를 재확립해나가는데 있어서 지

혜를 같이 모으고 함께 노력한다면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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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 인성교육을 통한 작은 습관, 큰 변화

  - 학생 사례 - 

장 옥 선(단국대학교)  

1.� 21세기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 �

지난 1월 중앙일보에서 구글인재 0순위가‘더불어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이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구글의 인사 원칙은‘영리하고 스펙이 뛰어난 사람보다 함께 일하기 즐거운‘지적 겸손을 갖춘 

지원자’라고 밝혔다. 진정한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시대의 인재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소유자가 아니라 인간의 감성, 상상력, 창의성 같은 요

소를 결부해서 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창의성만이 아닌 경청과 공감, 커뮤니케이션, 설득력, 협업 능력의 역량을 원한다. 구글 인사원칙

과 같은 맥락이다.       

어디 그뿐인가? 

시대 변화에 따른 리더십의 개념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슈퍼맨의 영웅적 리더십이 아니라 다양한 인재가 협업하도록 하는 어벤져스 리더십이다. 다양한 

팀원들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이를 잘 조화하는 리더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 리더는 각기 다른 

재능들을 잘 융화하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팀원들이 가

지고 있는 각기 다른 재능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리더십이다.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창의적 역량만이 아닌 인성역량도 함께 갖추는 것이 글로벌 시대의 흐름이다. 

학교교육에서도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창의적 융합형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역량중심의 2015 

개정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창의적 역량 이외에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미적 능력’과 다

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위 내용과 관련된 인성역량들이다. 

21세기 인재는 창의성 만이 아닌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성도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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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서 알 수 있다.  

 

2.� HPM으로 다가가는 인성교육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강조 하였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경향인 강한 이기심, 배려심 부족으로 오는 여러 문제를 보며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 일반화 되면서 오는 인성의 문제, 학력

만능의 풍토에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편파적인 생각들이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며 실

천적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HPM 인성교육은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지는 인성교육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지난해 HPM (Habituating ＆ Practicing Model)을 처음 접한 후 박약회 인성교육에 첫발

을 내딛게 되었다. 기존 인성교육과는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회성이 아닌 바람직한 습관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의 행동 변화가 행복한 삶에 이어지도록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HPM 인성

교육은 쉽고 재밌게 습관과 행동을 바꾸는 습관화 실천 모델이라는 점에서 다른 인성교육과는 접

근부터 달랐다.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지만 쉽게 잊어버  리

고 만다.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한다. 어떻게 하면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 - 중략 -

수없이 되풀이해야 습관이 된다. 그래서 위에서 배운 교훈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행복하

다’를 10만 번 되풀이해야 한다.” 

                              - 이용태 지음 ‘명랑한 학교 즐거운 교실’에서

습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복 또 반복이 필요하다. 반복을 통한 바른 습관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

동적으로 표출되게 하는 것이다.  

얼마 전 A초등학교 인성교육 강의를 위해 5학년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한 학생이 열심히 ‘습관

의 힘’이라는 책 읽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유를 물으니 아빠가 자신의 습관을 고쳐보라고 사

준 책이란다. 그날 인성 강의는 자신의 나쁜 습관을 논하며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실

감나게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그날 아이들과 스스로를 칭찬하는‘셀프 칭찬’의 습관을 가져보자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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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했다. 

습관 형성은 조기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인성습관은 가치관 정립이 시작되는 초

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위임으로 바른 

습관의 형성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인성교육을 하면서 관리자로서가 아닌 교사로서 교실에서의 학생들의 분위기를 볼 수 있었다. 학

교별, 학년별, 학급별 색깔이 모두 다른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강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요즈음 학생들의 문화를 읽을 수 있었고 그들이 관심거리가 무엇인지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눈높이 강의를 하기위해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인성교육을 하면서 나의 달라진 

모습이다. 

3.� 작은 습관,� 큰 변화 사례

가. 출발점 : 인성교육의 도입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학고 배려하며,‘항상행복’으

로 행복감을 느껴 그들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있다.

나. 인성교육 수업 사례

  ▶ 스토리텔링을 통한 1-1-6 

    - 중학교 1~3학년 40명,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  

중학생 대상으로 인성교육 목표를 ‘항상행복’과‘역지사지’에 두고 6단계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 수

업은 안양시 관내와 인근시의 중학생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이란 점이 특징적이었다. 학교도 다르

고 학년도 달라 인성교육에 방향잡기가 어려웠다. 총 8시간 중 첫째 시간이어서 서로 서먹하지 않

도록 수업 시작 전 자기소개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회의 주제는 박약회 교재에 있는 HPM 인성교육 감동이야기 모음 중에서‘행복’,‘감사’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비교적 내용이 짧고 학생들이 쉽게 공감하는 내용을 7개 선정하고 다음 단계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1단계 : 감동 이야기 읽기

  2단계 : 이야기 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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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소감 말하기

  4단계 : 구호 합창하기 

  5단계 : 실천 약속하기 

  6단계 : 실천 점검하기(첫 시간이라 이 단계는 하지 않음)  

모듬은 7모듬으로 구성하고 모듬별 진행자는 스스로 선출하게 하여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였으

며, 구호 합창하기는 모듬별로 전 학생 앞에서 발표하게 하였다. 처음엔 서먹함이 보이더니 모듬별 

구호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강의실 안에 가득 채워지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그

리고 5단계 실천 약속에서는 자신의 인성 습관 과제 한 가지를 쓰고 모듬별 구성원들에게 공개 선

언을 하도록 하였다.

  공개선언은 심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도 나름 고려 하였다. 

  평가는 설문지와 모듬별로 작성한 1-1-6 실천기록장에 스티커를 붙여 모듬별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모듬에게는 인세티브를 제공하였다.  

  

  다음은 수업 후 설문지에 기록된 글이다.

“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뜻깊은 기회

였다.”

“ 인생을 부정 → 긍정으로 바꾸게 해준 강의 였다.”

“ 단지 교육이라고 해서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인생과도 연결시키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는 하나의 새로운 계기와 동기부여가 되어 이 연수를 신청하기를 잘 했

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첫 수업이었지만 학생들 중에서 습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인생을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동기부여로도 강사로서 만족한다.

  아쉽다면 그들의 바른 인성이 습관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 1-3-10 나의인생헌장만들기 

   -  용인대덕초 1학년 4개반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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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초1학년 4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수요원 3명과 함께 HPM 인성교육을 총 8차시를 

계획하여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대덕초는 교사 연수 2회, 학부

모 전체 연수 1회, 1학년 학부모 동아리 인성교육, 전교생 인성교육 2회도 병행하여 인성교육의 효

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인성교육 강의에 앞서 경인추가 주관하여 1학년 선생님들에게 HPM 인성교육을 간단히 설명하고 

강의 일정, 서로의 협조사항, 지역여건과 1학년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성교육 수업은 1학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기, 실제로 해보는 역할놀

이 위주로 수업을 하였다. 1회차 수업은 새내기 1학년생의 첫 시간 수업임을 감안하여 인사 예절, 

습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꿈’에 대해 이야기 중심으로 수업을 하였다. 새 학년을 시작한지 

겨우 2개월밖에 안된 학생들에게 2시간의 인성 수업은 교수요원들 모두가 어려웠다고 하소연들이

었다. 

2회차 수업부터 1-3-10 나의인생헌장에 대한 내용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

기 위해, 나를 멋지게 하기 위해, 효도를 잘하려면 등으로 접근하고 학습지를 마련하여 그림과 함

께 자신의 습관 과제를 간단히 쓰도록 하였다.  

1학년은 1-3-10 나의인생헌장만들기가 어려워 학년 수준답게 한 덕목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

는 것이 교수요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어서 1-4-4를 실시하였다. 

어느새 ‘꿈’을 이루기 위한 약속을 한 가지만 표현하던 아이들이‘남’,‘나’, 에 대한 약속도 잘 기록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효’와 그동안 수업하면서 느낀 점도 잘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교수요원들 

모두는 학생들의 발전된 모습에 놀랍고 보람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담임 선생님들은 교사 연수를 통해, 학부모들은 전체 연수 및 학부모 동아리 인성교육을 통해 

1-3-10을 접했기에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협조적이어서 더 보람있고 효과적인 교육이었다. 

학부모 동아리를 하였던 어느 학부모는 자신도 엄마헌장을 만들어 보았기에 아이들의 1-3-10을

(실제로 1-4-4)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녀에게 보탬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랩퍼가 꿈인 어느 학생은 1학년 답지 않게‘행복하고 참 좋은 내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1학년 

어느 학생은 ‘소통으로 화를 풀겠다.’는 습관 약속을 기록하여 교수요원들 모두가 한바탕 웃기도 

했다.  

처음엔 두려움 속에서 시작한 수업이 1학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준 인성 수업이

었다.         

안타까운 점은 앞으로 이러한 학생들의 모습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학교와 부모님의 관심 속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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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학년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습관을 약속한 내용들이다. 

2회차(3-4차시) 3회차(5-6차시) 4회차(7-8차시) 

 

4.� 작은 습관,� 큰 변화를 향하여 한걸음 더 !� � � � � �

인성교육의 긍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팔다리 없는 닉부이지치는‘행복은 팔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

고 마음 속에 있다.’고 했다. 

  -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닉부이지치 영상을 보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긍정적

인 생각을 하게 된 P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설문 

  - 인성교육을 통해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자세히는 아니지만 많이 알 수 있었고 내 

인성의 강한 힘을 느꼈다는 C중학교 1학년 학생의 설문

  - 친구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습관을 실천하겠다는 S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설문 

  -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F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설문

  - 작지만 이 강의를 듣고 친구들에게 욕이 아닌 고운말 습관을 들여야겠다는 B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설문   

 

첫 시작은 작지만 습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다.  

오늘도 인성교육을 하는 강사로서 기대한다.  

HPM 인성교육을 통해 형성된 작은 습관들이 긍극적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큰 변화로 이

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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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활용 행복교육과 인성교육 실천

 권 영 주(한국뇌교육원)

Ⅰ.� 뇌와 인성교육

우리 뇌에는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 그것을 ‘믿는대로 이루어진다, 생각이 현실화된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 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 실체는 선택하고 끝까

지 집중하면 뇌에서 이루어낸다는 것이다. 내가 뭔가 목표를 세웠거나, 선택했다면 뇌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계획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실현시킬 마음의 의지도 내게 하면서 목표를 

이루는 쪽으로 작동되기 시작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뇌가 그것을 끝내 현실로 이루어내는 힘이

다. 예를 들어 ‘나는 귀하다’하면 뇌는 내가 귀하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낸

다. 반대로 ‘나는 못났다’하면 못났다는 현실을 체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내가 결과

를 바라면 뇌는 그것을 과정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선택하면 이루는 뇌의 힘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 힘을 잘 쓰고 못 쓰고의 차이는 좋은 뇌 나

쁜 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뇌를 활용하는 능력이 다를 뿐이다. 뇌를 잘 이해하고 뇌를 잘 쓰

는 방법을 훈련하면 그 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선택하면 이루는 두뇌의 힘이 다 있는데 그 힘을 온전히 잘 쓰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뇌와 

마음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뱀을 맞딱드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부분은 깜짝 놀라고 도망치

기 바쁠 것이다. 그러나 뱀을 잡아 파는 땅꾼들은 오히려 좋아할 것이다. 뱀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뇌에 저장되어 있는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 이렇듯 뇌의 정보에 따라 체험하는 감정, 마음이 

달라진다. 다른 예로 플라시보 효과를 들 수 있다. 가짜약을 진짜라고 속이고 환자들에게 먹였을 

때도 진짜 약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 실체는 가짜약이지만 진짜 

약이라고 뇌의 정보대로 의심없이 믿고 약을 먹으니까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뇌는 

실체에 상관없이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 반응하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정보가 뇌에 입력되면 뇌에는 새로운 시냅스 회로가 형성된다. 시냅스는 뇌세포간의 연결부

위로 뇌의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가 성격이 어떻고, 인성이 어떻고, 역량이 어떻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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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모두 다 뇌의 시냅스 회로화된 정보의 작용이다. 다시 말해서 습관화된 정보의 작용이 성

격과 인성, 역량을 결정한다. 성격, 인성, 역량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는 것은 뇌의 시냅스화된 

정보를 바꾼다는 것이다. 습관을 체인지한다는 것이다. 마음을 다룬다는 것은 뇌의 정보처리를 하

는 것이다.  

뇌에 새로운 자극이 반복해서 들어오면 그러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신경회로가 만들

어지면서 뇌의 시냅스 연결구조가 변화한다. 이를 뇌의 신경가소성, 가소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한다. 지금 현재 내

가 갖고 있는 나의 습관, 능력, 성격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이며, 나의 시냅스 

회로의 정보처리 방식의 결과인 셈입니다. 뇌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뇌의 

습관화된 정보를 바꿀 수가 있다. 뇌활용 원리를 이해하고 훈련하는 만큼 뇌를 효율적으로 잘 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뇌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뇌는 변화할 수 있는데, 변화의 방향성이 중

요하다. 뇌는 정보에 반응하기 때문에 뇌는 내가 주는 방향성대로 정보를 재조합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주는가가 중요하다. 무엇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가치관이 뇌의 정보처리 방향성을 결정한다. 뇌에서 가치관이 결정되면 뇌는 그 가치관에 맞는 정

보를 선택하게 되고 그런 정보들을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된다. 이런 습관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치관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

다. 뇌활용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다. 

이기적인 가치관에서 선택한 생각, 행동은 이기적인 습관을 만들고 나만의 행복을 추구한다. 반

대로 상생적인 가치관에서 선택한 생각, 행동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이타적인 습관을 형

성한다. 인성교육에서 존중, 배려, 정의, 책임 등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덕목 정보라도 입력되기 어렵다. 뭐가 바뀌어야 되냐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실효성있는 인성교육이 되려면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Ⅱ.� 뇌활용 행복교육의 원리와 내용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는 6년 연속 최하위권에서 바뀌지 않고 있다. 성적으

로 줄세우기 교육 풍토에서 자신감을 잃고 있는 아이들.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가르치는 기쁨을 

잃어버린 교사들. 학생도, 교사도 모두 행복하지 않은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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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행복하고 교육이 살아난다.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 이전에 지금 당

장 교사와 학생들의 행복감 증진, 행복한 교실만들기는 가능하다. 그 방법으로 뇌활용 행복교육을 

제안한다. 

행복하려면 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뇌활용을 잘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것

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은 마음의 문제라고 모두 알고

는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하니까 자신의 

원하지 않는 감정과 생각을 체험하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행복하려면 

마음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뇌활용 행복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힘이 있고, 그 선택의 주체가 바로 자신

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뇌활용 행복교육은 뇌를 잘 활용하여  행복해지는 삶의 기술을 익히는 뇌

교육이다. 정서조절 교육, 자신감 회복 교육, 홍익정신 교육의 세가지 교육을 한다.

� 1.� 정서조절 교육

인성교육은 정서조절이 선행되어야 한다. 누구나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두뇌의 힘을 가지고 있지

만, 이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정서 상태일 때 잘 활용할 수 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정서 상태에서

는 긍정적으로 따뜻한 선택을 하기가 쉬워진다. 반면 부정적이고 거친 정서 상태에서는 노력한 만

큼 좋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려면 우선 정서조절이 필요하다. 뇌활용 행복

교육에서는 신체활동, 명상, 두뇌우호적 환경만들기 등을 통해 뇌파를 조절하고 호르몬을 조절해서 

정서를 조절한다. 정서를 조절하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뇌체조, 명상을 한 후 아이들의 변화 사례를 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한 느낌이 든다. 머리가 맑아지고 수업에 집중이 잘된다고 한다. 교사들의 지도사

례를 보면, 학생들의 들뜨는 기운이 가라앉고 교실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매우 안정적이 된다, 짜

증이 줄어들고 교사의 말을 수용하게 되는 태도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 2.� 자신감 회복 교육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뇌의 힘을 잘 활용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며, ‘내가 선택의 주체’라고 하는 자각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성공과 기쁨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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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풍토 속에서 끊임없이 서열을 매긴다. 성적으로 평가받는 학생들은 5%의 상위자를 제외하고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정보를 갖기가 어렵다. 자신감 부족은 뇌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경쟁을 통한 자신감이 아닌 누구에게나 잠재된 본질적 자신감이 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자

신감을 회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감정의 주인되는 훈련, 

한계에 도전하는 훈련,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도전하는 훈련 등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교육

을 한다. 그렇게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행복을 선택하는 뇌의 주인이 된다. 그럴 때 

행복할 수 있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는 힘을 갖게 된다. 

아이들의 변화 사례를 보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지

가 생겼다, 자신을 믿고 목표에 집중하고 실천하는 힘이 생겼다고 한다. 교사들의 지도사례를 보면, 

체력이 길러지고, 집중력, 자신감, 의지력을 키우는데 특효약이다.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

부심과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부정적이던 성향이 많이 달라지고, 용기있게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게 되었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한

다.   

3.� 홍익정신 교육

우리 뇌에 어떤 정보가 선택되고 반복이 되면 시냅스 회로가 생기고 습관이 된다. 그러나 어떤 

습관이 결정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가치관은 무엇

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 바로 섰

을 때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다. 

뇌교육의 철학은 홍익인간 정신, 홍익철학이다. 홍익인간 철학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은 인간은 선

택하면 이루어지는 창조성과 모든 생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는 귀한 존재로 본다. 창조성과 순

수한 사랑, 이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 삶의 목적은 그런 자신의 본성,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인성회복에 있다고 본다. 인성을 회복할 때 개인도 행복하고 전체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인성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홍익정신은 인

성회복을 위한 좋은 정신이다.  

홍익인간은 교육법에 교육이념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홍익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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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있다. 우리가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실제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선조들은 실제적으로 홍익인간을 기르는 교육방법

이 있었다. 우리 선조들의 심신수련을 통래서 홍익정신을 발현하도록 하는 원리가 정충기장신명의 

원리이다. 인간이 숨쉬고 살아있게 하는 생명력이 있다. 그 생명력은 우주와 연결된 생명력이다. 이 

생명력을 활성화는 심신수련을 통해서 홍익정신이 발현되도록 하였다. 신체를 단련하는 활동을 통

해서 몸의 에너지를 채운다. 우리 몸, 특히 아랫배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건강해진다. 그것을 정이 

충만하다고 해서 정충(精充)이라고 한다. 정충이 되고 계속 생명력을 활성화하여 에너지가 쌓이면 

가슴이 열리고 행복해진다. 기운이 크고 어른스러워진다고 해서 기장(氣壯)이라고 한다. 정충, 기장

이 되고 계속 에너지가 쌓이면 순수의식, 인간의 본성, 본래 마음과 만난다. 의식이 밝아지면서 자

기 안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고 조화로운 선택, 가치있는 선택이 일어난다. 그 선택을 사랑이라 

하건 자비라 하건 인(仁)이라고 하건 실체는 같은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그것을 홍익이라고 하였다. 

좋은 남도 좋은 밝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된다. 신이 밝아진다고 해서 신명(神明)이라고 한다. 이것

이 우리 민족의 정충기장신명의 원리이다. 정충기장신명의 앞글자를 따면 정기신, 두글자 줄이면 

정신이다. 바로 홍익정신을 뜻한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선도의 수련법으로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

도록 교육을 했다. 단순하게 형이상학적인 정신이 아니라, 활기찬 몸, 열린 가슴, 밝은 의식을 갖게 

하는 심신수행법으로 실체적인 교육방법론이다. 우리 선조들은 심신수행을 통하여 신체, 정서, 인지

의 통합적 교육을 했다. 한국식 전인교육법이다. 

뇌활용 행복교육은 뇌훈련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있는 순수한 양심을 깨움으로써 홍익정신을 갖

게 하는 지덕체 합일의 교육이다. 홍익인간 교육은 국학기공, 홍익의 꿈과 진로의식 키우기, 홍익의 

가치를 습관화하는 공부하는 목적 구호외치기, 1일 1선 홍익실천 활동을 한다. 

아이들의 변화 사례를 보면, 홍익을 실천할 때마다 뿌듯하고, 친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까 나도 행복해졌다. 왜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다고 하였다. 교사들의 지도사례를 보면, 홍익을 실천하면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학급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가정에서, 이웃들에게도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홍익을 실천하게 되고, 홍익습관이 형

성된다고 하였다. 



132



| 인문가치 실천 9 |
공동체 인성교육의 실천사례

133



134

 발표자 정보

성    명 김동량

국    적 대한민국

소    속 사)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

현 직 위 회장

이 메 일 doryang1@hanmail.net

전문분야 교육행정

학   력

-�안동농림고등힉교

-�안동교육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수료

-� U.S.A.� New� Jersey� � Harvest� Institute� English� Course�수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HPM과정 수료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석사과정(문화관광학과)

경력사항

-�교사:� 1968.03.01.~1996.02.29(28.0)�안동지역 안동초등 등9개교

-�교감:� 1996.03.01.~1997.08.31(1.6)� �성주용암등 2개교 

-�장학사 1997.09.01.~1999.2.28(1.6)�청송,�봉화교육청

-�교육연구사1999.03.01.~2000.08.31(1.6)�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

-�교장 2000.09.01.~2004.� 08.31(4.0)일직남부,임동

-�장학관(학무과장)2004.9.1.~2007.02.28(2.6)청송,영주교육청

-�장학관(교육장)� 2007.03.01.~2008.08.31(1.6)경상북도상주교육청

-�사)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장 2012.4.1.~2014.3.31.

-�사)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부설 노인대학장 2014.4.1.~2016.3.31.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25대 이사 1914.3.21.~

 발표 정보

발표제목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인성과 시대적 과제

키 워 드 어르신들의 인성



| 인문가치 실천 9 |
공동체 인성교육의 실천사례

135

구분 연합회
직할
지회

지회 분회 경로당
회원수
(천명)

지도자
대학

노인대학

전국 16 1 244 2,082 65,159 2,447 15 332

경북 1 23 325 7,883 307 1 55

안동 1 24
517

(521)
23,917 0 1

기타
1) 총인구 (전국) :약 5,178만명/ 2) 노인(65세 이상) 인구 약 736만명(14.2%)
※안동시인구 166,274명 / 노인수(65세이상): 35,948명(21.6%)

존경받는 어르신의 인성과 시대적 과제

                                    김동량(사)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

1.� 노인사회의 변화

대한노인회 조직(2017년 말 기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급격

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 기술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사회

가 등장하였다. 

고령화 사회는 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7%) → 고령 사회

(14%) → 초고령 사회(20%) 순으로 구분한다.

고령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65세 이상인구의 비율이 11.4%이며, 향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는 저출산의 확대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

해 노년 인구는 증가하여 연금, 의료비 등 노년 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노인 소외, 빈곤, 질병 등의 노인 문제도 나타난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산 장려 정책 실시, 정년 연장과 재취업 지원 등 노인 일자리 창

출, 노인 복지 시설 확충과 실버 산업 육성 등이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



136

2.� 어르신과 노인의 구분

노인(老人)이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늙은이, 고령자(高齡者), 시

니어, 실버 등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이면 노인

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어원상 어르신의 의미는 “남의 아버지를 높여서 이르는 말”이지만 최근에는 거의 동일어

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인 보다는 어르신으로 호칭하는 것은 공경의 대상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

을 뿐이다.

어쨌든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 흔히 나이 드신 분들께 노인이라 부fms다. 또한 높임말로 어르신

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 어감이 사뭇 다르다. 노인이 되고 싶을까? 아니면 어르신이 되고 싶을까? 

임춘식  前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 받는 사람이다.

노인은 몸과 마음이 세월이 가니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노인은 몸과 마음이 세월이 가니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

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체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대가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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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활발한 모습

을 가진 사람이다.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물건들을 재활용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황혼에도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괴테는 노년에 관한 유명한 말을 남겼다. "노인의 삶은 상실

의 삶이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상실하게 된다. 건강, 돈, 일, 친구, 그리고 꿈"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이하게 될 노년이 되어 가면서 괴테의 말을 음미하며, 준비를 소홀

히 하지 않는다면 황혼도 풍요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어르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3.� 어른들의 모습이 바로 인성교육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되었고 인성교과를 도입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인성 교육 시간을 배당하라

고 할 것인데, 인성과 같은 가치관과 태도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의 영향보다도 잠재적 교육과정(의

도하지 않는 교육)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생각한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예의, 시민성, 용기, 성실 등을 열나게 배우고 익힌다고 해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배우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덕성만큼 자라고 사회의 청소년들은 그 사회의 도덕 함량만큼 자란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인성교육을 가정에서 험한 말로 부부가 거친 싸움을 수시로 한다면, 그걸 자녀들이 어느

새 다 배우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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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평소에 고운말을 쓰지 않는데, 그 자녀가 고운말을 쓸 리 만무하다. 

부모가 그 자녀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마구 건너면서 그 자녀가 교통교칙을 잘 지키리라 기대

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부모가 맨날 TV 연속극이나 보면서, 자녀에게는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면, 그 자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불법 영업을 해서 운 좋게 많은 돈을 버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런 기회가 자신에게 왔는데, 성

인군자처럼 흔들리지 않을 젊은이가 얼마나 있으리오.

직장에서 사회에서 부당한 현실을 보고도 이를 개선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런 

사람에게 고난의 불이익이 돌아오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면 누가 선뜻 나서려 하겠는가!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려고 알음알음으로 주변인에게 부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척하고 확인서

를 받아오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 학생은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와 같이 인성교육은 앎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어떤 치밀한 인성교육 계획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바르게 가르치려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본질과

는 거리가 있다.

아이들은 말로 가르쳐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보고 배워서 행동하는 게 훨씬 많다.

아이들은 어른을 비롯한 사회 인간군상의 다양한 행동을 보면서 자기 나름의 인성을 형성해 가

는 것이다.

즉, 모델을 보고 따라 배운다.  인성교과라는 교육과정 위에 말로 가르치려는 그런 구두교육 위

에 어른들의 모습이 있고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바로 올바른 인성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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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

글. 류재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행복이 모든 사람의 절대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적어도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행복은 목표로 설정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 철학의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전통에 따르면, 행복은 ‘잘 사는 

것(living well)’ 또는 ‘좋은 삶’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장기에 걸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히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면 지속 가능한 행복감을 얻기

는 어렵다. 좋은 삶이란 어떠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

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서로 다른 행복을 경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복에 중요한 요소들

은 분명히 존재한다. 행복경제학에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연구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요소들 중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적정한 노후 소득은 행복의 필요조건

먼저, 가장 필수적인 것은 적정 수준의 소득이다. 경제적인 빈곤은 노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협하

는 가장 큰 문제이며,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은 행복에 필수적이다. 또한 절대적인 소득이 높을수

록 평균적으로 더 행복해진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소득이 계속 증가한다고 해서 행복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아니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은 행복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 효용 

체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상대적인 소득 

또한 절대적인 소득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컨대, 한국의 평균 소득보다 높은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평균 연봉이 2억 원인 동네에 산다면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다. 동일한 

이유로 경제적 불평등 또한 행복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노인들의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지

니고 있지만, 현재의 노인 세대는 이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기 이전의 세대이다. 자연히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 통계청의 <201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의 수급 비율은 42.3%수준이다. 더욱이 이

들 중 약 77%는 50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는다. 대다수의 노인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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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대적 빈곤율도 49.6%(2015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의 약 3.8배 수준이다(OECD, 2015). 

때문에 노인의 58.5%(2015년 기준)는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경

제적 어려움은 한국 노인들의 행복 수준을 상당히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소득이 중요하지만 소득의 차이가 행복 수준의 차이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

과 대인 관계, 시간 활용time-use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 또한 중요하다. 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자명하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수록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 소득이 아무

리 높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하다. 건강해야 소비도 하고, 대인 관계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은 상당 부분 소득에 의존한다. 기대 수명도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나지만, 실

제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 수명 또한 소득 분위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진료비도 문제다. 가벼운 질병들은 건강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사망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증 질환의 경우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

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정기검진을 놓치지 

않고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가족,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요인

소득과 건강 이외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시간 활용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

끼는 행복감은 활동 시간을 매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노후는 평소의 시간 활용

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

나 사회적 교류를 필요로 한다. 급격한 고령화, 핵가족화, 노인 세대의 개인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

나고 있는 한국의 노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사회로부터의 고립’이이며, 이

때의 정서적 소외감은 불행의 주된 원인이다. 다양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 고립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행복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교제해야 한

다는 점이다. 타인과 직접적인 만남을 전화, 문자, 화상, 채팅 등의 간접적인 만남으로 대체하는 것

은 행복 수준이 저해할 수 있다. 직접 만나는 것에 비해 관계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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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교제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 노년기의 친구들로부

터 받는 정서적 안정과 지지는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못지않다. 가족 관계는 당연히 행복에 

중요한 요소이고, 가족 관계의 악화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사회 노인들의 상당

수는 노인 가구의 소규모화, 개인화, 노인 단독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의 증가, 가족 내 돌봄 인력의 

감소 등의 현상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부양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노인의 부양이 가족의 책임

이라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은 2006년 67.3%에서 2016년 34.1%까지 감소했다. 소원해진 가족들의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지인과 친구들로 채워졌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

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수는 2015년 기준 73%로 2013

년에 비하여 약 5%p 증가했다.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노-노 케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 중 하

나이다. 

문화·레저·봉사 활동도 행복감 증진에 도움

문화·레저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도 행복에 도움을 준다. 문화·레저 활동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한 행복에 도움을 준다. 봉사 활동

은 건강, 자아존중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각 구청에서 시행

하는 ‘어르신 경륜전수 활동’이나 ‘교육시설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행복감과 보람을 느끼는 동

시에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TV 시청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TV 시청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주지만, 이를 통해 얻는 행복감은 다른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준보다 낮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의 노인들은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TV 시청으로 보내고 있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의 83.1%가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시간을 TV 및 DVD 시청으로 보낸다.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

도 3시간 48분이나 된다. 가능하다면 TV를 끄고 다른 취미를 즐기는 것이 보다 행복해지는 길이

다.

지금까지 노인 행복에 중요한 여러 요소들을 소개했다. 물론 개인의 행복이 이러한 요소들에 의

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 중 일부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행복에 중요한 요소들이 충족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요소

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노인이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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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는 분명 좋은 사회이다. 앞으로 한국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특집. 노인은 없다 2017-5월호 월간 참여사회

 1. ‘태극기 노인’의 탄생 

 2.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3. 노인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

 4.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이 게시물을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PREV NEXT   

댓글 목록 

영어를 잘 하면 좋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는다. 우리 사회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쓰는 시간

과 노력과 돈의 양은 엄청나다.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힘센 언어이고 온 세계와 교통하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이므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영어만 잘 한다고 국제적으로 잘 소통하는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전혀 아니다. 영어로 전달할 실속있는 정보와 생각이 나에게 있어야만 한다. 더불어 상황

에 맞는 소통의 기술과 지혜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원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이루어지는 소통을 생각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한국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소통의 문제는 기본 언어구사능력을 넘어선 차원에서 발생한

다. 상식(배경지식), 상상력, 예의(배려심), 합리적 사고, 감정 통제 능력 등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

긴다. 그리고 여기에서 빚어지는 나쁜 결과는 언어구사 능력이 모자라 일어나는 나쁜 결과보다 결

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소통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 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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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지식과 사고력과 정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사고력을 기르는 방

법으로서 읽기와 쓰기 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언어를 이용하는 소통에서 사고력과 관련된 능력으로는 언어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사하는 

힘, 자기만의 개성적 언어로 표현하는 힘, 맥락을 이해하는 힘,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구분하는 힘, 

말해진 내용의 전제를 파악하는 힘, 논리적,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힘, 범주와 차원의 혼동을 피하

는 힘, 주어진 표현의 다양한 의미 가능성을 인지하는 힘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방식으로 읽기와 쓰기를 훈련하면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특히 혼자

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읽고 쓰는 활동이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 전문가가 포함된다면 

더욱 좋으리라고 본다. 

학생 독서 지도사를 양성을 위한 교재로 저술된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1>라는 책에서는 학생 

독서 지도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1

 (1)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독서하는 태도를 기른다. 

 (2) 제대로 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균형 잡힌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 

 (3) 성장 과정에 필요한 이해력과 감상력을 통해 독서 효과를 높인다. 

 (4) 사고력 향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응용력을 기른다. 

 (5) 표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6) 인성 교육과 생활 지도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람에게 평생 교육이 필요함과 어른들도 인성 교육이 필요함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 및 글

쓰기 능력이 미진함을 인정할 때, 위의 이유는 학생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반에도 유효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 5번째 이유가 내가 관심을 두는 사고력 배양과 관련된 것이다. 이 두 

가지 항목과 관련된 훈련에는 글쓰기가 포함된다. 저자들은 (4)와 관련하여, “독서 지도는 토의나 

토론, 글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사고 능력을 갖게 한다”, (5)와 관련하여 “독서 수업

을 통해 아이들은 말하는 방법과 글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2 

그렇다면 어른들을 위한 읽기와 쓰기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여러 가지 방

법이 있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방안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읽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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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뜻이 맞는 사람 4-6명이 모임을 이루고 1-2주에 한번씩 만나 독서 모임을 진행한다.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읽기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 사람이 모임

을 주재하게 된다. 읽는 책으로는 길지 않은 인문 고전을 선택한다. 좋은 책을 정밀하게 읽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때 한 작품을 완독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지루함을 느끼는 것을 막기 위해

서이다. 모임 한번을 위해 읽는 분량은 3-50 페이지로 한다.

책 읽기의 일차 목표는 내용 파악으로서 텍스트의 문자적 의미와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이해하

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럴 때에도 왜 이 차원의 

이해가 불가능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대화에

서 강조하는 ‘경청’의 노력과 같다. 내용 파악은 늘 중요하지만 늘 쉽지는 않다. 이 과정 자체만을 

위해서라도 글을 천천히 읽어야만 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내용 파악 다음에 ‘주관적 읽기’ 또는 ‘객관적 읽기’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다음’이란 개념은 시

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논리적 개념이므로 현실에서는 시간 차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

관적 읽기는 독자 개인의 특수한 경험 및 내면 세계와 텍스트가 만나는 읽기를 말한다. 이런 읽기

는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수행하는 자연스러운 독해 방식으로 많은 경우 ‘이런 내용이 

좋았다 / 재미있었다 / 마음에 와 닿았다 / 감명깊었다 / 감동적이었다’, ‘이런 내용을 읽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 / 다짐하게 되었다’ 같은 표현으로써 사고화된다. 

객관적 읽기는 읽은 내용을 “해석”하는, 곧 보편적으로 이해가능한 의미를 부여하는 읽기이다. 이

러한 독해의 전형적인 예를 우리는 문학비평문에서 만난다. 물론 이러한 의미 자체도 독자의 개인

적인 정신 세계에서 유래하므로 엄밀히 말해 객관적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의미

가 형성될 때 마치 일반적인 의미인 양 사고화되면서 독자 개인의 특수성은 감추어진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해 객관적 읽기는 ‘간접적으로 주관적인 읽기’라고 이름할 수도 있다.

소박한 예를 들자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라는 싯구를 

읽고, ‘맞아! 갈 사람은 이렇게 조용히 보내야 하는 거야. 난 예전에 갑순이한테 그러지 못해 후회

되는구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멋있게 조용히 물러나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주관

적 읽기이다. 반면에 ‘이 구절은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보이지 않게 슬퍼

하는 마음을 암시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객관적 읽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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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읽기를 잘 하려면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런 읽기를 잘 한다

는 것은 무엇보다도 텍스트 부분부분의 이해와 전체 이해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하고, 텍스트 

안과 밖의 사실을 정확하게 원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

에서는 객관적 읽기가 주관적 읽기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

어른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독서 모임과 연계된 글쓰기 훈련은 주관적 읽기와 객관적 

읽기를 글로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주관적 읽기를 글로 쓰는 것은 독후감적 쓰기가 되고, 객관

적 읽기를 글로 옮기는 것은 비평적 쓰기가 된다. 이런 글쓰기는 아직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얼

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다 읽었을 때에는 책 전체에 대해 독후감을 쓰거나 또 

(비평적 글쓰기의 한 유형인) 서평 쓰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독후감과 서평 모두 내용 요약을 포

함한다. 하지만 이에 더해 독후감에서는 글쓴이에게 의미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반면, 서평에서

는 책의 장점과 단점을 논하고 책의 주제와 관련있는 의미있는 문제를 제기한다. 독후감(적) 쓰기

도 쉽지 않지만 비평적 글쓰기는 이보다 더 어렵다. 사고력 제고에는 비평적 글쓰기가 더 도움이 

되므로 글쓰기 연습은 이 장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글은 1~2 주에 한 편을 쓰는 것이 좋고, 글 한 편의 분량은 5~700 단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

다. 이는 그리 많지 않은 분량이다.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 신중하게 쓰고 글쓰기를 지도하는 사

람이 철저하고 세심하게 다듬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할 때 짧은 글이 더 적합하다. 한 사람이 쓴 

글은 전문가의 지도와 더불어 다른 모임 구성원들의 논평을 같이 받는 것이 좋다. 정기적으로 이른 

바 “합평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읽기와 쓰기 훈련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지만 동시에 과연 이런 구상이 현실성이 있는

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과정이 진정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참

여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력을 의미있게 키우는 읽기와 쓰기 연습은 운동

에 비유하자면 근육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기준에 맞추어 온 힘을 몰아넣어 근육을 찢는 

“고통”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른들이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문화의 뼛속까지 배어있는 대충주의이

다.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대충 하는 데에 너무도 철저하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인들이 너무도 바쁘다는 것이다. 나는 주로 2~30대 직장인들이 나오는 독서 모임에 많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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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았는데 이들에게는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다. 그리고 2~40대 사회인

을 대상으로 4-5주 진행되는 글쓰기 교실을 몇 번 연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참가자분들은 일주

일에 짧은 글 한 편을 쓰는 것을 어려워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차분히 독서

하고 사색하고 글을 쓰는 습관이 가능한 삶은 먼 나라 일인 것 같았다. 

몇 년 전 한국에 정착해서 산 지 7년 되는 독일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다. 독일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 같이 편하게 쉬고 노는 곳에서 “이머 레젠 

(Immer lesen 늘 책을 읽는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이머 에센 (Immer essen 늘 뭘 먹는

다)!” 그 양반은 이 말을 농담처럼 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나라팀이 독일팀을 기적처럼 이기는 일이 있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고 우리 

축구팀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독일을 늘 이기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이 독일보다 더 책을 많이 읽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면 두 번째 것을 택하겠다. 우리의 아

름다운 아이들에게 책을 읽지 않고 격조 있게 토론하지 못하며 깊이 있게 글을 쓰지 못하는 사회

를 물려주지는 말자. 

출처: http://minjungtheology.tistory.com/995 [웹진 <제3시대>]

인성교육을 할 어른들의 각오

이러한 이면에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갈팡질팡 하는 가운데에서, 이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교

육은 백년대계이므로……’를 깨닫고, 교사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이면서 또는 사회지도층에서 다른 

일에 열심히 면서, 인성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이T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들을 도와 줄 제도적 장치가 취약해서, 사회에 바람을 일으켜 효과를 거두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하여 여기

에 이 글을 싣습니다. 

 

좀 지루하겠지만, 도덕전반이 말살일로로 치달아, 인성교육이 오늘과 같이 절실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는, 대체로 중세기를 지배했던 봉건사회의 ‘헌신적 도덕윤리(獻身的 道德倫理)’의 붕괴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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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물질중심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경제학이 대두되면서, 인간사상을 이러한 

국면에서 객관적. 몰가치적 영역으로까지 몰고 갔으며, 거기에는 자연과학적 방법을 충실하게 적용

할 수 있었지만, 그 시대 시대에 살았던 인간의 가치판단. 결의 등은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경제 중심적 사상사(思想史)는, 정신적 영역이 인간의 주체적인 실존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가볍

게 보았던 것일까? 당시의 ’헌신적 도덕‘은 목숨을 건 절대 절명의 극한상황에 직면한 선비(儒生)와 

무사(武士)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봉건사회의 주종관계(主從關係)에서 형성되었는데, 특히 동양문화의 아름다운 특징으로, 그

것은 도덕을 떠난 경제는 생각할 수 없었다. 

‘온몸을 바치면(獻身), 반드시 그 대가(代價)를 받는다.’ 는 것인데, 국가와 주군에게 헌신하면, 국

가로부터 녹봉(토지)를 받는다거나, 가문과 조선에게 헌신하면 반드시 국가나 사회 또는 가문에서 

그에 응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풍조는 면면히 이어져서, 이금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어른들의 어깨를 주물러드린다거

나, 심부름을 했을 때는 반드시 물질(용돈)를 주는 습관은 바로 이러한 ‘헌신적 도덕’이 낳은 부산

물입니다. 

이러한 사조(思潮)를 이어서 우리 사회에 대두한 것이, 경제인간(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사회였는데, 사람이면 누구나 경제생활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기본적 사상

이 곧 ‘경제중시사상’은 마침내, 근대사회에 들어와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가 소리를 높였고, 돈벌이

가 된다면 못할 일이 없는 전도된 가치관이 사화 구석구석에 파고들었습니다.

경제학의 대부로 알려진 영국의 아담 스미스(1723~1790=옥스포드대 교수)도 도덕을 떠난 경제를 

말 할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경제는 어떠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근대사회(西歐近代社會)는 제2차 대전 이후, 극단적인 이기주의(利己主義

=egoism)가 팽배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전 세계를 석권하여,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에까지 번지고 말

았으니, 어찌 인성교육이란 말이 누구의 입에서나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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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는 알아야, 감히 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의 본성(人性)의 원리만을 언급하고, 그 밖의 세부방법은 그 동안 수 없이 

발표한 논문이나, 다른 이들이 쓴 글들을 참고해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의 피상적인 평등의식(皮相的平等思想)부터 알아야 합니다.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법(法) 아래에선 누구나 공정(公正) 평등(平等) 특히 경제적 평등에 대하

여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격(人格)과 인격의 평등까지를 파고드는 

사람은 왜 없는가? 즉 법률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등 생활의 모든 분야를 지탱하고 있는 인간

바탕(人性)의 존엄성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등을 말하기에 앞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천부적(天賦的)인 존엄성을 알

아야 하는데, 즉 관념철학자 이마누엘 칸트(Kant=1724~1804)도 말했듯이, 보편적인 인격만이 아니

라 실존철학이 말하는 개별적, 주체적인 실존을 생각함은 물론, 개인끼리 교환 불가능한 존엄을 갖

고 있다고 보고, 때문에 그 인격이나 실존을 서로 존중하면, 경건하고 겸허한 임정 즉 인성이 표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칸트가 본 보편적 도덕률은 인간의 유한성과 왜소성(矮小性)에 반하여, 동양

의 성리학이 말하는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이 인성을 설명하는데는 더욱 적절합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과정을 겪은 지금 사회에서 인성교육을 논하자면, 먼저 현대사회의 병리(病

理)를 꿰뚫어야 할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병리란 짧은 시간에 형성되거나 만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사

람에게 보편적으로 오염된 습관성 병리로서, 이를 치유하려면 남을 위하여 힘쓰는 부모나 교사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남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들 어른들이 앞서 마음을 가다듬고 언행(言行)을 올곧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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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에 대한 현행 문교정책의 커리큘럼에 따르면, 그 첫째가 목적의식의 상실을 들 수 있는

데,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의 중점이 지난날 도덕교과서나 사회교과에서나 가르치

던 ‘부모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와 이웃끼리 잘 지내며, 공중도덕을……’등 고작해야 윤리도

덕의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교제를 보면 천편일류로, ‘견실한 국가관, 세계 인류의 평화와 복지사회 구

축,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 등을 가르치는 지식교육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중시사상’을 모든 교육의 우위에 놓은 병폐는 마침내,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 타

산적 감정을 고무시켰고, 이러한 감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을 완전히 이기주의의 털 속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회병리가 만연한 가운데에서 인성교육을 말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 이에 뜻을 둔 

이들은, 이 병에 아직 감염되지 않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한편으로, 

이미 사회병리를 앓고 있는 기성인들은 스스로 자각 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이 특단의 방법이란 인성교육의 범주를 벗어난 분야이기 때문에,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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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의 진로와 인성교육

    권원오(박약회)

“빠름, 빠름, 빠름” 이라는 어느 기업의 광고가 크게 유행할 때가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 국민에게 ‘빠름’은 절실하게 소중한 단어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으면 소득증대가 행복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그 지점까지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이제는 한숨 돌리며, 좌우 앞뒤 살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

즉, “바름, 바름, 바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남자와 여자, 청년과 노인, 보수와 진보, 부모와 자식, 2030세대와 5060세

대... 이 각각의 사이에서 비롯되는 불신과 갈등으로 우리사회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뒤엉켜 있다. 

세계 최고의 자살율과 OECD가입 국가 중 최하위그룹 행복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

국이다. 겉으로만 얼핏 보아서는 어떤 행동이 바른 행동인지, 또 어떤 사람이 반듯한 사람인지 구

별하기 쉽지 않다.

부모세대인 5060세대와 자식세대인 2030세대는 한 가정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문화가 차이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 같다. 서로의 생각이나 행동이 다를 뿐인데 틀리는 것으로 생

각하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인으로 살자!

바르게 가기위해 먼저 나 자신에게 좀 더 다가 서거라.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나 자신에 좀 더 가까이 가고, 나와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나 자신을 좀 더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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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을 좀 더 믿고, 나 자신을 좀 더 좋아하고,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하자. 나에 의한, 나를 위

한,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과도 좋

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내려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삶을 내가 

의도한데로 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삶이 주인으로 사는 삶이다.

인생에서 선택의 주체는 반드시 “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영향력의 범위는 점점 

뚜렷해지고 넓어지게 된다.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수많은 이유와 핑계로 변명을 해

도 내 인생을 대신 책임져줄 사람은 없다.

현재의 당신은 ‘과거 당신이 얼마나 주도적인 삶을 살아왔느냐’에 대한 결과이며, 당신의 미래는 

‘현재 당신이 얼마나 주도적인 삶을 사느냐’ 에 달려 있다.

                           

나! 잘 살고 있나?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들 힘들다고 한다.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들까?

어린아이, 젊은 여자, 너나 할 것 없이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살이 너무 쪄서 고민이라고 말하

는 젊은이들이 많은 이 나라에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것은 이제는 간절한 바람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

다. 인생에서의 지혜란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자신을 위로하며, 바른길을 가도록 고처주고, 달콤

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보듬어주며, 나다운 나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어떤 삶을 살면 되는 것인가? 진정 당신이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은 무엇인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나 다운 삶이고, 사람다운 삶인가?’청춘

아! 나를 돌아보라!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간다. 입학의 기쁨도 금세 사라진다. 어쩜 1

년이 이렇게 빠를 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이 “벌써”로 바뀌어 버린다.

나름대로 분주하게 생각하고 고민한 것 같은데 해놓은 것도 없고, 앞으로 할 것도 분명하지 않

다. 일생 중에 가장 소중한 터닝 포인트이기에 더욱 힘들고 더욱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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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은 정답을 맞혀서 100점을 맞고, 1등하는 것만 배워왔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남보다 앞서야 하는 교육만 받아왔다. 이순신 장군과 김유신 장군이 누가 더 훌륭한가? 자장

면과 비빔밥은 어느 것이 더 맛이 좋은가? 정답이 있는가?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시대에는 남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남과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재능은 좀 못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인

성이 훌륭한 사람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공부만 잘하는 맹꽁이만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교육목표가 ‘명문대학 합격’이 되어버렸다. 

자신의 적성과는 관계없이 학원에서 매긴 점수로 대학과 학과를 선정하는 웃기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 버렸다. 우리는 지금 서열화할 수 없는 대상을 서열화하는 모순에 빠져 청춘들을 더 고민

하게 만들고 더 방황하게 만들고 있다. 인간이라는 인격체를 시험점수라는 속성하나를 가지고 저울

질 하는 모순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인생교육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내 안의 인생 레시피를 찾아라

요즘을 사는 우리들 삶 속에 있어야 할곳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빈대떡 속에 빈대가 없고

                        
칼국수 속에 칼이 없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고

총각 김치 속에 총각이 없다.

이런 농담 쯤은 웃고 넘기면 되겠지만 갈수록 문이 좁아지고 있는 대기업의 인사를 담당하는 분

들의 고민은 신입사원 모집때 ‘자기 소개서 속에 자기가 없다’는 것이다.

‘사랑의 레시피’란 영화가 있다.

독신의 유명 쉐프인 케이트는 자신의 삶과 일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날 언니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조카를 키우게 되면서 그녀의 생활은 점점 혼란속으로 

빠저든다. 언제나 완벽한 계획 속에 살았던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에 혼란을 느끼며 흔들린

다. “삶에 대한 요리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혼란에 상담의는 말한다. “그건 당신이 가장 잘 알거예요. 가장 좋은 요리법은 스스로 만

드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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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삶의 레시피가 존재한다. 아무리 좋은 레시피가 있다해도 거기에 자신만의 

경험과 노력, 개성이 담겼을때 소중한 나만의 레시피가 될 수 있다.

내 인생의 방향은 결국 내 안에 존재한다. 그것을 찾아가는 길이 곧 삶이고 인생인 것이다.

지구의 중심은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이다. ‘나’가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든 삶은 나에게서 시작되며 내 삶의 모든 문제도 답도 나에게 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지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져라. 나에 대한 모든 결정은 내가 하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도 내가 진

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중심의 삶이 펼쳐져야 한다. 그렇기에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 보지 않으면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아닌 것들에 흔들려 휩싸이

게 된다.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 보면 자기인생의 승부를 어디에 걸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비록 

나 중심의 삶을 펼치는 것이 남에게 휩싸이는 것보다 어렵고 험난하더라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바

라보고 자신을 믿고 나아 갈 때 희망과 성공이 가까워진다.

도종환의 시 「담쟁이」를 읽어보자.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 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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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비좁은 담벼락일 지라도 공터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서로 포개지 않고, 모진 비바람

도 이기고 사이좋게 뻗어가는 담쟁이들이다.

손등이 갈라지고 피멍이 들어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암벽에 손을 잡고 있다. 어렵고 힘

든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간직하고 꾸준히 오르는 담쟁이를 닮아라.

답은 있다. 의지와 열망, 그리고 생각이 있는 한.

과거세대에 비해 곱게 자란 요즘 젊은이들은 희망과 용기 보다는 쉽고 편한 쪽을 바라보면서 사

회에 발을 들여 놓기도 전에 포기와 좌절을 먼저 배우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원래 당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하고 위대한 존재이다. 나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

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내 안에서 답을 찾자.

그리고 미래의 나를 정성을 다해 가꾸어 나가자. 나는 나니까.

청춘들의 인생설계에 대한 고민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싶다.

사랑하는 청춘아! 하늘밑에 하나 밖에 없는 너의 인생 삶! 멋지게 살아야 한다.

비록 몸서리치도록 고통스러운 내 삶일 지라도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그것이 내가 멋지게 살아야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한번뿐인 인생 삶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 어떤 내가 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멋진 꿈이 있어야한다. (Dream)

책상위에 써놓은 나의 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두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며, 열정과 

몰입이 솟아올라야 한다.

이러한 비전, 목표가 정해지면 온 몸에서 생기가 흐른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당

당해지고 자신 있게 된다. 자기 삶에 주인이 된다. 그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필

자의 꿈은 모든 젊은 대학생들이 멋있는 꿈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둘째, 전략이 있어야 한다. (Strategy)

자신의 꿈을 이룩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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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없는 꿈은 추상적이고  느슨해지며 의미 없는 꿈이 된다. 이런 꿈은 실현성이 없고 맴돌

다 사라지고 만다. 막연한 기대감에 취해 큰소리로 폼만 잡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지혜로운 전략

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며,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

감 넘치는 판단과 선택이 성공을 이루게 된다.

셋째, 실행하라 (Do)

아무리 큰 꿈과 훌륭한 전략이 있어도 실행을 하지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목표를 향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하게 노력하면 모르는 사이에 큰 성과가 

성큼 다가온다. 도전하라. 혼을 바쳐 실행하라. 열정을 쏟아 부어라. 미쳐라.

시간의 밀도를 높여 집중하는 한시간은 어영부영하는 열 시간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다.

실패가 두려우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은 항구에 가

만히 붙잡아 매어 두면 된다. 그럼 왜 배를 만들었는가?

젊음이란 열정과 자신감을 갖고 저지르는 것이다.

넷째, 성찰하라 (See)

가끔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라.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검토하고 반성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 성찰이다.

나의 미래에 대한 가슴 설레는 꿈,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훌륭한 전략으로

혼을 바쳐 실행할 때 온몸에서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이 과정에서 바른 방향의 길로 잘 가고 있

는지, 시행착오가 없는지 돌아보고 시정하는 것이 성찰이다.

정직과 겸손, 양심과 도덕,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자기 성찰에 마음을 집중할 때 선진

국으로 가는 아름다운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모든 방황과 고민에 대한 정답이 여기에 있다. 당신의 인생을 DSDS(Dream, Strategy, Do, See)

하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갈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교수님,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 답은 학생들 각자가 찾아야 해.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아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그 ‘어떻게’를 잘 몰라. 나는 학생들이 왜 모르는지 그 이유를 나는 알아.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칠 때 까지는 부모가 바라는 대로 해 왔어. 생에 처음으로 일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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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박수를 치면서 좋아한다. 아이는 또 일어선다. 그러다가 걸음마를 한발 떼면 부모는 어쩔줄 

모른다. 처음 ‘엄마’할 때 ‘엄’하는 소리에 엄마는 하늘을 날아 가는 것 같이 즐겁다. 이렇게 말을 

배운다. 

세계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이 가장 높은 한국의 부모는 열심히 정보를 찾는다. 어느 유치원,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느 학원....

모든 결정은 부모가 하고 아이는 따라오게 한다. 그렇게 하면 착하다는 말을 듣는다.

부모의 의도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학생이 되고나니 부모가 길을 잘 몰라. 자

신의 길을 자신이 찾아야하는데 지금까지 부모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만 오다보니 방황하게 되

는 것이다. 주인으로 살지 못했다.

대학교 수업은 한과목당 일주일에 3시간 강의를 한다. 모든 교수는 그 3시간을 한교재를 가지고 

강의한다. 나는 3시간중 1시간은 ‘인생교육‘을 강의했다. 

‘나 잘 살고 있나?’ ‘어떻게 살 것인가’ ‘10년, 20년후 어떤 나가 될 것인가?‘ ’정년퇴직후 인생설계

를‘ 이런 주제로 리포트를 써 오게하고 그것으로 토론했다. 처음엔 학생들이 당황했다. “교수님, 졸

업후 취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20년후, 정년퇴직후 인생설계를 어떻게 씁니까?” 두달간 고민

하고 세달째 리포트를 받았다. 20명 수강신청자가 150명으로 불었다. 수강신청을 못해 아우성치는 

학생들 때문에 한반을 더 늘려 300명에게 강의를 했다. 당시 학교에서 제일 큰 강의실이 150명이

었다.

왜, 이 강의를 들으려 하느냐? 이 강의를 듣지 않았을 때보다 듣고난후 대학생활이 달라지더라는 

것이다. 남 따라 사는 삶에서 스스로 인성설계를 해서 도전할 때 생기가 나기 때문이다. 이길이 주

인으로 사는 길이다.

인성교육이 기본이 되어야한다. 나를 좋아하면 나를 더 좋게 가꾸고 싶어진다. 그럼 내가 더좋아

지고 더 가꾸게 된다. 화단에 꽃이 아름답고 좋으면 가꾸게 된다. 싫으면 내버려둔다. 그러면 망가

진다. 자신도 싫으면 내버려둔다. 그럼 망가진다.

우리 대한민국은 후진국이였다.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주 잘한다. 

IQ가 세계최고다. 지금 우리나라는 따라하는 최고점에 도달했다. 더 올라가서 선진국이 될려면 이

젠 길을 스스로 만들어야한다. 길을 스스로 만들도록 비전, 희망을 불어 넣어야 한다. 힘빠진 젊은 

대학생들의 기(氣)를 북돋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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