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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의�효과적인�실시방안

Effective� Measures� to� Implement� Holistic� Education

대한민국은� 현대사회의� 만연한� 윤리의식과� 도덕성� 부재에� 대한� 대응으로� 인성교육을� 의무화

한�인성교육진흥법을�세계최초로�제정하였다.� 인성교육을�실천하고�있는�세계�명문학교와�교

육기관의� 핵심가치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비교를� 통하여�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방향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the� world’s� first� Act� on� Promotion� of� Holistic�

Education,� which� mandates� holistic� education� as� countermeasure� for� the�

widespread� absence� of� ethics� and� morality� in� the� modern� society.� This� session�

introduces� the� core� values� and� cases� of� the� world-renowned� schools�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holistic� education.� The� session� expects� to�

discuss� directions� to� implement� holistic� education� by� comparing� Korea’s� cases� with�

overseas�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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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6일,� 09:00� ~� 12:00� � |� � 안동문화예술의�전당�2층�백조홀
� 09:00~12:00,� September� 6� � |� � 2F,� Swan� Hall,� Andong� Culture� &� A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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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Lin�M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 Professor)

발표자

Speaker

마크�앤드류�파이크� (리즈교육대학,�교수)

Mark� Andrew� Pike� (University� of� Leeds,� Professo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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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mu�Nakayama� (Reitaku�Graduate� School,� Former� President,� Professor)

더글라스�칼� (The� Character.org�대표)

Douglas� R.� Karr� (The� Character.org,� President� &�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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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 Changzhen�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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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Tae� Lee� (The� Korean�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Honorary�

Chairman)



12

 ∙∙∙ 좌장

문용린

국� � � �적 한국

소� � � �속 서울대학교

직� � � �함 명예교수

연구분야 교육학� (교육심리학)

이�메�일 moonyl@snu.ac.kr

학� � � �력
미네소타대�철학박사(1987)

서울대�사범대�교육학과�졸업(1971)

경력사항

푸른나무�청예단�이사장(2016~현재)

대교문화재단�이사장(2019~현재)

한국인간개발연구원�명예회장(2019~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2016.3~2018.9)

서울특별시�교육감(2012.12~2014.6)

서울대�교수(1989.2~2012)

교육부�장관(2000.1~2018.9)

세종대�교수(1989.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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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ir 

Yong� Lin� Moon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Affili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urrent� Position Hon.� Professor

Area� of� Expertise Educational� psychology

Email moonyl@snu.ac.kr

Education
Ph.D.� in� Educational� Psychology,� University� of�Minnesota� (1987)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1971)

Work

Experience

Chairman,� Foundation� of� Youth� Violence� Prevention� (2016~present)

Chairman,� Daekyo� Culture� Foundation� (2019~present)

Honorary� President,�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2019~present)

Chairman,� The� Korean� Teachers’� Credit� Union� � (2016.3~2018.9)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eoul� (2012.12~2014.6)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9.2~2012)

Minister� of� Education� (2000.1~2018.9)

Professor,� Sejong�University� (1989.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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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

마크�앤드류�파이크

국� � � �적 영국

소� � � �속 리즈교육대학

직� � � �함 교수

연구분야
도덕�및�인격�교육,�교육과�학교의�가치,�문학과�인문학,�

리더십의�가치

이�메�일 m.pike@education.leeds.ac.uk

학� � � �력

영국�사우샘프턴�대학교�박사,�경제사회연구위원회�장학생,� 1997~2000

영어�교육：논문�제목：예민한�독자인�청소년의�읽기에서�의사소통과�학습� /� 지도교수：벤튼

(Benton)�교수;�심사위원:�옥스퍼드�대학교�데이비스(Davies)�박사�

석사,�개방대학,� 1991~1994

언어와�문해력;�사회적�맥락에서의�아동발달;�교육관리

노팅엄대학교에서� 교사자격증� (PGCE)� 획득,� 1990� (11~18세� 학생에게� 영어� 및� 종교� 교육

을�할�수�있는�교사자격증)� �

리즈대학교�학사(우등),� 1986~1989� /�영문학�및�종교학에서�모두�우등�

영국�솔즈버리�비샵�워즈워스(Bishop�Wordsworth)�영국교회�남자중등학교,� 1979~1986：

S(학자수준)급� 영문학� (우수);� A(우수)급� 고대사� (A),� 지리� (B);� 고교후반기성적상;� O(일반)

급�영어,�문학,�수학,�과학,�라틴어,�프랑스어,�지리

경력사항

리즈대학교� 교육학� 교수� (겸� 반일� 근무� 파견조건으로� 4~18세의� 아동� 7,500명을� 교육하는�

엠마뉴엘�학교재단�CEO로�근무)

리즈대학교�교육대학장� (2014.� 9� to� 2017.� 9);� 리즈대학교�운영위원회�및�교수관리팀�위원

(2014.� 9� to� 2017.� 9)으로서�영국�최대규모의�교육대학을�이끄는�3년�임기의�직위를�역임.

교육학�정교수� (2014년� 9월�이후)

법,�경영,�예술,�인문,�교육�윤리위원회�부위원장� (2013~2014)

교육대학운영관리팀�위원� (2011~2014);�

학습,�리더십�및�정책학술팀�학술분야�리더� (2011~2014)

교육�가치�및�교수법�담당�부교수� (2010~2014)�

예술인문연구�프로젝트�책임자;�중등학교�영어교사�양성�프로그램�책임자;�교육학석사,�박사,�

PhD� 지도교수;� 킹스칼리지� 런던� 대학교,� 리스터� 대학교,� 허더스필드� 대학교의� 박사논문� 외

부심사위원.� 2011년�도덕교육저널�편집위원회에�선출

리즈�대학교�교육학�부교수� (2004년�이후)

리즈�대학교�영어교육학�조교수� (2000년�9월�이후)�

1990년부터� 10간�한츠(Hants)의�램지�고등학교�교사(영어,�커뮤니케이션,�드라마,�문해력등�

담당)로�재직하는�동안�영어과�주임교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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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도”(Tao)�가르치기：‘나니아’�미덕을�통한�인성�교육

요약문

‘교육의� 문제는� 도안에� 거하는지� 밖에� 거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C.� S.� Lewis,� 인간

폐지

본� 논문은:� (a)� 도에서� 나니아� 미덕의� 근간을� 설명하며,� (b)� 이것이� 제공하는� 교육과� 학습�

기회의� 사례를� 제시하며,� (c)� 그� 과정을� 따른� 사람들의� 미덕� 학습을� 설명한다.� 인간폐지

(1943)에서� C.� S.� Lewis는�왜�인도적�가치에�대한�교육이�도에�기반해야�하는지�다음과�같

이� 설명한다:� ‘그것은�자연이며, 방법이며, 길이다’� (Lewis,� 1943,� p.� 15).� 그는� 교육이� ‘우

주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따라� 어떤� 태도는� 정말로�진정하며� 어떤� 태도는�정말로� 그릇되다�

라는�믿음’(Lewis,� 1943,� p.� 16)에�근거해야�한다고�믿었으며�모든�인간적�가치관은�주관적

이라는� 생각을� 어린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의� 위험성을� 증명했다(Pike,� 2013).� 인간폐지

(1943)가� 출판된� 지� 7년� 후� C.� S.� Lewis는� 아동용� ‘나니아� 미덕’� 커리큘럼의� 주요� 교재인�

최초의�나니아�연대기:�사자와�마녀와�옷장� (Lewis,� 1950)을�발표했다�

https://narnianvirtues.leeds.ac.uk/.�우리가�나니아�연대기를�인성교육�커리큘럼으로�선택한�

이유는�이�소설�등장인물의�미덕과�악행,�그리고�이들의�도덕적�선택으로�빚어지는�결과들이�

도에서�말하는�도덕적�질서와�일치하기�때문이다.� 12주�동안�학생들은�나니아�연대기�중�길

이가�약� 한�페이지�정도인� 12개� 단락(두� 단락은�각�미덕에�집중)을� 읽고�이들이�그� 미덕을�

스스로의� 삶에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고,� 적용하도록� 설계한� 과업을� 수행한다.� 본� 논문은�

도와�일맥상통하는� ‘나니아’�미덕을�실천한�사례를�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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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aker

Mark� Andrew� Pike

Nationality British

Affiliation University� of� Leeds

Current�

Position
Professor� of� Education

Area� of

Expertise�

Moral�and�Character� education,� values� in� education�and� schooling,

literature� and� the� humanities,� values� in� leadership� in� education

Email m.pike@education.leeds.ac.uk

Education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 values� in� education� and� schooling,� literature� and� the�
humanities,� values� in� leadership� in� education
Ph.D.� Southampton� University,� ESRC� Studentship,� 1997~2000
English� in� Education：Thesis� title:� Keen� Readers:� Communication� and� Learning� in�
Adolescents’� Reading� /� Supervisor:� Prof� Benton;� Examiner:� Dr� Davies,� University�
of� Oxford�
M.A.� (Ed)� Open� University,� 1991~1994
Language� and� Literacy;� Child�Development� in� Social� Context;�Management� in� Education
PGCE� (Post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Nottingham� University,� 1990� (Teacher’s�
certificate� with� QTS,� Qualified� Teacher� Status� for� teaching� English� and� Religious�
Education� to� 11~18� year� olds)� �
B.A.� (Hons)� University� of� Leeds,� 1986-1989� /� Joint� Honours� in� English� Literature� and�
Religious� Studies�
Bishop� Wordsworth’s� Church� of� England� Grammar� School� for� Boys,� Salisbury,�
1979~1986:� S� level� English� literature� (Merit);� A� levels� Ancient� History� (A),� Geography�
(B);� Canon� Myers� Sixth� Form� Prizes;� O� levels� English,� literature,� mathematics,� science,�
Latin,� French,� Geography

Work

Experience

Professor� of� Education,� University� of� Leeds� (and� CEO� of� Emmanuel� Schools� Foundation�
on� a� 0.5� FTE� secondment,� an� organization� educating� 7,500� 4~18� -year-olds)
Head� of� th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Leeds� (9/14� to� 9/17);� Member� of�
University� Senate� and� of� Faculty� Management� Team� (9/14� to� 9/17).� A� three-year� term�
of� office� leading� one� of� the� UK’s� largest� Schools� of� Education.� (Full)� Professor� of�
Education� (from� 9/14)
Deputy� Chair� of� the� Ethics� Committee� for� Law,� Business,� Arts,� Humanities,� Education�
(13~14)
Member� of� Executive�Management� Team,� School� of� Education� (11~14);�
Academic� Leader� of� Learning,� Leadership� and� Policy� Academic� Team� (from� 11~14)
Reader� (Associate� Professor)� in� Educational� Values� and� Pedagogy� (2010-14)�
PI� for� AHRC� research� project;� Leader� of� PGCE� Secondary� English;� supervisor� M.Ed,�
Ed.D� &� PhD;� External� Ph.D� examiner� at� KCL,� Leicester� and� Huddersfield.� Elected� to�
Board� of� Journal� of�Moral� Education� 2011
Senior� Lecturer� (Associate� Professor)� in� Education,� University� of� Leeds� (from� 04)
Lecturer� (Assistant� Professor)� in� English� in� Education,� University� of� Leeds� (from� 9/00)�
10� years� as� a� school� teacher� from� 1990-2000,� culminating� in� Head� of� English� Faculty,�
The� Romsey� School,� Hants� (English,� Communications,� Drama;� i/c�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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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Teaching� the� Tao:� Character� Education� in� ‘Narnian’� Virtues

‘the� educational� problem� is� wholly� different� according� as� you� stand� within� or�

without� the� Tao’� C.� S.� Lewis,� The� Abolition� of�Man

Content

This� paper:� (a)� describes� the� foundations� of� the� Narnian� Virtues� project� in� the�

Tao,� (b)� gives� examples�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opportunities� it� provides�

and,� (c)� describes� the� virtue� learning� of� those� who� followed� the� curriculum.� In�

The� Abolition� of� Man� (1943),� C.� S.� Lewis� shows� why� schooling� in� human�

values� should� be� based� on� the� Tao� which� he� described� in� the� following� terms:�

‘It� is� Nature,� it� is� the� Way,� the� Road’� (Lewis,� 1943,� p.� 15).� He� believes�

schooling� should� be� founded� on� ‘the� belief� that� certain� attitudes� are� really�

true,� and� others� really� false,� to� the� kind� of� thing� the� universe� is� and� the� kind�

of� things� we� are’� (Lewis,� 1943,� p.� 16)� and� demonstrates� the� dangers� of�

schooling� that� indoctrinates� children� to� assume� that� all� human� values� are�

subjective� (Pike,� 2013).� Seven� years� after� The� Abolition� of� Man� (1943),� C.� S.�

Lewis� published� The� Lion,� The�Witch� and� The�Wardrobe� (Lewis,� 1950),� the� first�

of� the� Narnia� novels� for� children� which� is� the� main� text� of� our� ‘Narnian�

Virtues’� curriculum� for� children� https://narnianvirtues.leeds.ac.uk/.� We� chose� the�

Narnia� novels� for� our� character� education� curriculum� because� the� virtues� and�

vices� exhibited� by� the� fictional� characters� in� these� novels,� and� the�

consequences� that� flow� from� their� moral� choices,� are� all� consistent� with� the�

moral� order� of� the� Tao.� Over� twelve� weeks� students� read� twelve� passages� of�

about� a� page� in� length� from� a� Narnia� novel� (two� passages� focused� on� each�

virtue)� and� engaged� in� tasks� we� designed� to� help� them� understand,� value� and�

apply� these� virtues� in� their� own� lives.� The� paper� gives� examples� of� students’�

practice� of� ‘Narnian’� virtues� congruent�with� the� 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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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Tao)� 가르치기:� ‘나니아’� 미덕을� 통한� 인성� 교육

마크 파이크 교수
m.pike@education.leeds.ac.uk

C.S. Lewis (1898-1963)는 학자(옥스포드에서 오랜 기간 재직한 후 캠브리지 대학의 중세와 르

네상스 문학 교수를 지냄)이자, 아동 문학가(나니아 연대기는 47개국 언어로 번역 되 1억부 이상 

판매되었다. 최근 영화화되기도 했다), 유명 지식인, BBC 라디오 ‘Broadcast Talks’ 진행자, TIME

지 표지 모델 (1947년 9월 8일) 같은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J. R. R. Tolkien(반지의 제왕 작

가)과 친구였고 그를 통해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는 20세기 가장 저명한 기독교의 옹호자로 불리

기도 한다. 그러나 독자가 놀랄 만한 사실은 C. S. Lewis는 우리가 지금 ‘인성 교육’이라 부르는 

것이 중대한 기여를 했으며 그렇게 함에 있어서 공자와 그가 ‘도’라고 부르는 것을 광범위하게 인

용했다는 사실이다(Pike, 2013 – 챕터 1 ‘인성 교육). C. S. Lewis의 나니아 연대기는 우리가 보

겠지만 도의 도덕적 근원, 그리고 소설 등장 인물들의 미덕과 악행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들의 선

하고 그릇된 도덕적 선택에서 빚어지는 결과는 모두 도에서 말하는 도적적 질서와 일치한다 

(Tankard, 2007, p.72).

본 논문은 나니아 미덕 인격 교육 커리큘럼 연구 프로젝트에서의 도의 기반 (본 저자가 Thomas 

Lickona 교수와 함께 지도했다), 나니아 연대기(사자와 마녀와 옷장; 캐스피언 왕자; 새벽 출정호

의 항해)에 기반해 이 과정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학습 기회, 그리고 선정된 참가자들의 경험을 설

명한다. 커리큘럼은 현재 우리 웹사이트 https://narnianvirtues.leeds.ac.uk/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템플턴재단의 후원금, 연구팀과 동료들의 훌륭한 연구, 학계 지도자, 교수, 그리고 참여한 어린이들

에게 감사를 전한다. 본 논문은 우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Excellence and Ethics 

(여름, 2019)를 참조한다. 

나니아 연대기가 왜 오늘날의 어린이와 청년들의 인성 교육에 중요한 근간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C. S. Lewis가 인간폐지(1943)를 통해 교육 분야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알아야 한다. 

이 짧지만 중요한 책(길이가 63 페이지에 불과)은 그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으로 교육

을 뒷받침하는 인간적 가치관을 다룬다. 이 책에서 Lewis는 ‘도’를 60회 이상 언급하며 공자의 비

문 두개를 인용한다. 인간폐지의 표지에서 C.S. Lewis는 이렇게 인용한다: ‘스승이 말씀하시되, 다

른 실로 직물을 짜는 이는 전체 천을 망가뜨린다’ (공자 어록 II. 16). 또한 이 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 2장 ‘길’에서 C. S. Lewis는 다시 한번 공자의 어록을 인용한다: ‘군자는 몸가짐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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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공자 어록 1. 2). 우리는 인성 교육을 위해 이러한 어록의 중요성에 곧 주목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Lewis의 ‘도’를 인본적 가치관과 교육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폐지에서 Lewis는 인생 (그리고 학교 교육)은 위대한 것 또는 현실을 의미하는 공자의 용어

인 ‘도’의 발판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이요, 방법이요, 길이다’ (Lewis, 1943, p. 15). 

Lewis는 ‘의’, ‘올바름’, ‘질서’, 또는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질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도’를 지칭한다(Lewis, 1943, p.15). 이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중력과 같은 법칙이지만 이를 따를지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살지) 말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Lewis

의 ‘도’의 여덟 가지 ‘법칙’은 Lickona가 ‘사실상 모든 철학적, 문화적, 종교적 전통에 의해 확인되

었다’고 주장하는 ‘열 개의 필수 미덕’과 일맥상통한다 (2004, p. xxv). 그리고 인간폐지의 부록에

서 C. S. Lewis는 구약과 신약, 기독교, 공자 말씀, 그리고 여러 문화적 전통 같은 다양한 문화적

이고 종교적인 전통 문서에서 엄선한 내용으로 각 도의 법칙을 설명한다:

 

도의 법칙 요약 (C. S. Lewis의 인간폐지 부록에서 발췌) 

1.� 보편적� 선행의� 법칙 살인하지 말며 이웃에게 비극이나 고통을 주지말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이 나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 (공자 어록 xv. 23) ‘마음이 조

금이라도 선에 서 있는 자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공자 어록 iv. 4). ‘사람이 늘면 그

들을 위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스승이 이르시되, 그들을 풍요롭게 하라. Jan Ch’iu

가 말하길,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스승이 이르시되, 그

들을 가르치라 (공자 어록, xiii.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구약, 출애굽

기 20: 16);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신약, 마태복음 7: 16).

2.� 특별한� 선행의� 법칙 가족과 하인에게 가진 특별한 의무를 다하라. 친지들에게 비난 받을 일을 

하지 마라.

 ‘군자는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 몸가짐이 올바로 서 있으면, 길이 자란다. 부모와 형제를 올

바르게 대하는 것이야 말로 선의 중심이다’ (공자 어록, i. 2) ‘지도자가 나라 전체를 구하면 

스승님을 그를 선하다 하시겠나이까? 스승이 말씀하시되, 그것은 더 이상 ’선’의 문제가 아니

라 그는 분명이 신선한 현인이니라.’ (공자 어록, iv. 2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

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약 디모데전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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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신약, 디도서 3: 1, 디모데후서 1: 2).

3.� 부모,� 연장자,� 조상에� 대한� 의무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함으로써 섬기라, 돌아가신 후라도 

예를 보임으로써 그들을 돌보고 의무를 다하라.  

 ‘돌아가신 자에 대해 마지막 예를 갖추고 이후에도 계속 갖추면 그들의 도덕적 힘은 최고점에 

달한 것이다’ (공자 어록, I. 9); ‘네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 출애굽기 20: 12)  

4.�자녀와�후손에�대한�의무 자녀의 교육을 부양하고 어린이를 존중하라.

 ‘스승이 말씀하시되, 젊은이를 존중하라 (공자 어록, ix. 22); ‘자연은 후손을 위한 특별한 선물

을 준다’ 그리고 ‘자연에 따라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선이다 (Cicero, De Off, I. iv, De 

Legibus, I. xxi) 

5.� 정의의�법 배우자에게 신실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각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라. 법 제도는 

부분적이어서는 안 되며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보다 낫게 대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구약, 출애굽기 20: 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구약, 레위

기 19: 15) 

6.�선한�믿음과�진실의�법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저지르지 마라. 약속을 지키라. 

 ‘스승이 말씀하시되, 흔들리지 않는 선한 믿음을 가지라’ (공자 어록, viii. 13); ‘[군자는] 윗사

람에게 충성해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공자 어록, I. 8) 

7.�자비의�법 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장애인, 미망인, 고아, 노인 같은 약한 자를 보호하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

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구약, 신명기 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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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관대함의�법 해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라.  

 ‘스승이 말씀하시되, 배우기를 사랑하라 그리고 만약 공격 받으면 선한 길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라’ (공자 어록);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

어버릴 것이요.’ (신약, 요한복음 12: 24, 24)  

C. S. Lewis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금욕주의, 기독교, 그리고 동양과 같은 모든 형태의 이 

개념을 나는 “도”라고 명한다’고 주장한다 (Lewis, 1943, p.16). 또한 도라는 객관적 가치는 인간

이 되기 위한 근간임을 주장한다: ‘네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은 그의 형제다’ (xii. 5) 라고 공자는 

Chin-tzu 즉 군자에 대해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모든 실용적 원리는…’같은 표현은 도의 태고시대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다른 곳에는 없다. 이것을 아무런 의문 없이 격언이 이론의 세계와 관련된 것처럼 행동의 세계와 

관련된 것으로 받아 들이지 않으면 그 어떠한 실용적인 원리도 얻을 수 없다. 이들을 결론으로 내

릴 수 없다: 그들은 약속이다. (Lewis, 1943, p. 27)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은 도는 논쟁을 벌일 대상이 아니라 논쟁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 즉 공리적이라는 사실이다. Lewis는 학교 교육은 ‘어떤 행동은 우주와 우리의 모습에 대해 정

말로 진실되고 어떤 행동은 정말로 거짓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는다(Lewis, 1943, 

p. 16). 도가 인간 본성 법 또는 자연법(도)이 객관적 현실을 지닌 진정한 진실인 것처럼, 어떤 행

동은 ‘우리의 인정이나 부정을 필요로 한다(Lewis, 1943, p.14)’는 점에서 도는 법이다. 이것은 교

육에 있어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도가 모든 가치 판단의 유일한 원천(Lewis, 1978/1943, p. 

29)’임을 인정하는 순간 교사들은 도를 가르칠 도덕적 의무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Lewis는 

어린이들에게 모든 인본적 가치관이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도록 교육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 준다 

(Pike, 2013). 인간폐지에서 공자의 격언을 기억하기 위해, 교사, 학생, 부모, 어린이가 이 기반에 

따라 함께 공부할 때, 그들은 ‘몸가짐’ 또는 ‘인성’에 대해 공부한다; 그들은 ‘전체 조직’에 대해 함

께 공부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C.S. Lewis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상기하며, ‘올바로 

자란 사람만이 윤리를 유용하게 공부할 수 있다: 부패한 사람, 도 밖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 과학

의 출발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C. S. Lewis, 1943, p. 31 my italic). 명확히 ‘교육의 문제

는 도 안에 서 있는지 밖에 서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도 안에 있는 자의 경우, 어떻게 

행동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스스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훈련 시키야 하

며 사람을 구성하는 바로 그 속성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Lewis, 1943, p. 17). C. S. Lewis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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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지금 인성 교육이라 부르는 것을 주창했으며 ‘교육의 목적은 학생에게 그가 해야 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지칭한다(C.S. Lewis, 1943, 

p.14). 교육과 학교가 어떻게 어린이가 적절히 행동하도록 ‘훈련’시키는지는 중요하다. 인간폐지에

서 C. S. Lewis는 어린이에게 주관성과 상대주의를 가르치는 흔하지만 오도하는 영국식 교육과정

을 비판한다; 반대로 우리의 ‘나니아 미덕’ 커리큘럼은 우리가 가르치는 미덕은 객관적으로도 선하

며 Lewis가 인간폐지 에서 ‘도’라고 부르는 ‘위대한 인간의 도덕적 전통의 일부’인 나니아 소설에

서 묘사된 바를 따른다. 우리의 접근법은 어린이들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 미덕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실천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여섯�가지� ‘나니아’�미덕

 지혜� - 선한 판단을 내리는 습관; 무엇이 진실이고 선한 것인지를 볼 수 있고 최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사랑 - 인정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타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습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안녕을 더 앞에 둠으로써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의지; 관대하고, 충실하게 

타인에게 선을 베푸는 것.

 신의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진실하게 행동하는 습관; 도덕적 원칙을 수호하고 양심을 따

르는 것;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잘못된 것임을 아는데도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 기만

을 행하지 않는 것. 

 강인함 – 어려움에 맞서 정의롭고 필요한 행동을 하는 습관; 역경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을 말하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강인함;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감, 용기, 끈기, 

인내력이 요구될 때 그러한 자질을 발휘하는 능력. 

 자기�절제�– 자기 절제의 습관; 욕망, 감정, 충동, 식욕을 통달하고 조절하는 능력; 유혹을 이

기는 힘;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족을 미룰 수 있는 습관.  

 정의�–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중과 공평함으로 대하는 습관; 책임을 완수하기; 행동에 대한 책

임을 지고 잘못한 일은 진심으로 인정하며 고치는 일; 스스로를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군

림’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

학생들은 12주 과정을 시작할 때 위 6개 미덕을 배웠다. 이후 매주마다 약 한 페이지 분량의 나

니아 연대기 발췌문을 읽었고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녹색, 악덕이라 생각하는 것은 빨간 색으

로 표시했다. 아래 설명한 커리큘럼은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서 발췌한 12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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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미덕：신의: 발췌 1.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서 ‘루시는 아주 비참했다’. 루시는 스스로

에게 진실하고 대가가 따르지만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어휘 학습을 통한 이해, 미덕의 대

명사와 정의 

제2주�미덕：자기 절제: 발췌 2.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4장에서 ‘에드문드와 터키 젤리’. 에

드문드가 마법에 걸린 터키 젤리를 거절하지 않는다. ’내 터키 젤리’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절제

를 적용한다; 그들을 유혹하는 흔한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토론해 본다 

제3주� 미덕：자기 절제: 발췌 3.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4장에서 ‘더 많은 터키 젤리’를 원

하는 에드문드는 하얀 마녀의 유혹을 받는다. ‘에드문드에게 질문’하기를 통해 학생들은 도망가

서 하얀 마녀의 편을 드려는 그의 동기에 대해 질문하고 그의 답을 듣는다 

제4 주미덕：강인함: 발췌 4: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5장 ‘루시가 그녀의 이야기를 굽히지 

않는다’에서 루시가 사실을 말해야 하는 고통을 참는 장면. ‘너의 강인함을 지키고’ ‘캐논 볼’이

나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다룰 ‘전투 계획’을 짜는 것을 통해 강인함의 미덕을 적용한다

제5주� 미덕：지혜: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6장 ‘피터와 수잔이 조언을 구하다’에서 이들이 

자매에 대해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는 장면. 교수 방을 나온 후 함께 대화하는 피터와 수잔의 관

점을 통해 글을 써 보고 ‘피터와 수잔의 스크립트 라이팅’을 통해 적용

제6주� 미덕：정의: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6장 ‘텀너스의 집이 파괴되다’에서 비밀 경찰이 

루시 친구의 집을 샅샅이 뒤지는 장면. 텀너스의 집이 파괴되는 것과 그의 집이 파손되는 것, 그

리고 사생활이 보호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루시에게 질문하기’를 통해 공감

제7주� 미덕：신의: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8, 9 장 ‘에드문드가 그들을 배신하다’에서 에드

문드가 스스로를 속이고 누이들을 배신하며 하얀 마녀의 터키 젤리를 원하고 피터에게 복수를 

꿈꾼다. ‘자매 스크립트 라이팅’을 통해 피터, 수잔, 루시가 에드문드가 한 행동과 그 이유, 그리

고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토론한다.

제8주� 미덕：정의: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12장 ‘까다로운 피터가 고백하다’에서 피터가 아

슬란에게 자신이 에드문드에게 공정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고백하기’를 통해 학생들은 왜 고

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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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주� 미덕：강인함: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12장 ‘피터는 아주 용감하지 않았다’에서 피터

가 두려움에 맞서고 늑대 모그림과 싸운다. ‘두려움에 맞서기’를 통해 학생들은 계획을 짜고 두렵다

고 느끼는 존재를 어떻게 대면하고 다루어야 할지 조언(Agony Aunt에게서 받은)을 준다.

제10주� 미덕：사랑: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13장 ‘에드문드를 용서하다’에서 아슬란, 루시, 

피터, 수잔이 에드문드의 배신을 용서한다. ‘에드문드의 트위터’를 통해 에드문드가 배운 것을 

140 단어로 요약한다

제11주�미덕：사랑: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13장과 14장 ‘에드문드 대신 아슬란’에서 아슬란

이 에드문드를 대신해 고통을 당한다. ‘미덕 가치 알기’ 숙제를 통해 커리큘럼에서 연습해 온 두

가지 미덕을 골라 반영해 본다.  

제12주�미덕：지혜: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17장 ‘모든 것이 에드문드가 한 것’에서 에드문

드가 하얀 마녀와 싸워 이긴다. ‘에드문드 이야기’를 쓰면서 학생들은 에드문드의 캐릭터 변화와 

그 중요성을 요약한다. 

 

본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1) 

캐릭터 이해; (2) 캐릭터 파악, (3) 스토리 캐릭터와 공감하기, (4) 미덕의 가치 알기, (5) 자기의 

생활에 적용해 보기. 우리는 학생들이 소설의 등장 인물에 공감하고 소설 속 사건을 자신의 개인 

생활, 특히 인성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다양하게 구성했다. 다음은 11세와 12세 학생들의 

느낌을 정리한 것이다: 존 ‘나는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린다는 점에서 내가 에드문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슬란처럼 되고 싶다. 아슬란은 차분하고 믿음직스럽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아

슬란 같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로버트: ‘내가 개선하고 싶은 미덕은 용기이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을 위해 행동에 나설만큼 나는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더 이상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믿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케이티: ‘나니아 미덕을 

배우기 전에 나는 올바른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몰랐다. 미덕을 배운 후 나는 학교에서 겪

던 문제를 많이 해결했고 나를 곤경에 빠뜨렸던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본 커리

큘럼은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그들이 공부하고 싶은 미덕을 공부하는 ‘내 인성 자기 평가’ 같은 

활동으로 구성된다; 보상 없이 매주 한번 누군가를 위해 최소한 한가지 좋은 행동이나 좋은 일 하

기; ‘여러분의 터키 젤리는 무엇인가요?’에서 학생들은 가족 구성원을 초대해 인생에서 통제하고 

싶은 것을 알아 보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짜기를 연습;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을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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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고 등장인물의 미덕과 악덕을 토론하기. 영국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커리큘럼은 

학생들에게 학교와 가정에서의 상황을 윤리적 렌즈를 통해 볼 수 있는 언어 및 윤리적 도구를 갖

추도록 해 주었다. 또한 어린이들이 소설 내 특정한 등장 인물을 파악하고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

은 방식으로 미덕을 실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배우는 미덕이 

객관적으로 올바르고 인간으로서 발달시키기에 올바른 것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체스트’ 연습 

또는 ‘몸가짐(공자)’을 연습하고 학생들에게 도덕적 인성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연습된 습관을 안

정된 감성’으로 만들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 (Lewis, 1978/1943, p. 19 my italic). 물론 도를 따

르고 ‘나니아’ 미덕을 실천하는 것은 12주만에 달성하긴 어려운 평생의 숙제다. 우리 학생들은 시

작 당시와 비교하면 나니아 미덕 프로젝트 종료 시 스스로에 대한 평가나 자신들이 얼마나 미덕을 

갖췄는지 더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확실한 것은, ‘도’를 지키는 것은 인간과 학생들이 도

를 구성하는 미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더 잘 다루도록 배우게 만드는 것이

다. Sheldon Vanauken (1950, p. 72)에게 보낸 서신에서, C. S. Lewis는 친구에게 묻는다: ‘자네

는 공자 어록을 읽어 보았는가?’ 그리고 말하길, ‘이것이 도네. 나는 이것을 지킨 사람을 보지 못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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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the� Tao:�

Character� Education� in� ‘Narnian’� Virtues�

Professor Mark A. Pike Ph.D 
m.pike@education.leeds.ac.uk 

C.S. Lewis (1898-1963) was a scholar (Professor of Medieval and Renaissance 

literature at Cambridge University after a long stint at Oxford University), an author 

of classic children’s literature (over 100 million copies of the Narnia novels sold in 47 

languages, with recent movie releases) and a public intellectual, addressing the British 

public via his BBC radio ‘Broadcast Talks’, and appearing on the front cover of 

TIME magazine (Sept 8th, 1947). He was a friend of J. R. R. Tolkien (author of The 

Hobbit and Lord of the Rings) through whom he became a Christian and he is often 

thought of as the twentieth century’s most prominent apologist for Christianity. 

However, what may be surprising to many readers is that C. S. Lewis made a 

seminal contribution to what we now call ‘character education’ and drew extensively 

on Confucius and what he termed the ‘Tao’ in doing so (Pike, 2013 – see chapter 1 

‘Character Education’). C. S. Lewis’ Narnia novels, as we shall see, rest on the moral 

foundation of the Tao and the virtues and vices exhibited by the characters in these 

stories, and the consequences that flow from their good and bad moral choices, are 

all consistent with the moral order that is the Tao (Tankard, 2007, p.72). 

This paper describes foundations in the Tao of the Narnian Virtues character 

education curriculum research project (which I have the privilege of leading with 

Professor Thomas Lickona), the teaching and learning opportunities it provides based 

on three of the Narnia novels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Prince 

Caspian The Voyage of the Dawn Treader) and the experiences of selected 

participants. The curriculum is now available free of charge for schools from our 

website https://narnianvirtues.leeds.ac.uk/. We acknowledge generous funding from 

the Sir John Templeton Foundation and the excellent work of our research tea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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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s, school leaders, teachers and children who participated (Pike et al, 2015). 

This paper builds upon previous conceptual work (Pike, 2011, 2013, 2015) and will 

refer to Excellence and Ethics (Summer 2019), also available as a free download from 

our website. 

To understand why the Narnia novels are such a valuable basis for the character 

educa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today, we turn to C. S. Lewis’ seminal work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Abolition of Man (1943). This important, but short 

(only 63 pages in length) book, given as a series of lectures to teachers, addresses the 

human values underpinning schooling, contains over 60 references to Lewis’ ‘Tao’ and 

takes two of its main epigraphs from Confucius. On the title page of The Abolition 

of Man, C. S. Lewis quotes: ‘The Master said, He who sets to work on a different 

strand destroys the whole fabric’ (Confucius, Analects II. 16) and at the start of 

Chapter 2 ‘The Way’, which might be regarded as the heart of the book, C. S. Lewis 

again quotes Confucius in the epigraph to this chapter: ‘It is upon the Trunk that a 

gentleman works’ (Confucius Analects 1. 2). We shall return shortly to the significance 

of these epigraphs for character education, but before doing so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Lewis’ ‘Tao’ with regard to human 

values and schooling. 

In The Abolition of Man, Lewis argues that life (and schooling) should be based 

upon the foundation of the ‘Tao’, the Confucian term for the greatest thing or reality: 

‘It is Nature, it is the Way, the Road’ (Lewis, 1943, p. 15). Lewis uses terms such as 

‘righteousness’, ‘correctness’, ‘order’ and ‘truth’ to denote the Tao (Lewis, 1943, p.15) 

which he argues is both innate and universal, a law like gravity in the physical 

sciences but with the important difference that we have a choice as to whether we 

obey it (and have harmonious lives) or not. The eight ‘laws’ of Lewis’ ‘Tao’ are 

congruent with the ‘ten essential virtues’ that Lickona argues are ‘affirmed by nearly 

all philosophical, cultural, and religious traditions’ (2004, p. xxv) and in his Appendix 

to The Abolition of Man, C. S. Lewis illustrates each law of the Tao with carefully 

chosen references from the writings of different cultural and religious traditions, such 

as the New Testament and Old Testament of his own faith, Christianity, the writings 

of Confucius and other cultural traditions. The examples given below ar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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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ose provided by C. S. Lewis in his appendix to seminal work The Abolition 

of Man 

The Laws of the Tao, summarised (from the Appendix to C. S. Lewis’ The 

Abolition of Man)

1.� The� Law� of� General� Beneficence Refrain from murder or bringing any sort of 

misery and suffering upon one’s fellows; love others as oneself. 

   ‘Never do to others what you would not like them to do to you.' (Confucius 

Analects xv. 23) 

   ‘He whose heart is in the smallest degree set upon goodness will dislike no one’ 

(Confucius Analects iv. 4). 

   ‘When the people have multiplied, what next should be done for them? The 

Master said, Enrich them. Jan Ch’iu said, When one has enriched them, what 

next should be done for them? The Master said, Instruct them (Confucius, 

Analects, xiii. 9);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ur’ (Old 

Testament, Exodus 20: 16); ‘Do to men what you wish men to do to you’ 

(New Testament, Matthew 7: 16). 

2.� The� Law� of� Special� Beneficence Fulfil the special duties we have to family or 

subjects. Be blameless to thy kindred. 

   ‘It is upon the trunk that a gentleman works. When that is firmly set up, the 

Way grows. And surely proper behaviour to parents and elder brothers is the 

trunk of goodness’ (Confucius, Analects, i. 2) 

   ‘If a ruler… compassed the salvation of the whole state, surely you would call 

him Good? The Master said, It would no longer be a matter of “Good”, he 

would without doubt be a Divine Sage.’ (Confucius, Analects, iv. 28); ‘If any 

provide not for his own, and especially for those of his own house, he hath 

denied the faith’ (New Testament, 1 Timothy 5: 8); ‘Put them in mind to ob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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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strates.’… ‘I exhort that prayers be made for kings and all that are in 

authority.’ (New Testament, Titus 3: 1 and 1 Timothy 2: 1, 2)

3.� Duties� to� Parents,� Elders,� Ancestors Honour one’s father and mother by 

supporting them, caring for them and fulfilling one’s obligations to them by 

showing proper respect, even when they are dead. 

   ‘When proper respect towards the dead is shown at the end and continued after 

they are far away, the moral force of a people has reached its highest point’ 

(Confucius, Analects, I. 9); ‘Honour thy Father and the Mother’ (Old 

Testament, Exodus 20: 12) 

4.� Duties� to� Children� and� Posterity Provide for the education of the young and 

respect children. 

   ‘The Master said, Respect the young’ (Confucius, Analects, ix. 22); ‘Nature 

produces a special love of offspring’ and ‘To love according to Nature is the 

supreme good (Cicero, De Off, I. iv and De Legibus, I. xxi) 

5.� The� Law� of� Justice Be faithful to one’s spouse. Do not steal; render to each 

person his rights. The legal system should not be partial and treat the poor 

worse than the rich. 

   ‘Thou shalt not steal’ (Old Testament, Exodus 20: 15); ‘Do no unrighteousness in 

judgement. You must not consider the fact that one party is poor nor the fact 

that the other is a great man’ (Old Testament, Leviticus 19: 15) 

6.� The� Law� of� Good� Faith� and� Veracity Do not lie or commit fraud. Keep promises. 

   ‘The Master said, Be of unwavering good faith’ (Confucius, Analects, viii. 13); 

‘[The gentleman] must learn to be faithful to his superiors and to keep 

promises’ (Confucius, Analects, I.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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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Law� of� Mercy Care for the weak—the poor, the sick, the disabled, widows, 

orphans, and the elderly. 

   ‘When thou cutest down thine harvest… and hast forgot a sheaf… thou shalt not 

go again to fetch it: it shall be for the stranger, for the fatherless, and for the 

widow’ (Old Testament, Deuteronomy 24: 19) 

8.� The� Law� of�Magnanimity Do not injure; protect others from being injured. 

   ‘The Master said, Love learning and if attacked be ready to die for the Good 

Way’ (Confucius, Analects); ‘Verily, verily I say to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He who loves his life loses it.’ (New Testament, John 12: 24, 24) 

C. S. Lewis states that ‘this conception in all its forms, Platonic, Aristotelian, Stoic, 

Christian, and Oriental alike, I shall henceforth refer to for brevity simply as “the 

Tao”’ (Lewis, 1943, p.16) and argues that objective value, the Tao, is the very 

foundation of what it is to be human: 

‘All within the four seas are his brothers’ (xii. 5) says Confucius of the Chin-tzu… 

or gentleman. … ‘Do as you would be done by’, says Jesus…. All the practical 

principles… are there from time immemorial in the Tao. But they are nowhere else. 

Unless you accept these without question as being to the world of action what 

axioms are to the world of theory, you can have no practical principles whatever. 

You cannot reach them as conclusions: they are premises’. (Lewis, 1943, p. 27)

The a priori argument here is that the Tao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argued to, 

it is to be argued from - it is axiomatic. Lewis believes schooling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belief that certain attitudes are really true, and others really false, 

to the kind of thing the universe is and the kind of things we are’ (Lewis, 194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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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he Tao is a law in the sense that certain actions ‘merit, our approval or 

disapproval’ (Lewis, 1943, p.14) as the Law of Human Nature or Natural Law (the 

Tao) is a real truth that has objective reality. This is of foundational importance for 

schooling because once one acknowledges that ‘the Tao… is the sole source of all 

value judgements’ (Lewis, 1978/1943, p. 29) teachers are acknowledged to have a 

moral obligation to teach the Tao and Lewis demonstrates the dangers of schooling 

that indoctrinates children to assume that all human values are subjective (Pike, 2013). 

To recall the epigraphs from Confucius in The Abolition of Man, when teacher and 

student, parent and child, are working together on this basis, they will work upon the 

‘trunk’ or ‘character’ they will be working together on the ‘whole fabric’ and not be 

pulling in different directions. C.S. Lewis recalls Aristotle, for whom, ‘only those who 

have been well brought up can usefully study ethics: to the corrupted man, the man 

who strands outside The Tao, the very starting point for this science is invisible’ (C. 

S. Lewis, 1943, p. 31 my italic). Clearly: 

‘the educational problem is wholly different according as you stand within or 

without the Tao. For those within, the task is to train in the pupil those responses 

which are in themselves appropriate, whether anyone is making them or not, and in 

making which the very nature of man consists’ (Lewis, 1943, p. 17). 

C. S. Lewis advocates what we now call character education and approvingly refers 

to Aristotle’s view that ‘the aim of education is to make the pupil like and dislike 

what he ought’ (C.S. Lewis, 1943, p.14). How education and schooling ‘trains’ a child 

to respond appropriately is important. In The Abolition of Man C. S. Lewis criticised a 

popular, but misguided, English curriculum that indoctrinated children in subjectivity and 

relativism; conversely, our ‘Narnian Virtues’ curriculum acknowledges that the virtues 

we teach are objectively good, illustrated as they are in Narnia novels which are ‘part 

of the great moral tradition of humankind, that Lewis in The Abolition of Man calls 

the ‘Tao’. Our approach is to enable children to: understand, value and then practice 

the following virtues which we defined as follows: 

Six ‘Narnian’ Virt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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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 - The habit of exercising good judgement; being able to see what is trus 

and good and choosing the best course of action.

Love - The habit of acting selflessly for the good of another, without seeking 

recognition or reward; willingness to sacrifice for the sake of others by putting their 

well-being ahead of our own; doing good for others by being kind, caring, 

generous and loyal. 

Integrity – The habit of being true to ourselves and truthful with others; standing 

up for moral principles and following our conscience; not engaging in 

self-deception, such as telling ourselves that it’s OK to do something that, deep 

down, we know is wrong. 

Fortitude�– The habit of doing what is right and necessary in the face of difficulty; 

the mental and emotional strength, the ‘inner toughness’, to endure suffering and 

overcome adversity; exhibiting qualities such as confidence, courage, perseverance and 

resilience when challenging circumstances demand them. 

Self-Control – The habit of self-restraint; the mastery and moderation of our 

desires, emotions, impulses, and appetites; resisting temptation; delaying gratification 

in order to achieve a higher goal. 

Justice – The habit of treating everyone with equal respect and fairness; fulfilling 

our responsibilities; taking responsibility for our actions, sincerely admitting when 

we’ve done wrong, and making amends; recognising that no one – including 

ourselves – is ‘above the law’. 

Students learned each of these six virtues at the start of the twelve weeks. 

Subsequently, each week the students read an extract from a Narnia novel of about a 

page in length and highlight any virtues they perceive in green and any vices in red. 

The curriculum described below is based on twelve extracts from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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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1� Virtue: Integrity Reading: Extract 1 ‘Lucy was Very Miserable’ from chapter 

3 of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where Lucy is true to herself and 

refuses to lie even though this costs. Understanding through vocabulary work, 

synonyms for virtues and definitions 

Week� 2� Virtue: Self-control Reading: Extract 2 ‘Edmund and the Turkish Delight’ 

from chapter 4 of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where Edmund does 

not resist enchanted Turkish Delight. Applying through ‘My Turkish Delight’ where 

students reflect on their own self-control; devise and communicate a strategy for 

dealing with a common situation that tempts them 

Week� 3� Virtue: Self-control Reading: Extract 3 ‘Edmund Wants More Turkish 

Delight’ from chapter 4 of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where Edmund 

is manipulated by the White Witch. Empathising by ‘Hot-seating Edmund’ as 

students ask Edmund questions and listen to his answers about his motivation for 

running away and siding with the White Witch 

Week� 4� Virtue: Fortitude Reading: Extract 4 ‘Lucy Sticks to Her Story’ from 

chapter 5 of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where Lucy endures suffering 

for telling the truth. Applying through ‘Defend Your Fort’ and coming up with a 

‘battle plan’ to deal with the ‘canon balls’ or problems they face in life 

Week 5 Virtue: Wisdom Reading: Extract ‘Peter and Susan Seek Advice’ from 

chapter 6 of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where they ask the Professor 

for advice about their sister. Empathising through ‘Peter and Susan’s Script-Writing’ 

and writing from the perspective of Peter and Susan who are in conversation 

together after they leave the Professor 

Week� 6� Virtue: JusticeReading: Extract ‘Mr Tumnus’ Home is Wrecked’ from 

chapter 6 of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where Lucy finds her friend’s 

home ransacked by the Secret Police. Empathising through ‘Hot-Seating Lucy’ about 

Mr Tumnus’ home being wrecked, his possessions being damaged and his privacy 

not being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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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7� Virtue: Integrity Reading: Extract ‘Edmund Betrays Them’ from chapters 8 

& 9 of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where Edmund deceives himself 

and deserts his siblings, wanting the White Witch’s Turkish Delight and revenge on 

Peter. Empathising through ‘Siblings Script-Writing’ where Peter, Susan and Lucy 

discuss what Edmund has done and why – and what they should do about it 

Week� 8� Virtue: Justice Reading: ‘Extract Peter Owns Up’ from chapter 12 of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where Peter admits to Aslan that he has been 

unfair to his brother Edmund. Applying through ‘Owning Up’ where students 

describe why it is important to own up and what it feels like to do so 

Week� 9� Virtue: Fortitude Reading: Extract ‘Peter Did Not Feel Very Brave’ from 

chapter 12 of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where Peter faces his 

fears and fights the Maugrim the wolf (the Chief of the Secret Police). Applying 

through ‘Face a Fear’ where students write a plan and give advice (from an 

Agony Aunt) about how to confront and deal with what one is afraid of 

Week� 10� Virtue: Love Reading: Extract ‘Edmund is Forgiven’ from chapter 13,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where Aslan, Lucy, Peter and Susan forgive 

Edmund for being a traitor. Applying through ‘Edmund Tweets’ summarising in 140 

character tweets what Edmund has learned 

Week� 11� Virtue: Love Reading: Extract ‘Aslan Instead of Edmund’ from chapters 13 

and 14 of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where Aslan takes Edmund’s 

place and suffers instead of him. Valuing through a ‘Valuing Virtues’ task, reflecting 

on the two virtues they chose to work on that they have been practising during this 

curriculum. 

Week� 12� Virtue: Wisdom Reading: Extract ‘It Was All Edmund’s Doing’ from 

chapter 17 of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where Edmund fights and 

defeats the White Witch. Valuing by writing ‘Edmund’s Story’ where students 

summarise Edmund’s character change and its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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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iculum comprises activities aimed at helping students achieve the 

curriculum’s objectives: (1) understanding; (2) identifying, (3) empathising with the 

story characters, (4) valuing the virtues, and (5) applying them in one’s own life. We 

designed the curriculum to have many features aimed at helping student readers relate 

the fictional story’s characters and events to their personal lives – in particular to 

their character. Responses from 11 and 12-year-old students below are consistent 

with independent research into the impact of ‘Narnian Virtues’ (Devanney, 2018): 

John ‘I see myself as being like Edmund in the sense that my emotions controlled 

me. The person I aspire to be like is Aslan because he is calm and truthful. If 

everyone were like Aslan, it would be a better world’ 

Robert: ‘The virtue I am trying to improve in is fortitude because I am not very 

strong when it comes to standing up for what I believe in. Reading this book made 

me want to stop lying to myself and stick to what I believe’. 

Katie: ‘Before Narnian Virtues, I struggled with making good decisions. After 

learning the virtues, I am having fewer problems at school and am able to avoid 

things that got me in trouble.’ 

In addition, an important part of the curriculum comprised home activities such as 

completing a ‘My Character’ Self-Assessment, in which children identify, in 

conjunction with their parents, the virtues they wish to work on; challenges to do at 

least one good deed or job for someone every week with no reward; ‘What Is Your 

‘Turkish Delight?’ where students invite family members to each identify something in 

their lives over which they would like to gain greater control and everyone then 

makes a plan for achieving that goal; watching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film with family members to discuss the virtues and vices shown by the 

characters. 

Findings schools in the UK show that the curriculum did equip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it with the language and ethical tools that helped them to see 

situations at school and at home through an ethical lens. There is also plentiful 

evidence of children identifying with particular characters in the novel and being 

inspired to practice virtues in ways they had not previously even thought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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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ed to readily accept that the virtues they were learning were objectively good 

and right to develop as human beings. Yet exercising the ‘chest’ or working on the 

‘trunk’ (Confucius) and nurturing the moral character of students requires practice as 

we are ‘organized by trained habit into stable sentiments’ (Lewis, 1978/1943, p. 19 

my italic). Of course, conforming to the Tao and practising the ‘Narnian’ virtues is a 

lifelong task that cannot be accomplished in twelve weeks. Our students appeared to 

be more realistic in their assessment of themselves and how virtuous they were at the 

end of the Narnian Virtues project compared to the beginning. Clearly, keeping the 

‘Tao’ is challenging for human beings and students appeared to learn a great deal 

about themselves by seeking to proactively practise the virtues that constitute it. In a 

letter to Sheldon Vanauken (1950, p. 72), C. S. Lewis asks his friend: ‘Have you read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remarks, ‘This is the Tao. I do not know if anyone 

has ever kep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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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다.� 이� 사례는�포괄적� 접근법이�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의�인격에� 큰� 영향을�

미칠�수�있음을�잘�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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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The� Comprehensive�Approach� to� Character� Education

Content

This� paper� explains� that�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must� be� guided� by� a�

character� education� framework� that� address� three� questions:� (1)� What� is� the�

content� of� character?,� (2)�What� are� the� psychological� components� of� character?,�

and� (3)� What� educational� methods� are� needed� to� develop� good� character?� The�

paper� describes� a� character� education� framework� called�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character� education,”� first� presented� in� Lickona’s� Educating� for�

Character� and� subsequently� taught� by� SUNY� Cortland’s� Center� for� the�

4thand5thRs(RespectandResponsibility)� initscharactereducationtrainings.�

Applicable� at� all� deve� lopmental� levels,� the� comprehensive� approach� uses�

every� part� of� school� life—including� the� example� of� adults,� the� relationships�

among� peers,� the� handling� of� rules� and� discipline,� the� content� of� the�

curriculum,� the� instructional� process,� the� resolution� of� conflicts,� the� schoolwide�

moral� environment,� and� the� partnership� with� parents—as� opportunities� for�

intentionally� promoting� character� development.� The� comprehensive� model� is�

illustrated� with� a� case� study� of� a� national� award-winning� elementary� school� that�

shows� the� potential� of� this� approach� to� transform� the� culture� of� a� school� and�

significantly� impact� the� character�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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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교육의� 포괄적� 접근법

토마스 리코나
존중과 책임 센터

www.cortland.edu/character
뉴욕주립대(SUNY) 코틀랜드 분교

현대의 윤리 발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인격의 중요성에 대한 고대의 지혜를 

다시 되살린 것이다. 사회과학계에서는 긍정 심리학이 건강한 인격에서 덕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

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심리학계에서는 덕 윤리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정치학계에서는 리더십에서 

인격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용주들은 신뢰, 정직, 팀워크 등의 인격적 특성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책들은 가정에서 

훌륭한 인격을 양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인격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면서 전 세계 학교에서 인격교육 운동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이야말

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임에 틀림이 없다.

인격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개념적인 프

레임워크를 따라야 한다. 첫 번째는 철학적인 질문이다: 인격이란 무엇인가? 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두 번째는 심리학적인 질문이다: 인격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방법론적 질문이다: 인격 발달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무엇인가?

교육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격교육 프레임워크는 무수히 많다. 1995년에 내가 이사회에 참여

했던 워싱턴 DC 소재의 인격교육 파트너십(그 이후 Character.org로 개명)은 ’효과적인 인격교육

의 11가지 원칙(Eleven Principles of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을 출간했다. 이 11가지 원칙

은 이후 수 천개 학교에서 인격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 지침서 역할을 했다. 2005년, 

동료인 매튜 데이비슨과 나는 수상 이력이 있는 고등학교들이 ‘수행적 인격’(우수한 성과를 추구하

는 데 필요)과 ‘도덕적 인격’(윤리적 행동에 필요) 발달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연구한 

우리의 연구결과(www.cortland.edu/character)로부터 파생된 “스마트하고 선한 학교(Smart & 

Good Schools)”라는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본 논문은 내가 ‘인격교육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이라 명명한 개념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다룬다. 

이 개념은 1991년 출판된 나의 저서 ‘인격교육론(Educating for Character)’에서 처음 주창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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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난 20년 간 여러 교사 및 학교들과 함께 추진해 온 일들을 통해 더욱 발전했다. 1994년 

나는 학교들이 이 접근법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뉴욕주립대 코틀랜드 분교에 “존중과 책임 

센터(Center for the 4thand5thRs)를 설립했다. 포괄적 접근법은 11가지 원칙 프레임워크 및 스마

트하고 선한 학교 프레임워크와 통합 가능하며, 학교들은 이 3가지 개념 모두를 활용할 수 있다. 

철학적으로 보면, 포괄적 접근법은 선한 인격을 정의하는 것은 덕이라고 간주한다. 파이크 교수

가 인류가치포럼에 발표한 논문에서 묘사한 6가지 ‘나니아(Narnian)’ 덕목* (지혜, 사랑, 용기, 자

기통제, 정의, 진실성) 같은 덕목들은 객관적으로 훌륭한 인간의 자질이자 개인의 발달과 웰빙에 

좋은 것이고 전체 인류 공동체의 번영에도 좋은 것이라고 간주된다. 포괄적 접근법은 인격을 3가

지 심리적 요소로 구분한다: 아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 훌륭한 인격은 선이 무엇인지 알고, 

선을 갈망하며, 선을 행하는 것(각각 머리, 가슴, 손)을 포괄한다. 따라서, 인격교육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1) 덕목을 이해하고 (인격의 ‘머리’ 부분), (2) 덕목 실천을 위한 동기를 부

여받고 (‘가슴’ 부분), (3) 덕목 실천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 (‘손’ 부분) 도움을 주는 방법을 사용해

야 한다. 인격 3요소 전체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격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학

급과 학교생활의 전 부분을 인격발달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체육활동 및 식당과 운동장에서의 

교류 같은 비학문적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격교육이다. 그 어떤 

일이라도 학생의 가치관과 인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역자 주: 나니아 덕목(Narnian Virtues)이란 C.S.루이스의 소설 ‘나니아 연대기’에서 강조되는 덕목들을 말한다.

포괄적 교육법에는 9가지 교실 전략과 3가지 전교적 전략이 포함된다. 9가지 교실 전략은 다음

과 같다: (1) 돌보는 사람, 모범, 멘토로서 모든 학생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교사의 노력, 

(2) 긍정적인 또래 관계 장려, (3) 규칙과 규율을 활용한 인격 교육, (4) 최고의 교실을 만드는 과

정에서 학생들에게 발언권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민주적 교실 환경, (5) 커리큘럼을 통한 인격 교

육, (6) 협동 학습의 빈번한 활용, (7) 학생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교

육, (8) 도덕적 질문에 대한 윤리적 성찰 및 자기 자신의 인격 향상, (9) 갈등 해결 기술 연습. 포

괄적 접근법의 3가지 전교적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고의 윤리적 행동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만드는 우수성과 윤리 중심의 학

교 문화 형성, (2) 봉사 학습을 통해 돌봄을 교실을 넘어 학교 전체와 지역사회로까지 확장, (3) 

부모를 비롯해 지역사회 전체를 인격교육의 파트너로 영입. (커리큘럼을 통한 인격 교육, 자기 자

신의 인격에 대한 성찰, 부모들과의 협력 같은 전략들은 파이크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기술한 ‘나

니아 덕목’ 프로젝트의 일부임을 주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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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힐탑초등학교�사례

교육자들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사례를 통해 배움을 얻는다. 우리 센터는 교사와 학교장들에게 

우수한 포괄적 인격교육의 사례연구를 제공해 이들이 이를 읽고 소그룹으로 토론하게끔 하는 것이 

전문성 개발의 효과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이 분들에게 다음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요구했다: 우리가 이미 인격교육 과정을 통해 하고 있는 일 중 이 학교가 하고 있는 일은 무

엇인가?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이 학교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학교가 취한 전략들 중 

우리의 인격교육 강화에 도움이 될 것들을 어떻게 적용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사례연구가 있다. 1990년대 초, 워싱턴 주 시애틀의 교외 

지역에 위치한 힐탑초등학교는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어른들과 또래 학생들 모두에게 무례한 태도

를 보이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직면했다. 게리 브랜치 교장은 이렇게 말한다: “교장으로서 

제가 받는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는 단순한 규율 차

원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문제임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쿨하다’고 여기는 

것을 무례함에서 존중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브랜치 교장은 “인격교육론”을 읽고 인격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브랜치 교장은 이 

책의 사본을 모든 교사에게 나눠주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읽어보도록 했다. 9월 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로 복귀한 교사들은 인격교육이 학교 문화를 바꿀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를 시도해 보

기로 결심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99년, 힐탑초등학교는 인격교육 파트너십이 선정하는 10개

의 우수인격교육학교에 포함되었다. 이 학교가 포괄적 접근법을 활용해 이러한 변화를 이뤄낸 방

식에 대해 살펴보자.

1. 강력한 부모의 개입.  브랜치 교장은 저녁 모임에 부모들을 초대해 “인격교육학교”로 만들겠다

는 아이디어에 대해 부모들의 반응을 청취했다. 브랜치 교장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덕목을 가

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부모들은 학교 전체적으로 인격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열성

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후 브랜치 교장은 매주 부모들에게 학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편지를 써서 알렸다. 교사들 또한 매주 또는 격주로 자신들이 교실 내에서 존중과 책임

감을 기르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설명하는 ‘부모 소통 뉴스레터(Parent Connection 

Newsletters)’를 써서 보냈다. 학교는 힐탑초교의 모든 가족들에게 가능하다면 매주 2시간씩 학교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후 수년 간 75%가 넘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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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의 학교 공동체 형성.  힐탑의 새로운 교훈은 “우리는 함께 배우고, 사랑하고, 돌보고, 나

누고,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가 되었다. 브랜치 교장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존중감과 유대감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는 모든 아이

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실에 공동체를 형성

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매 학년의 시작을 “신년 조회”라 부르는 활동으로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교직원과 학생들을 소개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다시 

학교에 돌아와 한 자리에 모인 것을 축하합니다. 또한 존중과 책임 그리고 안전의 관점에서 학교 

전체의 규칙을 재검토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새 학기 동안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적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교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힐탑은 고학년 학급과 저학년 학급을 짝지어주는 “반 짝꿍 

제도”를 실시했다. 예를 들면 3학년 학급이 1학년 학급과 짝을 이루는 식이다. 그 해 내내 짝꿍들

은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봉사 활동을 함께 한다. 브랜치 교장은 또

한 모든 아이들을 빠짐없이 알기 위해 매주 금요일 소그룹의 학생들과 점심을 같이 먹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3. 학급 회의.  힐탑의 교사 한 명은 “학급 회의야말로 우리 학교 프로그램의 중심입니다.”라고 

말한다. 브랜치 교장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급 회의를 아이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우리는 아

이들이 서로에게서 유사점과 차이점, 좋은 점과 싫은 점을 찾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학급 회의를 

활용해 서로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 공동 생활의 방식에 대해 토론하고 규칙을 

정할 뿐 아니라 적극적 경청 및 화자와 눈 맞추기 같은 대화 기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운동장

에서 하는 놀이에서 배제된 아이들이 있다거나 프로젝트 수행 후에 교실을 어질러 놓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문제들에 대해 학급 회의에서 토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해야 할까요?”

브랜치 교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모든 교사들이 학급 회의를 활용해 덕목에 대해 가르치

고 아이들이 민주적 참여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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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성의 시간.  존중과 책임감 단계 차트(Levels of Respect and Responsibility Chart)를 활용

해 교사들은 학생들이 하루 동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해 보도록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질

문을 하는 것이다. “네 자신이 현재 어떤 단계에 속한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 다리

에 손가락을 올려 그 개수로 자신의 단계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 학급 전체는 어떤 단계에 속한

다고 생각하니? 수학 시간에는 우리 학급이 어떤 단계에 속한 것처럼 보였니?” 8살 아이들을 맡고 

있는 한 힐탑초교 교사는 “어른이 손가락질을 하며 ‘너는 정말로 존중과 책임감을 키워야 해’라고 

말하는 방식 대신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니?”라고 질문합니다. 미래에 

스스로 자기반성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존중과 책임감 단계

4단계：존중과 책임감을 실천하며 남을 돕는다

 - 특징：3단계의 모든 특징에 더해, 부여받은 것 이상의 노력을 하며 기회가 생기면 도움을 

제공하고 기대 이상의 창의성을 발휘한다.

3단계：존중과 책임감을 실천한다

 - 특징：근면하고, 기대한 만큼의 노력을 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일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뒷정리를 하며, 시간 활용을 잘하고, 자료를 조심스럽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며, 생산적인 대

화를 하고, 끈기가 있다.

2단계：상기시킬 때 일을 하거나 말을 경청한다

 - 특징：현장에서 어른이 상기를 시키거나 질문을 하면 일을 완수한다. 일을 많이 하지 않고 

대화는 비생산적이다(유치한 대화). 때로 일을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1단계：일을 하지 않거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 특징：일을 아예 또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일이 끝날 때 나타나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집

중을 못한다.

0단계：남을 방해한다

 - 특징：큰 소리로 얘기하고, 바보스럽거나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자주 하며, 일을 해도 최소

로 하거나 부주의하게 마무리한다. 다른 사람의 집중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자료를 함부

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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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반성의 시간이 학생과 어른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덕목을 내재화하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고, 우리 교사들은 모든 교직원 회의 시간의 

첫 절반은 교실에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 반성하고 다음 달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5. 인격 기반 훈육법.  브랜치 교장은 “우리는 아이들이 왜 자신이 특정한 행동양식을 발휘해야 

하는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행동양식이 개선될 여지가 훨씬 커집니

다.”라고 말한다. 브랜치 교장은 현재 힐탑초교의 훈육법은 75%가 사회성 기술을 가르치는데 집중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 중 중심이 되는 것은 훌륭한 매너를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매너를 연습시킵니다.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감사를 표하며,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

는 것 같은 행동들 말입니다.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빠지지 않고 우리 학생들의 매너가 훌

륭하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6. 창문방(Window Room).  힐탑초교의 인격 기반 훈육법 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목적 

창문방이다. 햇살이 비치는 환한 이 방에는 교내 상담관과 교육 조교가 상주한다. 처음에는 부정적 

행동을 한 학생들을 이곳에 보냈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이유로 학생들이 이곳을 찾는다.

냉각 시간.  교사 중 학생의 행동에 속상한 사람이 있거나 학생이 무언가에 속상해하는 경우, 

창문방을 찾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적절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마음을 추스

린다. 감독관이 학생에게 행동개선계획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정서적 지지.  어떤 학생들은 자신이 학교 또는 집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어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싶어 찾기도 한다.

조용한 작업 공간.  어떤 학생들은 모든 방해요소들로부터 벗어나 조용히 작업할 곳을 찾아 창

문방을 찾는다. 짝을 지어 또는 소그룹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 오는 학생들도 있다.

대안적인 휴식 공간.  밖에서 휴식을 취하는 대신 많은 학생들이 창문방을 찾아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미술작품을 만들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긍정적 강화.  교사들은 때로 학생이 교실에서 보인 긍정적 행동이나 뛰어난 성적을 칭찬하기 

위해 학생을 창문방에 보내기도 한다.

교내 정학.  가끔은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벌주기 위해 창문방에 보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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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화로 해결하기 공간.  교실에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는 “대화

로 해결하기(Talk- It-Out)” 공간이 있다. 학생들은 교내 심리학자 린다 바빈이 만든 5가지 갈등

해결단계를 따른다: (1) 멈추고 마음 가라앉히기 (2) 말하기와 경청하기 (3) 두 사람 모두가 필요

로 하는 것 파악하기 (4)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고민하기 (5) 둘 다 만족하는 해결책 선택하기

8. 정의 위원회.  힐탑초교의 정의 위원회(Justice Committee)는 학급 회의와 마찬가지로 학생들

에게 민주적 절차를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정의 위원회는 학교의 여타 절차로 해결되지 않은 문

제들을 해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교장이 감독을 맡고 4~6학년 학생들이 참여한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배심원 의무와 비슷한 교내 시민의 의무로 간주된다. 교사들은 매 3주 마

다 자신의 학급에서 서로 다른 학생을 무작위로 선정해 위원회에 교대로 참여시킨다. 학생이나 교

사 위원이 고민할 문제를 상정하면 정의 위원회가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

다. 그런 다음 권장 해결책을 교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예를 들면, 날씨가 좋을 때 힐탑초

교 학생들 대부분은 휴식시간에 밖에 나가 점심의 일부를 먹는다. 하지만 운동장에 버려진 쓰레기

는 학교 관리인에게 엄청난 일거리를 만들어 주게 된다. 관리인은 이 문제를 정의 위원회에 가져

왔고, 정의 위원회는 모든 학급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볼 것을 권고했다. 그 결과 학교 전체

적으로 운동장의 청결 유지 약속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었다.

9. 월별로 서로 다른 덕목에 집중.  브랜치 교장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첫 3년 간 우리는 존

중과 책임에만 집중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너무 판에 박힌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3가지 덕목에 집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서로 다른 덕목에 집중하고자 노력했고 (근면, 협동, 시민의

식, 친절, 인내, 공정, 용기, 정직, 자기 수양)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10. 커리큘럼의 통합.  힐탑초교의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인격교육을 읽기, 쓰기, 사회 과목, 체육

에 접목시킨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이야기에 대한 토론을 통해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때 

사용되는 이야기는 허구일 수도 뉴스에 나온 실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과제를 주

는 것이다. “친절함 또는 잔인함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고 학교에 가져와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세

요.” 인격이 두드러진 주제로 표현된 그림책과 챕터북 또한 서로 다른 덕목을 강조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되었다. 힐탑초교의 교사들은 모든 주제 분야에 인격교육을 접목한 것이 교과목이 갖는 의

미를 증폭시키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한다.

11. 사회적 인정.  브랜치 교장은 “많은 학교들은 선행에 대한 동기부여를 외부에서 수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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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회 공동체로서 우리들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얻게 되는게 뭘

까?’라는 고민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저희 힐탑초교는 물질적 보상보다 훌륭한 인격에 대해 사회적 

인정을 해 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용기와 배려심을 끊임없이 칭찬해 줍니다. 또한 ‘축하 조회’를 

갖고 아이들에게 음악 공연, 촌극, 연극, 시와 이야기 낭독 등의 공연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공

연의 상당수는 그 달의 덕목을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의 공연을 지역 행사, 다른 

학교나 양로원 등에서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지역 봉사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12. 전환 지원.  인격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힐탑초교는 교직원의 거

의 절반이 정년퇴직과 이사 등으로 퇴직을 했다. 또한 인격을 강조하는 교육이념을 지속하는데 적

합한 새로운 교장도 채용했다. 교내 심리학자인 바빈은 “새로 합류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

달 회의를 열어 인격교육의 기본 철학과 우리가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왔습

니다. 새로 들어온 교직원들은 자신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조직에 합류하게 되니 엄청난 지원을 

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전체 교직원들 간 훌륭한 팀워크와 협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느

끼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바빈은 힐탑의 변화 스토리에 대해 이렇게 요약한다: “지난 10년 간 우리 학교의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다보니 학교를 방문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한마디씩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긍정적 행동이 꾸준히 늘어나고 훈육 문제는 줄어들었

습니다. 또래 압력(peer pressure)은 이제 우리 편입니다. 존중하는 것이 쿨한 것이 되었거든요. 힐

탑의 학생들이 새로 온 학생들에게 교내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인격교육운동 초기에는 많은 학교들이 힐탑초교와 같은 형태의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 전체적으로 포괄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자신이 목격한 피상적 인격교육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한 교육감은 “대부분의 인격교육은 

넓기만 하고 깊이는 얄팍한 수준입니다.”라고 말했다. 인격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취약한 교육 중재만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점이다. 취약한 중재가 상당한 개선을 가져

오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인격교육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격교육중재는 반드시 포괄적이어야 한다. 즉, 우리가 직면한 인격 문제의 심각

성을 해결하기 충분할만큼 넓고 깊은 것이어야 한다. 학교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가족, 신앙 공동체, 청소년 단체, 정부, 언론 그리고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외 모든 사람들

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진정으로 포괄적인 인격교육 접근법이란 학급과 학교생활 전반을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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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며, 학교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 잠재력을 갖고 있고, 아이들의 삶과 인격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접근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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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Character� Education

Thomas Lickona, Ph.D., www.thomaslickona.com
Director, Center for the 4thand5thRs(RespectandResponsibility)

www.cortland.edu/characte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Cortl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ethical developments of modern times has been the recovery of 

ancient wisdom about the importance of character. In the social sciences, positive psychology 

has called attention to the role of virtues in a healthy personality. In philosophy, virtue ethics 

is a growing field.  In politics, we see the importance of character in leadership. Employers 

stress character qualities crucial for the workplace such as dependability, honesty, and 

teamwork. Books on parenting address what we can do to nurture good character in the 

home. In education, the renewed concern for character has given rise to an increasingly 

global character education movement in schools—arguably the most important educational 

reform of our time. 

To be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must be guided by a conceptual framework that 

addresses three questions. The first is philosophical: What is the content of character—how 

should we define goodness? The second is psychological: What are the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character? The third is methodological: What educational 

methods are effective in fostering character development?

There are now a number of character education frameworks that educators can draw from. 

In 1995, the Washington, DC-based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since renamed 

Character.org), whose Board I served on, published the Eleven Principles of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These eleven principles have since been used by thousands of schools to 

guide their character education initiatives. In 2005, my colleague Matthew Davidson and I set 

forth the Smart & Good Schools conceptual framework that emerged from ou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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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ortland.edu/character) ofwhataward- winning high schools were doing to develop 

“performancecharacter” (needed for the pursuit of excellence) and “moralcharacter”(needed for 

ethical behavior). 

This paper describes a conceptual framework I call a “comprehensive approach to character 

education.” It was first presented in my 1991 book Educating for Character and grew out of 

my work with teachers and schools during the previous 20 years. In 1994, I founded the 

Center for the 4thand5thRs(Respect and Responsibility)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York 

at Cortland to help schools implement this approach. The comprehensive approach can be 

integrated with the Eleven Principles framework and the Smart & Good Schools framework; 

schools can and do make use of all three.  

Philosophically, the comprehensive approach holds that the content of good character is 

virtue. Virtues—for example, the six “Narnian” virtues (wisdom, love, fortitude, self-control, 

justice, and integrity) described in Professor Pike’s paper for this Human Values Forum—are 

held to be objectively good human qualities, good for the development and well-being of the 

individual and good for the flourishing of the whole human community.  The comprehensive 

approach views character as having three psychological components: knowing, feeling, and 

behavior. Good character involves knowing the good, desiring the good, and doing the good

—head, heart, and hand. Therefore, to be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must use methods that 

help young people (1) understand the virtues (the “head” part of character), (2) be motivated 

to practice the virtues (the “heart” part), and (3) form habits of putting the virtues into 

practice (the “hand” part). To maximize growth in all three components of character, a 

character education initiative must intentionally use every part of classroom and school life—

including non-academic parts such as sports and interactions in the lunch room and on the 

playground—as opportunities to promote character development. Everything that happens in 

school is character education, because everything has the potential to affect a student’s values 

and character.  

The educational methods of the comprehensive approach include nine classroom strategies 

and three schoolwide strategies. The nine classroom strategies are: (1) the teacher’s efforts as 

caregiver, model, and mentor to creat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all students; (2) prom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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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peer relationships; (3) using rules and discipline to teach character; (4) a democratic 

classroom environment that gives students voice and responsibility in making the classroom 

the best it can be; (5) teaching character through the curriculum; (6) frequent use of 

cooperative learning; (7) teaching students to strive to do their best work; (8) ethical 

reflection on moral questions and improving one’s own character; and (9) practicing the skills 

of conflict resolution.  The three schoolwide strategies of the comprehensive approach are: (1) 

creating a whole-school culture of excellence and ethics that holds students accountable to 

doing their best work and demonstrating their best ethical behavior; (2) extending caring 

beyond the classroom into the school and community through service learning; and (3) 

recruiting parents and the wider community as partners in character education. (Note that 

strategies such as teaching character through the curriculum, reflecting on one’s own 

character, and partnering with parents are part of the Narnian Virtues project described by 

Professor Pike in his paper.)

A� Case� Study:� The� Hilltop� Elementary� School� Story�

Educators, like students, learn from example. In our Center’s work, we have found that an 

effective mean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is to give teachers and school leaders a case 

study of high-quality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to read and discuss in small groups. 

We ask them to consider: What does this school do that we already do in our character 

education work? What do they do that we do not do?  How might we adopt or adapt 

some of their strategies in ways that could strengthen our character education efforts?  

Let me share one case study we have often used in this way.  In the early 90s, Hilltop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a suburb of Seattle, Washington, faced a trend that schools 

across the US were seeing: increasing student disrespect for both adults and peers. Principal 

Geri Branch comments: “The pressure was on me as principal was to be tougher. But we 

began to realize that this was a far deeper issue than discipline. We needed to change the 

idea of what students considered ‘cool’—from disrespectful to respectful.”

Branch read Educating for Character and saw character education as offering hop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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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e copies of the book to every teacher to read over summer break.  When the faculty 

returned in September, they decided to try character education as the best way to change the 

culture of their school. Six years later, in 1999, Hilltop was one of ten US schools to be 

named a National School of Character by the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Here is how 

they achieved this transformation by using the comprehensive approach:  

1. Strong parent involvement.  Branch invited parents to evening meetings to get their 

response to the idea of becoming “a school of character.” She asked them what virtues they 

thought the school should teach. Parents were enthusiastic about having a schoolwide focus 

on character education. Once the program was underway, Branch wrote weekly letters to 

parents about what the school was doing. Teachers also wrote weekly or biweekly Parent 

Connection Newsletters describing activities they were using to foster respect and responsibility 

in their classrooms. The school asked every Hilltop family, if they could, to donate two 

hours of service each week to the school. Over the next several years, more than 75% of 

parents volunteered.  

2. Building a caring school community.  Hilltop’s new school motto was: “We are here 

to learn, to love, to care, to share, and to grow—together.” Branch explains:

 

We want all of our students to feel valued and connected. As part of that, we try to 

make sure that every child has a friend in our school. We work on the goal of building 

community in every classroom. As a school, we now begin each academic year with what 

we call our “New Year's Day Assembly.” We introduce new staff and new students.  We 

celebrate being back together as a family. We review schoolwide rules regarding respect and 

responsibility and safety. I ask the children to think about and write down the goals they 

will work on during the coming school year.

In order to build positive peer relationships, Hilltop implemented a “class buddy system” 

that paired an older class with a younger one. For example, a 3rd-grade class might pair up 

with a first-grade class. During the school year, buddies do various projects together, share 

lunch, and give service. Branch also made an effort to get to know every child by having 

lunch each Friday with small groups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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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ass meetings.  A Hilltop teacher says: “The class meeting is the backbone of our 

program.” Branch explains: 

Our teachers use the class meeting to help children get to know each other. We help 

students discover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like and dislikes. We use class meetings to 

give each other compliments. We use them to discuss how we live together and to set up 

rules. We use them to teach conversation skills such as active listening and looking at the 

person who's speaking. And we use them to empower children to be problem-solvers. If 

there's a problem with some children getting left out of games on the playground, or if 

people are leaving a mess in the classroom after doing projects, we discuss those issues in 

class meeting. We ask, “How can we work together to solve this problem?”

“The expectation,” says Branch, “is that all teachers will use class meetings to teach the 

virtues and give children the experience of democratic participation.”

4. Reflection time.  Using a Levels of Respect and Responsibility Chart, teachers have 

students reflect on their behavior at different points during the day. Sample questions: What 

level do you think you, individually, are working at right now?  (Students give themselves a 

private level score by putting the number of fingers on their leg.) What level do you think 

the whole class is working at? What level did you feel the class was at during math?” One 

Hilltop teacher of 8-year-olds says, “Instead of an adult pointing fingers and saying, ‘You 

really need to work on respect and responsibility,’ we’re asking the children, ‘How do you 

think you’re doing?’ We’re laying the foundation for independent self-reflection in the 

future.”

LEVELS OF RESPECT AND RESPONSIBILITY

  Level 4: Respectful, Responsible, Helps Others

 - Characteristics：All the characteristics of Level 3, plus doing what is assigned and 

more, giving help when the opportunity arises, creativity beyond what's expected.

  Level 3: Respectful, Responsible

 - Characteristics：Hard work, doing what is expected, respecting the rights and wor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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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cleaning up work carefully, using time well, using materials carefully and 

responsibly, productive conversation, persistence.

  Level 2: Works or Listens When Reminded

 - Characteristics：Work accomplished with reminders or questioning done by adult 

present, not much work seen, conversation unproductive—may be silly, works 

sometimes and other times not working.

  Level 1: Not working or Listening

 - Characteristics：No work, or very little work, seen at end of time, wandering, 

unfocused.

  Level 0: Bothering Others

 - Characteristics：Loud talking, often silly or goofy, work accomplished is minimum or 

carelessly finished, actions interfere with another's ability to concentrate, abuse of 

materials.

Says one teacher: “Reflection has been transformational for both students and adults. For 

students, it really helps them to internalize the virtues. As teachers, we take the first half of 

every faculty meeting to reflect on what’s working in our classrooms and what isn’t working 

and to plan for the next month.”

5. A character-based approach to discipline.  Branch says, “We want children to 

understand why they should behave in a certain way. When they understand that, behavior is 

much more likely to improve.” She says 75% of Hilltop’s approach to discipline is now 

focused on teaching social skills. A major part of that is teaching good manners. “We 

practice manners—saying please and thank you, holding the door for someone coming behind 

you. Visitors always comment on the good manners of our students.”

6. The Window Room.  Part of Hilltop’s positive approach to character-based discipline 

is its multi-purpose Window Room. This bright, sunny room is staffed by the school 

counselor and an educational assistant. At first, students were sent here just for negative 

behavior, but now they come for a variety of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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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down time.  When a staff member is upset with a student's behavior, or when a 

student is upset about something, the Window Room is a place for cooling off and getting 

back to appropriate choices and behavior.  The supervising adult may ask the student to 

write out a behavior improvement plan.

Emotional support.  Some students come to seek emotional support from an adult 

regarding a problem they might be having at school or home.

Quiet work space.  Some students come to the Window Room to find a quiet place to 

work, away from all distractions.  Some come to do academic work in pairs or small 

groups.

Alternative to recess.  Rather than outdoor recess, many students choose to come to the 

Window Room to play games, read, do art work, or just talk to each other.

  

Positive reinforcement.  Staff sometimes send students to the Window Room in 

appreciation of especially positive behavior or exceptional performance in the classroom.

In-school suspension. Occasionally, a misbehaving student is sent to the Window Room 

for detention.

7. Talk-It-Out Space.  Classrooms have a “Talk It Out” space where students go to 

solve problems they’re having with another person. They follow 5 conflict resolution steps 

created by school psychologist Linda Babin: (1) Stop and cool off; (2) Talk and listen; (3) 

Find out what you both need; (4) Think of ways to solve the problem; and (5) Choose a 

solution that you both like.

8. The Justice Committee.  Hilltop’s Justice Committee, like its class meetings, teaches 

students democratic process. The Justice Committee has the job of dealing with school 

problems that haven't been solved through other school procedures.  The principal oversees 

the Committee; students in grades four through six are eligible to serve. Service is considered 

a responsibility of school citizenship, similar to jury duty. Teachers randomly choose a 

different student from their classroom every three weeks to take a turn of service. Eith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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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or a staff member can present a problem for consideration, and the Justice 

Committee brainstorms possible solutions. Recommended solutions are then presented to the 

principal for approval. For example, when the weather is good most Hilltop students eat part 

of their lunch outside during recess. But litter on the school grounds was making a lot of 

extra work for the custodian. He took his concern about this to the Justice Committee, 

which recommended that all classrooms discuss this problem. As a result, there was a 

schoolwide renewal of the commitment to keeping the grounds clean.

9. A Monthly Schoolwide Focus on a Virtue.  “For the first three years of our 

program,” Branch says, “we focused only on respect and responsibility. After a while, it 

began to be too routine. We tried doing three virtues a year. That still didn’t give us enough 

momentum. So we tried focusing on a different virtue each month (hard work, cooperation, 

citizenship, kindness, tolerance, fairness, courage, honesty, courage, and self-discipline), and 

that worked better.

10. Curricular Integration.  Hilltop’s faculty regularly integrates character education into 

reading, writing, social studies, and physical education. One approach is teaching the virtues 

by discussing stories—both fictional stories and those found in the news. A sample 

assignment: “Look for examples of kindness or cruelty, and bring those to school to share 

with the class.” Picture books and chapter books with strong character themes have also been 

a good way to highlight the different virtues. Hilltop teachers say that integrating character 

education in all subject areas has made the academic subject matter more meaningful and 

motivating for the children.   

11. Recognition.  Branch says, “Many schools rely on extrinsic rewards to motivate good 

behavior, but as a society we suffer from thinking, ‘What will I get for doing this?’ So at 

Hilltop we give social recognition for good character rather than material rewards. We are 

constantly thanking children for being courteous and considerate. We also have Celebration 

Assemblies that give children the opportunity to perform—to do musical recitals, skits, plays, 

and readings of poems and stories. Many of these performances highlight the virtue of the 

month. Student performances are then repeated at community events, other schoo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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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homes, and in this way become a form of community service.”

12. Nurturing Transitions.  Five years after beginning its character education initiative, Hilltop 

experienced a turnover in nearly half its faculty due to retirements and moves.  The school 

also hired a new principal, chosen to continue the emphasis on character. School psychologist 

Babin says, “In order to support new staff coming on board, we have held monthly meetings 

to discuss our foundational philosophy of character education and the strategies we use. Our 

new staff tell us that they feel tremendously supported as they are welcomed into the flock in 

this way. They can see the good teamwork and cooperation that goes on among all staff.”  

Babin sums up Hilltop’s turn-around story: “Over the past ten years, the climate of our 

school has improved so much that almost everyone who visits our school comments on it. 

Our students’ test scores have steadily improved. We’ve seen also a steady increase in positive 

behaviors and a decline in discipline problems. Peer pressure is now on our side; it’s cool to 

be respectful. You can hear Hilltop students telling new students how we treat one another 

here.” 

In the early days of the US character education movement, many schools did not yet 

understand that a comprehensive schoolwide approach was needed to achieve the kind of 

transformation that Hilltop brought about. One school superintendent who was critical of the 

superficial character education he observed, said, “Most character education is a mile wide 

and an inch deep.” The greatest danger facing character education is that severe social 

problems will be met with only weak educational interventions. When weak interventions fail 

to bring about significant improvement, people will say, “We tried character education, and it 

failed.”

Our character education interventions must therefore be comprehensive—broad enough and 

deep enough to address the seriousness of the character problems that confront us.  Schools 

can’t do the whole job alone; they will need help from families, faith communities, youth 

organizations, government, the media, and everyone else who has influence on our young. But 

an approach to character education that is truly comprehensive, one that encompasses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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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f classroom and school life, has real potential to transform a school’s culture and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ives and character of ou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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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인격형성�수단으로서의�도덕�실천

요약문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제6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주제인�

“4차� 산업혁명시대� 포용적� 인문가치”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한다.� 오늘� 날� 인류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따른� 일련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격변상황을�특징으로�하는� 새

로운�시대에�직면하고�있기�때문이다.�이� 혁명은�빅�데이터,�로봇�공학,� AI,� IoT,� 생명공학�

및� IIoT(산업용� 사물인터넷)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디지털,� 생물학적� 및� 물리적� 혁신이�

융합되어�계속�발전하게�될�것이다.

일본�정부의�내각은�일본이�제4차�혁명의�미래�발전�및�관련된�문제에�대처하기�위해�미래�

사회의�개념을�새롭게�제안하고,� 이를� “사회� 5.0”이라고�부른다.� “사회� 5.0”은� “사이버�공

간과�물리적�공간을�고도로�통합하는�시스템에�의하여�인간중심의�사회가�경제발전과�균형

을�맞추는�사회"라고�정의한다.� 보도에�따르면,� 이� 새로운�개념에�따라� 일본이� “세계�최초

로�누구나�활기가�넘치는�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인간중심�사회(사회� 5.0)”를�

목표로�삼고�있다고�한다.� 이러한�목표는� “다양한�산업분야의�첨단기술과�사회활동을�통합

하고,� 새로운�가치를�창출하기�위한� 혁신을�장려함으로써”� 달성할� 수�있다고�한다.� 교육부

문에서�이�정책을�지원하기�위해,�문화·스포츠·과학기술부는�주요�정책문제�중�하나로�인간

의�능력에�중점을�두고�어린�학생들이�빠른�기술변화에�대비할�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인간의�능력을�키우는�것은�기본적으로�신기술이�아닌�인격교육에�속한다는�사실을�

상기해야�한다.�그러므로�이것은�도덕적�실천을�통해서만�달성�될�수�있으며,�이는�결국�비

인간적인�인공지능이나�사물인턴넷에�의해�복제될�수�없는�인간의�상호작용과�연결성을�필

요로�하는�것이다.

본인의�발표를�통하여�인격교육의�관점에서�도덕교육의�몇�가지�기본원칙을�소개하고�실제�

인격교육의� 실례�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일본� 국내를� 배경으로� 하여� 가정

과�가족�간에�일어나는�사례이며,�두�번째는�사례는�레이타쿠�대학교에서�본인이�담당하는�

“도덕과학”�과정�중에서� ‘사소한�도덕(petit�morals)’을�실천하는�실험에�관한�것이다.�본인

은�학생들에게�자신들이�학교를�위하여�어떤�도덕적�행위를�할�수�있는지�토론하고�그�결

과를�발표하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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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ractice� of�Morals� as� a�Means� of� Building� Character

Content

All� of� us� here� appreciate� the� need� for� “Inclusive� Human� Values�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 common� theme� to� be� shared� at� this� 21st�

Century� � Human�Value� Forum� 2019,� since� today�we� face� a� new� era,� one� that� is�

marked� by� � a� series� of�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upheavals� brought�

about� by� the� widespread� availability� of� digital� technologies.� This� Revolution� will�

continue� to� develop,� driven� largely� by� the� convergence� of� digital,� biological,� and�

physical� innovations� in� newly� developed� fields� such� as� big� data,� robotics,� AI,� IoT,�

biotechnology,� and� IIoT.�

To� cope� with� the� Revolution’s� future� development� and� associated� problems� in�

Japan,� the� Japanese� Cabinet� office� has� proposed� a� new� concept� for� the�

country’s� society� of� the� future� called� “Society� 5.0”.� It� defines� this� as� “a�

human-centered� society� that� balances� economic� advancement�with� the�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by� a� system� that� highly� integrates� cyberspace� and� physical�

space."� This� new� concept,� it� reportedly� says,� allows� Japan� to� aim� to� “beco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achieve� a� human-centered� society� (Society� 5.0)�

in� which� anyone� can� enjoy� a� high� quality� of� life� full� of� vigor.” It� claims� that� it�

intends� to� accomplish� this� by� “incorporating� advanced� technologies� in� diverse�

industries� and� social� activities� and� fostering� innovation� to� create� new� value.”� To�

support� this� policy� in� the� education� sector,� it� has� tasked� the�Ministry� of�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with� preparing� our� school� children� and� students�

for� the� rapid� technological� change� to� come,� with� a� focus� on� human� strengths�

as� one� of� the� key� policy� concerns.�

We� should� remind� ourselves,� however,� that� nurturing� human� strengths� belongs�

primarily� to� the� field� of� character� education� rather� than� that� of� new� technology.�

Hence� it�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practice� of� morals,� which� in� turn�

requires� human� interactions� and� connectedness� that� cannot� be� replicated� by�

inhuman� AI� or� IoT.�

My� presentation� will� introduce� some� basic� principles� of� moral� education� from�

the� viewpoint� of� character� education,� and� provide� two� examples� of�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character� education:� one� takes� place� in� a� domestic� setting,� in�

the� home� and� with� the� family;� the� other� involves� an� experiment� in� moral�

practice,� or� � � ‘petit� morals’,� in� my� class� on� “Moral� Science”� at� Reitaku�

University,� where� I� ask� them� to� discuss� the� kind� of�moral� action� they� could� take�

for� the� benefit� of� the� university,� and� report� on� what� they� did� in� the� form� of� a�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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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교육의� 수단으로서의� 윤리� 도덕� 실천

Osamu Nakayama, Ph.D. 
Professor, Former President

Reitaku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적인 인본주의적 가치관”의 필요성이 2019년 21세기 인문 가치 포럼

에서 공유할 주제라는 것이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일련의 사회, 정치, 문화, 경제적인 대변혁을 맞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

이다. 빅 데이터, 로봇 공학, AI, IoT, 바이오 기술, 및 IIoT와 같은 새롭게 발전된 분야의 디지털, 

생물학적 그리고 물리적 혁신이 융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도 계속 더욱 진보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발전 및 이와 연관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내각에서는 “사회 5.0”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게 되었다 (내각부, 2019). 이 개념은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경제

적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의 균형을 이룬 인본주의적 사회”로 정의된다. 본 내각 보고서에서는 이

러한 개념을 통해 일본이 “누구든 활력있게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간 중심적 사회 (사회 

5.0)”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와 사회 활동에서 첨단 기술을 

통합하고 혁신을 증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과학기술성에  앞으로 다가올 급속한 과

학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업무를 부과하였고 여기에서 인간으로

서의 장점을 핵심 정책 사안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인간으로서의 장점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기술보다는 인성 교육이 주 영역이라

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도덕과 윤리의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간 사이 상호작용 및 연계를 

바탕으로 한 인성 교육은 인공지능 AI 나 IoT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물질 

생산 최대화에 목표를 두었지만 이제 밀려오는 4 차 산업혁명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극대화를 추구

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물질 및 지식에 기반한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지만 자연환경의 파괴, 물질세계와 인간의 마음의 해리, 심리적 및 영적인 혼돈상태와 같은 부정

적인 부산물이 근본적인 인간의 강점을 침식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한 사회 5.0 이라고 하는 일본 

개념을 확장할 여지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인성 교육이 이토록 절실히 필요했던 시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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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의�기본�원칙

IT의 발전으로 원거리 학습이 가능해졌고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량의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더 많은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인성 및 윤리교육에 있어 IT의 영향은 도덕성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확산하는데 제한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도덕적 정서나 도덕적 행동과 같은 도덕성의 

여타 측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T를 통해서 지식 전파에 가속도를 

붙일 수는 있지만 레이타쿠 대학 설립자인 히로이케 박사의 말대로 “대규모 집단 교육을 통해 인

간을 지적으로 계몽시키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성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직

접적인 인간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교육 방식은 그 효과가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간접 방식 및 IT 방법을 차용한다고 해도 대중 교육은 인간 사이의 소통을 

대체할 수가 없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인성 교육을 구성하고 실천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이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1)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와 경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기타 지식

에 따라 자극을 받고 고무되어 미덕을 실천함으로써 인성 구현의 원칙을 이해하게 된다. (2) 이들

의 감성은 교사의 덕과 성실성에 크게 고무되어 인성 구현의 원칙에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3) 학생의 양심은 교사의 인성을 통해 큰 자극을 받는다. 교사가 도덕을 실천한 경험에 대해 아이

들과 공유하면 이러한 이야기가 인성 교육에 있어 중요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히로이케 박사는 이러한 교육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사 스스로 교육을 하기 전

에 미덕을 실천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본인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교사는 죽은 지식 또는 설득력없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꼴이 된다. 본인의 경험

에 입각해서 가르칠 때만이 학생들에게 생생한 배움의 불꽃을 지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이 

인성 교육할 때 먼저 학생들의 이성과 양심을 자극하고 나서 이해와 동감 그리고 동의를 학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나 학생 모두에 있어 인성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좋은 인성을 일

깨우고 완벽하게 만드는데 있다. 히로이케 박사는 교사들이 먼저 본인 스스로 ‘인’의 정신을 배우

고 자연의 우주 법칙에 순응할 수 있을 때에만 본인의 정신을 학생에게 이식하여 훌륭한 성품의 

영향을 학생에게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이상적인 인성 교육방법은 교사 스스로 도덕적 

인성을 쌓아 그 긍정적인 영향을 학생에 미쳐 학생이 좋은 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인성 교육을 위해서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본인 스스로 모방하고 싶은 사람, 나를 지도해 주

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는 말을 종종 한다. 인성 교육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교사들도 마음 밑바닥에서 우러나와 존경할 수 있는 스승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아야 한

다. 이러한 위대한 인물은 “하늘의 뜻에 맞추어 인류의 복지와 발전에 이바지한 세계의 현인들 중

에 찾을 수 있다” (히로이케 박사는, 2, p.147). 히로이케 박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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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인도의 석가모니, 중국의 공자, 일본의 신도에

서 발전한 체계 이렇게 다섯가지로 보았다. 다섯 현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

한 도덕적 원칙은 “온전히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정한 박애의 정신으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을 

사랑한다” (Ibid., p.147)라는 원칙이다. 이러한 역할 모델이 실천한 도덕성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

어야 하며,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성을 판단해야 하며, 자기가 어느 수준을 달성했

는지 그리고 “이러한 박애의 정신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히로이케 박사, 3, p.38). 

세계적인 현인들의 지고한 도덕적 원칙에는 이기주의 거부, 자연법칙 또는 보편적 도덕 인과관

계에 대한 신념, 권리보다는 의무에 우선순위 두기, 보은, 계몽 및 구원 같은 원칙들이 있지만 가

장 중요한 원칙은 위에서 언급한 ‘인’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의

를 베푼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기심에서 자유롭게 하

여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도덕적 인성을 증진할 수 있다. 이러한 ‘인’의 실천을 통해 “매순간 

실천하는 사람의 인성이 증진되고 그 결과 본인 스스로의 미덕을 증진할 수 있다” (히로이케 박사, 

3, p.40). 반면 ‘인’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의 편의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항상 이기적으

로 판단하며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본인의 이익만 쫓는다. 

인은 이처럼 으뜸이 되는 미덕으로 그 대상이 인간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삶의 현상에 적용되

며 여기에는 불행과 시련이 필연적 역할을 하는 우리 개인의 운명도 포함되어 있다. 히로이케 박

사는 본인의 불운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불만을 일삼으며 남을 경멸하는 자는 행복과 마음의 평안

을 확보할 수 없으나 모든 상황을 은인이 주는 선물로 여기고 감사의 마음으로 노력을 다하는 자

는 결국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했다 (히로이케 박사, 3, p. 75).  그는 지극한 도

덕성으로 단련되고 진정한 인의 정신을 보유한 사람은 스스로를 반성하며, 고난을 “하나임의 은총”

을 통해 온 것이라 여기고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즐겁고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ibid., p.48)고 했다. 이러한 생각은 “본인의 운명에 책임을 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궁

극적 도덕성 실천 기본 원칙에 녹아 들었다. 히로이케 박사는 “본인의 운명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목적을 자각한 사람은 스스로 개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인간

의 삶을 구성하는 근본 원칙에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진정, 감사는 우리의 운명에 대한 사랑

의 표현이며 이는 인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의�두�가지�사례

인성 교육의 실천 사례 두 가지를 들어 보겠다. 먼저 레이타쿠 대학“에서 내가 윤리 과학 시간

에 진행하는 ‘작은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 실천 실습 시간에 대해 살펴보고 (나카야마,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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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 그 다음 레이타쿠 학생 가족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 생활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는 점이다.

수업 시간에 ‘작은 도덕’ 실험을 할 때 나는 먼저 일상적인 윤리로서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

야기한 후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도덕 행위에 대해 토론하게 하고, 이를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하게 한다. 즉, 학생 6명씩 그룹으로 묶어서 “행복 기록—매일 매일 경

이로운 기억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포스트잇에 그날 있었

던 좋을 일을 기록하고, 하루 한번씩 친구들에게 보여준다. 레이타쿠 대학 캠퍼스에서 경험했던 좋

을 일에 대해 감사의 느낌을 담은 글, 예를 들어 “나한테 웃으며 인사를 해줘서 행복했어.” “항상 

내 말에 귀기울여 줘서 고마워. 너의 따뜻한 말 한 마디가 큰 위로가 돼.” 와 같은 메모를 써서 상

대에게 건네 주는 것이다. 실험 종료 후 학생들은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

요한지를 깨달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 스스로

도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포스트잇 메모 자체는 별 거 아닌 건데 그게 가져다 주는 행복은 

훨씬 컸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메모를 받은 학생 중에서 소중하게 수

첩에 간직하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행복해 했어요”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계

속 전하고 싶어요.” 

두 번째 사례는 레이타쿠 대학출신의 장애학생 두 명으로 두 학생의 운명은 사뭇 다른 길을 걸

었다. 신고 쿠니에다라는 학생은 9세때 척수 종양을 앓은 후로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왔지만 강력

한 의지와 삶에 대한 신념으로 장애에 따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 제 1의 싱글 휠체어 테니

스 선수가 되었다. 그는 본인의 삶의 자세가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신념

에 잘 녹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론 살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든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쿠니에다 군의 용기있는 삶을 보고 용기를 얻어 레이타쿠 대학에 

진학한 아키토시 다케하타라는 청년의 이야기이다 (라이언., pp.43-46). 역시 테니스 선수였던 다

케하타는 왼쪽 다리에 골육종을 앓고 있었는데, 쿠니에다 군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자신도 

암과 싸워 이겨보려 했지만 1년 만에 병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학교를 그만 두게 되었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어떤 치료제도 소용이 없으며, 생존확률이 5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 

나을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케하타군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왔고, 당시 나는 

“언제든 레이타쿠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네. 언제 어느 때든 환영일세!”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었다.  

1년 후 다케하타군이 태어난 쿠슈에서 동창회에 열렸고, 초대를 받았지만 병이 위중해져 올 수

가 없었던 다케하타군은 어머니를 통해 동영상 인사를 전해 왔다. 다케하타군 어머니는 이렇게 말

했다. “저희 아들을 대신해서 동창회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암으로 인

해 고열이 심해 여기 직접 올 수는 없었지만 레이타쿠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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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너무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께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케하타군은 영상을 통해 이렇

게 말했다. “제가 낙심할 때마다 대만 탐강 대에서 온 친구들을 포함해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용

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는 건 저를 격려해준 친구들에 대한 도리가 아

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표시로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발 한발 온 힘

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용기있는 다케하타군의 말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 그 

자리에 모인 240명의 동창들에게 다케하타군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고, 모두 다케하타군의 통증이 

나아지기를 그리고 쾌차하기를 기원했다. 또한 다케하타군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마음

을 모아 “우리는 항상 당신의 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와 같은 메시지를 담은 대학 배

너를 만들어 병실로 보냈다.

다케하타군은 좀 나아지는 듯했으나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례식에서 다케하타군

의 아버지는 “아들은 21 년이란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원하던 대학까지 갔

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으며 그리고 존경하는 교사들도 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힘들었던 시절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부부로써 그리고 가족으로서 우리는 많은 고

통을 겪었고, 우울증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겨냈습니다.  분열되고 서로 무시

하며 불평만 하던 우리 가족은 서로를 도우며 단합하고 뭉쳐 나갔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 가족

은 진정한 부부와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부터 일관성 있는 생각, 가치관, 그리고 삶에 대

한 새로운 방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기 때문에 하나로 뭉칠 수 있

었고,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케하타군 어머니는 “레이타쿠 대학에서 보낸 1년 동안 아들은 너무 성숙해졌습니다. 저를 배

려하며 사려깊은 목소리로 ‘어머니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

각깊은 말들이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고생이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다케하타군을 지켜보며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던 간에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며 노력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

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정 감사하는 마음은 

인성 교육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최종 목적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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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of us here appreciate the need for “Inclusive Human Values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 common theme to be shared at this 21st Century Human Value 

Forum 2019. This is because we know that today we face a new era, one that is marked by 

a series of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upheavals brought about by the 

widespread availability of digital technologie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continue to 

develop, driven largely by the convergence of digital, biological, and physical innovations in 

newly developed fields such as big data, robotics, AI, IoT, biotechnology, and IIoT. 

To cope with these developments and their associated problems in Japan in the years 

ahead, the Japanese Cabinet office has proposed a new concept, “Society 5.0” (Cabinet Office, 

2019). It defines this as “a human-centered society that balances economic advancement with 

the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by a system that highly integrates cyberspace and physical 

space.” The concept, it reportedly says, will allow Japan to “beco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achieve a human-centered society (Society 5.0) in which anyone can enjoy a high 

quality of life full of vigor.” It claims that it intends to accomplish this by “incorporating 

advanced technologies in diverse industries and social activities and fostering innovation to 

create new value.” To support this policy in the education sector, it has taske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with preparing our school children and students 

for the rapid technological change to come, with a focus on human strengths as one of the 

key policy concerns. 

Here, though, we should remind ourselves that nurturing human strengths belongs primarily 

to the field of character education rather than that of new technology. Hence it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character education focused on the practice of morals, which in turn 

requires human interactions and connectedness that cannot be replicated by inhuman AI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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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The 3rd Industrial Revolution aimed at the maximization of material products, and now 

we see that the onrush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pursue the maximiz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But while both of these appea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ur material and knowledge- based civilization, their negative by-products (such as the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 dissociation between the material world and the 

human mind, and psychological and spiritual anomie) are sapping, and will continue to sap, 

basic human strengths. Hence there is plenty of room to expand the Japanese concept of 

Society 5.0 outlined above. In particular, never before have we had such an urgent need for 

character education.

The� Basic� Principles� of� Character� Education

Advances in IT will continue to provide us with new methods to support remote learning 

and more systems capable of transmitting moral knowledge without limitations of time or 

geography. Yet in terms of character and moral education, the impact of IT is limited to the 

diffusion of a cognitive understanding of morality, and so our task is to work to include 

other aspects of morality, such as moral affect and moral behavior. IT may accelerate the 

dissemination of moral knowledge, but as Dr. Hiroike, the founder of Reitaku University 

argued, it is almost impossible to “enlighten human minds intellectually and lead them 

towards the right path” through “education en masse”. Such an approach can have only very 

limited effectiveness, since the essential aims of character education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direct personal interaction. Mass education, even when it employs indirect and 

non-human IT methods, cannot replace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s. This is clear 

when we examine how we formulate character education for our students and put it into 

practice: (1) Students’ reason is stimulated by instruction from their teacher, by experience 

and by various other forms of knowledge, so that they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character building through the practice of virtuous morality; (2) Their emotions 

are stimulated by their teacher’s benevolence and sincerity so that they are deeply moved by 

the principles of character building; (3) Their conscience is stimulated by the influence of 

their teacher’s character. When teachers describe their own experience of practicing mortality, 

this implants the vital seed of character education in a student’s spirit.

Dr Hiroike thought that, if such an educational strategy was to succeed, it was vita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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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themselves, before engaging in educational activities, to understand and practise 

virtuous morality. Teachers who preach about things they themselves have not experienced 

can only offer their students dead knowledge or implausible stories. Only when they base 

their teachings on their own experiences can they light a vital flame in their students. In the 

pedagogy of character education, therefore, educators are recommended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first stimulating the reason, emotion and conscience of their students, before 

advancing to win their understanding, sympathy and consent. 

The ultimate aim of character education, for both teachers as well as students, consequently 

lies in the perfecting of good character within themselves. Dr Hiroike argued that school 

teachers must first train their own spirit of benevolence so that can comply with the will of 

the universal law of nature, and only then try to bring “a vital personal influence” to bear 

on their students by transplanting their spirit into the latter’s mind. In other words, the 

underlying principle of this ideal pedagogy of character education is that of helping students 

to build their character though the positive influence of the moral character of the teachers 

themselves.

It is often said that in character education students need so-called “role models”, people 

they can look up to, aspire to imitate, and look to for guidance, and from whom they can 

learn. To improve the quality of character education, however, teachers themselves must also 

seek out role models whom they can respect from the bottom of their hearts. Such great 

individuals are found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as sages” whose contributions to the 

well-being and progress of human beings were “in accord with the fundamental divine will” 

(Hiroike, 2, p.147). For Dr. Hiroike, five great systems of supreme morality could be 

discerned in the world, namely those founded by Socrates of Greece, Jesus Christ of Judea, 

Sakyamuni of India, Confucius of China and one that developed from Japanese Shintoism. 

One of the most important moral elements common to the teachings and deeds of all these 

world sages was a morality in which “with true impartial spirit of benevolence one loves all 

things including human beings,” while being “completely free from egoism” (Ibid., p.147). 

Morality as practised by these role models should, then, take center stage in our lives as “the 

standard” by which we judge our own moral character, revealing whether we have attained, 

and how far we are exerting, “this mental activity of benevolence” (Hiroike, 3, p.38). 

Though the supreme morality of the world sages includes other fundament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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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the renunciation of egoism, faith in something great such as the law of nature or 

universal moral causality, the precedence of duty over rights, returning favours to our great 

benefactors, and enlightenment and salvation), one of its most important principles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cept of benevolence mentioned above. For example, when we do not solicit 

any benefits or rewards from those on whom we bestow favours, we can keep our minds 

unselfishly peaceful and enhance our characters morally. These kinds of benevolent mental 

activities can “elevate the doer’s character moment by moment, and as a result, can promote 

his own virtue” (Hiroike, 3, p.40). People lacking in benevolence, on the other hand, do not 

pay attention to others’ convenience or happiness, but always make selfish judgments, being 

concerned only for themselves and their own interests. 

Benevolence is such a cardinal virtue that its object is not limited to human beings, but 

should extend to all the phenomena of life, including our own individual destinies, in which 

misfortune and ordeals play an inevitable role. Dr. Hiroike wrote that those who attribute 

their misfortunes to the actions of others and show dissatisfaction or defiance in their 

behavior cannot obtain happiness or well-being, while those who accept every situation they 

encounter as a gift from their benefactors, and make efforts in a spirit of gratitude, will at 

last attain real happiness or well-being (Hiroike, 3, p. 75). He argued that if one’s mind is 

tempered by supreme morality and possessed of the true spirit of benevolence, one will be 

able to “accept with pleasure and appreciation whatever difficulty arises”, reflecting on oneself 

and regarding an ordeal as something given to one “through the grace of God” (ibid., p.48). 

This moral idea is crystalized into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practice of 

supreme morality, namely, “Show gratitude, bearing the responsibility of one’s destiny.” Hiroike 

believed that a person who awakes to “the causes that constitute his own destiny,” makes 

“himself responsible for its improvement” and leads “a life of gratitude” is someone who has 

“awakened to the fundamental cause of human life”. Indeed, gratitude is an expression of 

love for our destiny, amor fati, and its acquisition must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goals 

of character education. 

Two� Examples� of� Character� Education

Here let me provide two small examples of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character 

education: one involves an experiment in moral practice, or ‘petit morals’, in my clas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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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 Science” at Reitaku University (Nakayama, pp. 45-47); the other occurred in a 

domestic setting, and involved the family of a Reitaku student. These two examples share a 

common feature, namely the importance of gratitude in our lives.

In the ‘petit morals’ experiment in my class, after talking about the importance of gratitude 

as daily morality, I ask students to discuss the kind of moral action they could take for the 

benefit and well-being of the university, and report on what they did in the form of a 

presentation. One group composed of 6 students carried out a project called “A sticky note 

of happiness—creating surprises in our daily life”. They decided to write down the good 

things they encountered on sticky notes and presented them to their friends once a day. They 

wrote down short compliments about the good things they experienced on the Reitaku 

campus, expressing their feelings of gratitude in phrases such as “Your greeting me with a 

smile makes me happy” and “Thank you for always listening to me; your gentle words salve 

my heart.” After the experiment had concluded, the students realized the significance of 

expressing gratitude in words and deeds, making various comments like the following: “Our 

actions could delight not only the other party but also ourselves”; “A sticky note is a small 

thing, but the happiness it conveys is much larger”; “We found that some students were a 

little bit embarrassed at first, but later we were very happy to learn that one of the students 

carefully kept the sticky notes we gave her in her pass case”; and “We would like to 

continue to convey our feelings of gratitude to others.” 

My second example is a story of two physically handicapped graduates of Reitaku 

University, who fates were entirely different. One is Shingo Kunieda, who has been cconfined 

to a wheelchair since the age of nine by a tumor on his spinal cord, but who overcame his 

disadvantage through a strong will and faith in life, going on to become the world Number 

One singles wheelchair-tennis player. He explains that his attitude is encapsulated in his 

motto, ‘everyone has infinite possibilities.’ But there are, of course, also occasions when we 

cannot achieve the outcome we desire, no matter how hard we try, and here I will introduce 

the true story of Akitoshi Takehata, who chose to come to Reitaku university on the strength 

of a keen interest in Mr. Kunieda’s courageous way of life (Ryan et al., pp.43-46). Mr. 

Takehata, who was also a tennis player, had an osteogenic sarcoma in his left leg. Inspired 

by Mr. Kunieda’s example, he wanted to fight against it. His ailment returned, however, and 

he had to leave the university for medical treatment after just one year. The doctor’s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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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hat no therapy held any real prospect of success. Being told that he only had a 5 % 

chance of surviving was a heavy blow for Mr. Takehata. When he came to meet me to say 

good-bye, all that I could tell him was, “Come back to Reitaku any time you wish, we will 

always welcome you!” 

A year passed and I invited him to an alumni meeting in Kyushu, where he was born, but 

he was unable to accept, being too ill and bedridden. But he asked his mother to take a 

video message to the meeting. She said, “On behalf of my son,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kind invitation to the alumni meeting. Though a high fever caused by cancer prevents 

him from being here in person, he is so happy to have had the chance to be a student of 

Reitaku university that he wants to convey his good feelings to everyone here.” In his 

message, Mr. Takehata said, “Whenever I have felt disheartened, I have been very much 

encouraged by my university friends, including those from Tamkang University in Taiwan. I 

will never give up! To do so would be ungracious to those who have supported me. In order 

to show my sincere gratitude towards them, which is immeasurable, I will never give up, but 

move forward step by step with all my might.” I was greatly moved by his courageous 

words, and so I asked all the 240 people at the alumni meeting to pray for him, silently 

asking that his pain would lessen and that he would recover. I also requested them to write 

encouraging messages such as “Akitoshi, I am always on your side!” and “Akitoshi, never 

give up!” on a banner-flag of our university that was sent to his hospital room.

He made a small improvement but then, sadly, passed away. At the funeral ceremony, his 

father told those of us who were present, “My son’s 21 years of life were so short, but he 

lived them to the full. He went to the university he really wanted to go to, and he met a lot 

of friends whom he really loved and teachers whom he really respected. Thank you so 

much.”  Looking back on the hard days, he said: “As a couple and a family, we suffered 

great misery and fell into the pit of depression, but it is never all over. Our family members, 

who used to be divided, complaining about and ignoring one another, have united in mutual 

support, help and recognition of one other. This misery is the beginning of our life as a true 

couple and a true family…We were able to adopt a consistent way of thinking, a sense of 

values and a new approach to life since that time, because great trials came upon us. So this 

worst of misfortunes has made us sincerely experience the significance of life.”

His mother said: “The one year which my son spent at Reitaku nurtured him to becom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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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on a grander scale. He spoke to me with such consideration, telling me, ‘If you had 

not been here, I could not have combatted this disease to this point.’  These deeply 

thoughtful words were the very best present of all to me. I felt that all my hard work had 

been rewarded.” 

I learned a very precious lesson from this student, namely that whatever happens to us and 

however depressing our situation may be, as long as we try to keep a sense of gratitude we 

can still find meaning in this life (which must in any case end some time), and so can offer 

others an example of courage and resilience. Gratitude is the beginning as well the end of 

charac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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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과�커뮤니티�구축�경험을�바탕으로,�인격교육을�확산하는�역할에�비전과�열정을�가지

고,� 청소년에게�여러� 접근경로를�가진Character.org를�통하여�전세계적으로�효과적인�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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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기업가로서,� 신생� 벤처�및� 소기업의�창업과�성장을�지원하는�영리� 컨설팅회사�뿐�

아니라�연방소득세법�면세(501조� c항� 3호�적용대상�기업)� 대상인�워싱턴� DC� 수도권의�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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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효과적인�인성교육의�11�가지�원칙� �격려,�자율�및�검증을�위한�기반조성

요약문

인적�자원� 전문가� Susan� Heathfield는� 핵심� 가치란� “개인을�대표하고�어느� 조직의�최우

선�순위를�상징하는�자질이나�품성이다.�마음�깊이�간직한�신념,�핵심적인�추진력이다.�그

것은�세상에�서� 있는�여러분의�마음이다”라고�말했다.� Thomas� Lickona는,� “인성은�긍정

적으로�작동하는�가치관이다”라고�요약했다.�핵심�가치는�도적적/윤리적�균형과�성과적�가

치�사이에�균형이�있어야�긍정적�인성�개발로�이어진다.�도덕적�가치는�우리의�최선의�사

회적�상호활동을�돕고�성과적�가치는�우리가�최선을�다하게�하는�자질을�정의한다.�두�도

덕적�그리고�성과적�가치에�집중함으로써�의식적으로�인성을�개발시키는�학교와�기관들은�

학교�폭력�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낮다.�또한�더욱�포용적인�사회와�상당히�높은�수준의�

학생� 및� 교직원�만족도를� 보인다.� 이러한� 기본적� 인도적� 가치관은�종교와�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고�보편적�인도주의를�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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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s�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Doug� has� mentored,� coach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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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The� 11� Principles� of�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 A� framework� for� Inspiring,�

Empowering� and� Validating

Content

Core� values� are� “traits� or� qualities� that� represent� an�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highest� priorities,� deeply� held� beliefs,� and� core,� fundamental�

driving� forces.� They� are� the� heart� of� what� you� stand� for� in� the� world,”� states�

human� resources� expert,� Susan� Heathfield.� Thomas� Lickona� summarizes,�

“Character� is� positive� values� in� action.”� Core� values� should� include� a� balance� of�

the� moral/� ethical� and� performance� values� to� help� develop� positive� character.�

Moral� values� support� our� best� social� interactions� while� performance� values�

define� the� qualities� that� lead� to� our� best� work.� Schools� and� organizations� that�

intentionally� develop� character� comprehensively� by� focusing� on� both� moral� and�

performance� values� are� likely� to� experience� lower� rates� of� student� peer� cruelty�

and� indiscipline.� Furthermore,� they� very� often� report� a� more� caring� community�

and� substantially� higher� levels� of� student� and� faculty� satisfaction.� These� basic�

human� values� transcend� religious�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express� our�

common�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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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인성교육의� 11� 가지� 원칙�

� 격려,� 자율� 및� 검증을� 위한� 기반조성

더 글라스 칼 - Character.org

핵심가치란 “개인 또는 조직의 최우선순위, 굳은 신념 및 기본적 추진력을 표상하는 특성 또는 

특질이다. 결국 사람은 세상에서 이러한 핵심가치로 표현된다,” 라고 인적자원 전문가인 수잔 히스

필드(Susan Heathfield)라고 말한다. 토마스 리코나(Thomas Lickona)의 부연설명에 따르면, “인격

이란 행동하는 긍정적인 가치”이다. 

Character.org가 명확히 지향하는 목적을 위하여, 긍정적인 인격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덕적, 윤

리적 가치와 실천(performance)이라는 가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 또한 핵심가치에 포함된다. 

Character.org에서는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는 같은 방식으로 본다. 도덕적 가치는 진실성, 정

의, 공정성, 연민, 배려, 공감, 겸손, 타인에 대한 존중, 신뢰 및 관대함 같은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

용을 가장 잘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가치를 말한다. 실천적 가치는 근

면, 인내, 추진력, 자기 규율, 목표 설정, 결단력, 창의성 및 호기심 등 최고의 업적을 이룰 수 있

도록 하는 자질을 의미한다.

도덕적 인격 및 실천적 인격과 관련된 여러 가치는 오랫동안 포괄적인 인격개발 프로그램의 핵

심이었다. 예를 들어,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드러냄으로써 지적(知的) 

인격과 공민적(公民的, civic) 인격이 발달할 수 있다.

• 공민적 인격이란 공통선(共通善)에 합치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참여하고 책

임지는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능력, 미덕 및 공적 약속의 이행 등"을 의미한다 (예: 

정중함, 사교성 및 봉사).

• 지적 인격이란 “삶의 여러 측면에 지성(知性)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 열린 마음, 

호기심, 반성적 사고, 진리탐구, 그리고 성장지향적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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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도덕적 가치와 실천적 가치가 조화롭게 작용하여 지적 인격과 공민적 인격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를 흔히 본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지역사회의 특정한 욕구를 인식하

고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강한 공감과 동정심(도덕적 가치)을 가질 수 있다. (지적) 

반성을 함으로써 그 학생은 공감과 동정심을 행동으로 실천할 결심을 할 수 있다. 결심을 하고 인

내(실천적 가치)를 함으로써 자신의 학교라는 공동체와 함께 이러한 (공민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적 학습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다.

도덕적 및 실천적 가치 모두에 중점을 두고 의도적으로 포괄적 인격을 키우고 개발하는 학교조

직은 학교폭력 및 기강해이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많다. 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가 더욱 배려심 

있는 조직이 되었고,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보고도 많다.

효과적인 인격교육의 11 가지 원칙은 부여된 교육임무를 학교 공동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

가치를 찾아내고, 그 본질을 밝히며, 이에 따라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틀(framework)이다. 질 

높은 인격교육을 통하여 학생 뿐 아니라 성인이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핵심가치를 구현하도록 지원

하고 도전하는 문화를 만들게 된다. 

핵심가치가�무엇인�지�밝히고,�이를�실행하면�학교문화에�스며들게�된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도록 효과적으로 격려하는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핵심가치를 가르칠 것

인 지에 대하여 동일하게 생각한다. 어떤 학교들은 학생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인격적 특질을 

나타내는 용어로 미덕, 특성, 기둥(pillar) 또는 기대 등 핵심가치라는 용어와는 다른 용어를 사용

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11가지 원칙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

하고, 개인의 발전과 복지를 촉진하며, 공통선(즉,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을 추구하도록 하고, 민주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 지 밝히며, 전통적으로 지켜온 보편성(예를 들면, 모든 사

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행동하기를 원하는가?)과 역지사지의 이해심(당신도 같은 방식으

로 대우받기를 원하는가?)을 중시한다면, 모든 방법은 효과적일 것이다.  

학교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가치가 종교와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고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인간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곳이다. 윤리적 핵심가치의 예로는 배려, 정직, 

공정, 관대 및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을 들 수 있다. 실천적 가치의 예로는 근면, 최선의 노력, 인

내, 비판적 사고 및 긍정적 태도를 들 수 있다. 학교 공동체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함께 생

활하고 최선을 다할 것인 지에 대한 바탕이 될 수 있는 핵심가치를 선택하고 이를 실행한다. 학생

들의 인격개발에 전념하는 학교는 핵심가치를 학교의 사명완수에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사명 

및/또는 비전 선언문과 복무규정 또는 “시금석(touchstone)” (핵심가치를 요약한 진술 또는 신조로

서 공동체 삶이 핵심가치를 따르도록 한다)에서 명시적으로 핵심가치를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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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동체의�이해당사자들은�핵심가치를�선정하고�이에�합의한다.

모범적인 실행임을 나타내는 핵심지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기타 교직자, 학부모, 학생 및 공동체 구성원)를 고도로 포용하는 

대표 그룹이 학교의 핵심 가치 선정에 참여했거나 토론했으며 그 결과에 동의하였다.  교

육구청이 핵심가치를 정하였거나, 핵심가치가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이라면, 지금의 이해당

사자들은 핵심가치가 현재의 학교 공동체와 지속적으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핵심가치

의 타당성에 대하여 계속 성찰하고 있다.

  □ 교직원은 학교가 핵심가치를 어떻게, 왜 선택했는지 이해하고 학교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

람들의 행동을 지도할 때 핵심가치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핵심가치에�따라�학교생활의�모든�측면이�이루어진다.

모범적인 실행임을 나타내는 핵심지표:

  □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는 학교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는 공통적 대화방식으로 대화한다 (예: 

학생, 교사 또는 학부모는 숙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인내"라는 단어를 쓰거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존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 교사와 관리자는 기존의 규칙 외에도 핵심적인 윤리적 가치에 기반을 둔 도덕적 원칙에 따

라 배려심 있고, 공정하며,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 학교생활의 모든 면에서 핵심가치를 가르치고 정형화하며, 핵심가치와 학교생활을 통합하

는 데 교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 (예: 학년 수준과 교과목 설정 및 전체 교직

원 회의 시의 토론).

  □ 핵심가치는 학교의 정책과 절차로 구현된다.

  □ 채용방법과 새로운 교수요원 및 비교수 요원에 대한 신규직원 직장교육은 핵심가치에 따라 

이루어진다.

학교�공동체�전체에�핵심가치를�일깨우는�말과�글이�있다.�

모범적인 실행임을 나타내는 핵심지표:

  □ 윤리와 수월성 구현을 위한 헌신을 바탕으로 한 성인과 학생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건물, 학교의 비전 및 사명 선언문, 목표, 학교 웹 사이트, 교사 및 학생 지침서, 기율

규정 (학교생활 전반 및 수업 시), 가정통신문 및 학교 행사 등에 핵심가치가 표현된다. 

  □ 학교는 관찰 가능한 행동(예: 학생의 개별목표 설정 또는 교직원 성과평가)의 관점에서 핵

심가치가 어떻게 "보여야 하고" 어떻게 "들려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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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가 핵심가치를 파악하고 학교의 특징으로 핵심가치의 중요성을 인

식할 수 있다.

  □ 교육구청이 핵심가치를 지역사회와 홍보활동에 도입한다.

  □ 교육구청은 비전, 사명, 목적, 목표, 규정 및 정책의 일부로 핵심가치를 확립하고 수월성

(秀越性) 및 윤리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성인과 학생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조성하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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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1� Principles� of�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 A� framework� for� Inspiring,� Empowering� and� Validating
  

Doug Karr - Character.org
Excerpts from Guidebook 2018-2020 Revision

Core values are “traits or qualities that represent an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highest 

priorities, deeply held beliefs, and core, fundamental driving forces. They are the heart of 

what you stand for in the world,”1) states human resources expert, Susan  Heathfield. As 

amplified by Thomas Lickona, “Character is positive values in action.”2)

For Character.org’s definitional purposes, core values should include a balance of the 

moral/ ethical and performance values to help develop positive character. Character.org sees 

moral and ethical values in the same way. Moral values describe the values in support of our 

best social interactions such as integrity, justice, fairness, compassion, caring, empathy, 

humility, respect for others, trustworthiness, and generosity. Performance values define the 

qualities that lead to our best work such as diligence, perseverance, initiative, self-discipline, 

goal setting, determination, creativity, and curiosity.

The values associated with moral and performance character represent long standing pillars 

of comprehensive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s. For example, the daily application and 

manifestation of moral and performance values can sometimes appear in th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character and civic character.

• Civic character refers to behaviors that serve the common good and is comprised of "the 

1) Heathfield, Susan M. “What Are Your Core Values?” The Balance. Accessed September 27, 2017. 
www.thebalance.com/core- 1 values-are-what-you-believe-1918079.

2) Lickona, Thomas. “A Character Lexicon: 7 Ways to Think About Character.” SUNY Cortland. 
Accessed March 27, 2018. https:// 2 www2.cortland.edu/dotAsset/2538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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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skills, virtues, and commitments necessary for engaged and responsible 

citizenship" (e.g. civility, sociability, and service).3)

• Intellectual character is "the ability to apply intelligence to the complexities of life”4) 

(e.g.open-mindedness, curiosity, reflective thinking, truth-seeking, and growth mindset).

We often see a synergy between moral and performance values as they work in concert 

with each other to advance intellectual and civic character. For example, a student might 

become aware of a specific need in her community and develop a strong sense of empathy 

and compassion (moral values) toward those impacted by the situation. Upon reflection 

(intellectual), she may determine this to be an opportunity for action. Through determination 

and perseverance (performance values), she works with her school community to create a 

service learning project to help meet this need (civic).

Schools and organizations that intentionally cultivate and develop character comprehensively 

by focusing on both moral and performance values are likely to experience lower rates of 

student peer cruelty and indiscipline. Furthermore, they very often report a more caring 

community and substantially higher levels of student and faculty satisfaction.

The 11 Principles of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is a framework that helps school 

communities identify, define, and function according to core values to advance their education 

mission. Quality character education creates a culture that supports and challenges students 

and adults to strive for excellence while demonstrating core values.

Core� values� are� defined,� implemented,� and� embedded� into� school� culture.

Schools that effectively promote good character come to agreement on the core values they 

most wish to instill in their students. Some schools use other terms such as virtues, traits, 

pillars, or expectations to refer to the desirable character qualities they wish to foster. All of 

3) Seider, Scott. Character Compass: How powerful school culture can point students toward success. 
Cambridge, MA: Harvard 3 Education Press, 2012.

4) Shields, David. “Character as the Aim of Education.” Phi Delta Kappan Magazine, vol. 92 (8), p. 49., 
http://bit.ly/2HOXVkZ.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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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approaches can be effective within the 11 Principles framework if they affirm human 

dignity, promote the development and welfare of the individual, serve the common good (i.e., 

lead us to do our best work), define ou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a democratic society, 

and meet the classical tests of universality (i.e., Would you want all persons to act this way 

in a similar situation?), and reversibility (i.e., Would you want to be treated this way?).

The school makes clear that these basic human values transcend religious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express our common humanity. Examples of core ethical values are caring, 

honesty, fairness, generosity, and respect for self and others. Examples of performance values 

include diligence, best effort, perseverance, critical thinking, and positive attitude. The school 

community selects and commits to its core values as the foundation for how people interact 

and do their best work in the school. A school committed to its students’ character 

development treats its core values as essential to its mission and often refers to them 

explicitly in the mission and/or vision statement and in its code of conduct or “touchstone” 

(a statement or creed that encapsulates core values and helps the community live them).

Stakeholders� in� the� school� community� select� or� agree� to� core� values.

Key indicators of exemplary implementation:

  □ A highly inclusive, representative group of stakeholders (professional and other staff, 

parents, students, and community members) have had input into, and/or have had 

discussions and agreed to, the school’s core values. If the district selected the values 

or if the values have been in place for a long time, current stakeholders have been 

involved in ongoing reflection on the values in order to ensure their continuing 

relevance to the present school community.

  □ Staff members understand how and why the school selected its core values and affirm 

the importance of core values in guiding the behavior of all those in the school 

community.

Core� values� guide� every� aspect� of� school� life.

Key indicators of exemplary implementation:

  □ Students, staff, and parents frequently use common language reflecting th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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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s (e.g., students, teachers, or parents might use the word “perseverance” 

when discussing homework or the word “respect” when discussing relationships).

  □ Teachers and administrators use the moral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ir core ethical 

values, in addition to conventional rules, to establish a caring, fair, and safe learning 

environment.

  □ There is staff ownership for teaching, modeling, and integrating the core values into 

all aspects of school life (e.g., discussions in grade-level, subject- area, and full staff 

meetings).

  □ Core values are embedded in school policies and procedures.

  □ Core values guide hiring practices and the orientation of new teaching and non- 

teaching staff.

Reminders� and� statements� of� core� values� are� visible� throughout� the� school�

community.

Key indicators of exemplary implementation:

  □ Core values appear in the school building, in the school vision and mission statements, 

goals, on the school website, in the faculty and student handbooks, in the discipline 

code (schoolwide and classroom), in newsletters sent home, and at school events to 

promote a community of adults and students based around a commitment to ethics 

and excellence.

  □ The school has defined what the core values “look like” and “sound like” in terms of 

observable behaviors (e.g., individual goal setting for students or staff performance 

evaluations).

  □ Staff, students, and parents can identify the core values and recognize their importance 

as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school.

  □ The district incorporates core values in its community and public relations efforts.

  □ The district establishes core values as part of its vision, mission, goals, objectives, 

regulations, and policies, and seeks to promote a community of adults and students 

based on a commitment to excellence and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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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중국�초등�도덕�교육�프로그램에서�군자의�미덕에�대한�상징으로서의�연꽃

요약문

본�논문은�중국�안후이성�허베이에�위치한�초등학교� “Lianhua� Xiaoxue�莲花⼩学”� (연화소

학)에서� 진행한� 사례� 연구이다.� 중국� 전통� 문화에서� 연꽃은� 君⼦美德� (군자미덕)을� 상징한

다.� 교사들이� 도덕�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당연히도� 다음과� 같은� 표어를� 사용했

다:� “学莲精神, 做真君⼦”� (진정한�군자가�되기�위해�연꽃의�정신을�함양한다).�연꽃의�정신

을�함양하는�것은�군자의�인격을�기르는�것이다.�

하지만�현대�중국어에서� ‘군자(junzi)’는�성�중립적인�용어가�되었고,�그러한�이유로�본�용어

는�번역되지�않은�채로�남겨둘�것이다.�굳이�번역을�한다면� ‘고결한�사람’�정도가�되겠다.

로투스�프로그램(Lotus� Program)의�세�가지�구체적인�양상을�언급하고자�한다.�첫째,�물리

적·문화적� 환경이� 학생의� 도덕적� 인성함양에� 보탬이� 되도록� 캠퍼스�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둘째,�인문학,�예술,�과학�등의� ‘교육과정’에�연의�정신이�깃들어�있다.�셋째,�학교

의� ‘활동과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고결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결한� 사

람,� 즉� 군자가�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특히� 공감능력� 훈련을� 포함하여� 자신의� 도덕적� 인

성을�함양시키는�구체적인�상황�하에서�수련을�한다.

(키워드：연화소학�도덕�교육�프로그램(연꽃�프로그램)；군자의�미덕�함양；연꽃�



102

 ∙∙∙ Speaker

Fu� Changzhen

Nationality China

Affiliation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Current� Position Professor

Area� of�

Expertise

Confucian� Ethics,� Comparative� Ethics,� Moral�

Education

Email fuchangzhen@126.com

Education

2016~2017� Department� of� philosophy,�Miami� University,� Visiting� Scholar�

2010~2011� East�Asian�Studies�Center,�University�of� Pennsylvania,�Visiting� Scholar

1998~001�Department� of� Philosophy,� East� China� Norma� University,� PHD

Work

Experience

2009~present Department� of� Philosophy,�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Professor

2003~2008 Department� of� Philosophy,�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Associate� � Professor

2001~2003� Department� of� Philosophy,�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2012~Present Journal� of�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Executive� editor-in-chief

2001~2011 Journal� of� East� China�Normal� University,� Editor



실천세션�3

인성교육의�효과적인�실시방안

103

Presentation� �

� Title

Lotus� as� a� Symbol� of� Junzi� Virtue� in� a� Chinese� Primary� School’s� Moral� Education�

Program

Content

This� paper� is� a� case� study� of� a� primary� school� in� Hefei,� Anhui� province� in� China,�

which� is� called� “LianhuaXiaoxue莲花⼩学”� (Lotus� primary� school).� In� Chinese�

traditional� � culture,� lotus� is� a� symbol� of� junzimeide君⼦美德(virtues� or�

“gentlemanly”� virtues).� When� the� teachers� in� the� school� designed� their� moral�

character� education� program,� it� is� natural� that� they� came� up� with� the� following�

slogan:� “学莲精神,� 做真君⼦”� (cultivating� the� spirit� of� lotus� to� become� a� genuine�

junzi).� To� cultivate� the� spirit� of� lotus� is� to� cultivate� the� character� of� a� junzi.�

Traditionally,� junzi� could� only� be� men� and� it� is� thus� often� translated� as�

“gentlemen”.� However,� in� modern� Chinese,� the� term� has� become� �

gender-neutral,� and� that� is� why� we� will� leave� the� term� untranslated.� If� we� have�

to� translate� it,� it� would� be� “virtuous� persons”.

The� moral� character� education� program� at� the� Lotus� primary� school� (Lotus�

Program)� relies� on� a� variety� of� ways� to� achieve� its� goal� of� turning� students� into�

junzi� (virtuous� persons):� when� students� enter� the� school� as� first� graders,� they�

start� with� the� practice� of� calligraphy,� and� then�move� on� to� painting� and� reading�

and� chanting� of� classical� canons.� The� idea� is� that� they� should� become� “little�

junzi”� (shaonianjunzi少年君⼦)� when� they� are� little.� I� shall� mention� three� concrete�

aspects� of� the� Lotus� Program.� First,� it� pays� special� attention� to� building� a�

campus� whose� phys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 enhances� the� cultivation� of�

students’� moral� character.� Second,� the� spirit� of� lotus� is� embodied� in� its�

“academic� curriculum”� (教育课程):� courses� in� the� humanities,� arts,� sciences.� Third,�
it� pays� special� attention� to� school’s� “activity� curriculum”� (活动课程).� This� is�
because� one� becomes� a� virtuous� person� (junzi)� by� doing� virtuous� actions.�

Students� are� put� in� concrete� situations� and� practices� that� enhance� their� moral�

character,� including� training� the� capacity� for� empathy,� in� particular.� �

Key� words：The� Lianhua� primary� school� moral� education� program� (Lotus�

program)；cultivation� of� junzi� virtuous；the� spirit� of� lotus；“situational”� educatio

n；“empathy”� � �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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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등� 도덕� 교육� 프로그램에서�

군자의� 미덕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연꽃

화둥사범대  푸 촹줸

1.� 소개

현대 도덕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상당수 학교에서는 자체적인 발전 이점과, 인성함양 자원을 발

굴하고 활용하는 지역관례를 의도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했다. 로투스 초등학교(Lotus Primary 

School)의 ‘군자 인성함양’ 프로그램은 근본적인 도덕교육을 목적으로 하되 학생의 인성함양에 있

어서 ‘군자 미덕(junzi meide)’의 상징으로 연을 강조한다. 사실상 우리의 전통에 바탕을 둔 도덕교

육의 혁신을 실현한 것이다. 이 같은 교육 방식은 군자 문화에서의 특정 상황과 규율에 초점을 맞

추고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인격, 성향을 수양할 수 있도록 해석의 접근방식으로 

연이라는 상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도덕교육 방식과 다르다. 로투스 초등학교는 독창적으

로 일련의 서예 중심 기술과목을 개발해왔다. 연의 정신을 수양하고 군자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본 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향을 계발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지행합일의 정신과 가족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긴다. 지행합일의 정신이란 

학생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에서 배운 것을 실습하고 사회생

활에도 참여해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가족의 참여는 자녀의 군자 인성을 함양하는데 있

어서 가족의 참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2.� ‘연의�정신’� 교육철학

‘군자 인성함양’ 프로그램(로투스 프로그램)은 중국 전통 및 문화로부터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의 문화 형성은 사실상 군자 문화를 옹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군자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된다. 본 프로그램은 연이 지닌 은유적 의미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며 학교의 문화와 학생의 인성함양을 설계하고자 연이 지닌 문화적·영적 함의를 

심도 있게 발굴하려 한다. 중국 전통문화 속 지식인들은 식물의 본성을 인간의 인성에 비유하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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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은 외견상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귀하기 때문에 흔히 군자 미덕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군자 인성함양’ 프로그램 진행 시 로투스 초등학교는 ‘군자의 뜻을 세우고(立君子
之志), 군자의 마음을 일깨워주고(明君子之识), 군자의 행동으로 이끌고(导君子之行), 군자의 인성

을 심어주는(树君子之格) 것’을 교육철학으로 여기며 학생들에게 연의 정신을 고취할 목적으로 서

예수업을 진행한다. 로투스 초등학교는 군자 인성을 입지, 의식수행, 선량함, 학식 쌓기, 감사하는 

마음 등과 같은 우수한 성품으로 해석한다.

본 프로그램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집중하고 군자 문화와 캠퍼스 시설

을 결합함으로써 캠퍼스 환경 조성 시 ‘연의 정신을 배우고 진정한 군자가 된다’는 이상을 실현한

다. 그러므로 ‘군자 양성’이라는 원대한 테마는 ‘연의 정신’의 영적 상징에 깃들어 있다. 이는 학생

들로 하여금 연의 직접적 상징을 통해 이상적인 인성의 근본적인 형태와 양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로투스 초등학교가 택한 캠퍼스 환경구축 방법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연 연못인 시얀연못(洗砚池: 벼루를 씻는 연못을 의미), 바이차오 정원 등 심

오한 의미를 지닌 문화유적지를 다수 조성했다. 둘째, 서예 교육과 전시 및 참여를 위한 서예 갤러

리를 만들었으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다수 서예가들의 유명 작품을 감상하고 가르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고대 제지법, 탁본 등의 서예 관련 전통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셋째, 로투스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성향에 따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그룹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연의 정신과 군자 인성교육을 실행한다. 이들 방법을 통해 연의 정신 확산을 위한 분위

기가 조성되었다.

로투스 초등학교의 교육철학과 관련하여 도덕교육과 일반 지식교육은 교육학의 두 가지 주요 측

면이다. 또 ‘군자 인성함양’ 프로그램이 지니는 실험적 의의는 학생의 이념적 지식 교육에 대한 강

조 뿐만 아니라 인성함양을 학교의 주요 교육목적 가운데 하나인 ‘인간됨의 학습’으로 보는 것에 

있다. 본 프로그램의 기여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첫째, 도덕성 함양의 중심에 가족이 있다는 

중국 도덕교육의 전통적 관념을 바꿔 놨다. 둘째, 과학적 지식 교육에만 집중하는 학교와 관련하여 

기존의 편견을 바꾸려고 시도한다. 셋째, 단순히 규범적 교육만을 부각하는 학교 도덕교육의 

한계를 정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실험적이긴 해도 현대사회의 요구와 이상적인 군자 인성의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이 된다.

3.� 기예교육과�이상적인�인성

‘군자 인성함양’ 프로그램은 기예 또는 기술의 훈련 및 개발에 크게 중점을 둔다. ‘기예(技艺)’는 

중국의 전통적인 주요 인성함양 방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유교의 육예(六藝)는 ‘예礼’(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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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악乐’(음악), ‘사射’(활쏘기), ‘어御’(수레 몰기), ‘서书’(글쓰기), ‘수数’(셈하기) 등 여섯 가지 

서로 다른 기술 또는 기예를 담고 있다. 이들 기예 또는 기술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이기

도 하다. 한편으로 이들은 참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

개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아를 위해 이들 기예를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 유교와 서양철학은 미

덕과 기술을 다르게 해석한다. 유교에서는 ‘기器’보다 ‘도道’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떤 주체

가 교양을 닦기 위해서는 특정 기술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와는 반대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대체로 미덕을 탁월성으로 간주했고 모든 기술은 어떠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유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예 훈련은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기능을 지닌

다. 다시 말해 기예 또는 기술 교육은 미덕을 갖추도록 해주는 한 방법이다. 오늘날 수금연주, 장

기, 서예, 그림과 같은 새로운 기예 및 기술 또한 훌륭한 인성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

고 있다. 학생은 이 같은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본성을 키울 수 있다.

‘군자 인성배양’ 프로그램은 연의 정신에 중심을 두며 군자 도덕교육을 인문학, 예술, 과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한다. 본 프로그램의 가장 특별한 특징 한 가지는 중국의 주요 전통기예 가

운데 하나인 서예를 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서예를 연습하고 군자를 본받고 자신을 갈고 닦는’ 접

근방식을 통해 ‘한 획 한 획을 써 내려가며 서예를 연습하고 모든 말과 행동에 미덕을 함양한다’는 

목표를 내세움으로써 서예를 자기수양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로투스 초등학

교는 캠퍼스 시설에 전통 서예라는 요소를 접목하고 서예 교육을 위한 몰입형 환경을 조성하려 한

다. 이를 통해 군자 인성함양의 철학이 확고하게 시행되어 왔다. 한편 로투스 초등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서예, 무용, 회화 동아리를 만들었다. 이는 ‘현대적 군자 인성함양’ 과정이 광범위하게, 체계

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서예 동아리와 무용 동아리 활동은 일

상적인 교육에 전통적인 조건을 접목시킨다. 서예 학습을 위한 전용 교실이 있고 학생들은 무용을 

할 때 연꽃 의상을 입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을 전통적인 상황 속으로 몰입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이 같은 방법은 실질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연의 정신과 군자 문화가 지닌 심오한 의미를 심도 

깊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4.� 군자�인성의�실용적�정신

군자 인성함양의 주된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바른 인성과 실천적 역량을 겸비할 수 있는 능력

으로 발현 가능한 통합적이고 바른 인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로투

스 초등학교의 프로그램은 실천적 경험의 교육적 효과,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기술 및 인

성 활용을 통해 촉발되는 사회적 책임의 양심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본 프로그램이 준비한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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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가. 서예 동아리에서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여 지역사회 또는 쇼핑몰에서 무료로 춘제(중국 설날) 

기념 두루마리 글씨를 쓰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연습하고 자

신의 서예 지식을 바탕으로 실습을 할 수 있다.

나. 지역사회의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와 호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춘제 

기념 두루마리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선물을 보내 도시에 기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감능력을 키우게 된다.

다. 서예 여름/겨울 캠프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서예를 배우는 것 외에도 서예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한다. 한편 서예 교육은 로투스 초등학교와 한국 서산의 자매학교 간 협

력에도 적용되었다. 두 학교는 온라인 서예 학습 및 토론을 통해 성공적인 인성교육 방식을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

5.� 프로그램�내�가족참여

로투스 초등학교에서 권장하는 아동 도덕교육 및 계발의 가족참여. ‘군자 인성함양’ 프로그램은 

가족-학교 위원회를 구성했다. 부모들은 보조교사 역할을 맡아 돌아가면서 서예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교실에서 서예 숙제 수거, 수업용 기자재 준비, 우수 숙제 게시, 수업 중 긴급 사안 

해결 등을 맡아서 한다.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부모는 군자 인성의 의미와 로투스 초등학교의 

도덕교육 철학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됨으로써 도덕성 배양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다. 둘째, 가족 간의 유대는 아동의 성장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군자 인성을 갖춘 학생

은 자신과 부모 간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서예 학습 시의 협력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에 공감과 이해가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실제적인 생활·학습 조건을 조성

하고 연습 및 경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마련함으로써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몰입형의 군자 인성 

훈련방식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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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군자 문화는 유교 전통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고 그 핵심은 군자 인성배양에 있다. 따라서 군자 

문화는 오늘날의 도덕 교육에 배움의 가치가 있는 문화적 전통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제공한다. 로

투스 초등학교는 군자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는 본 프로그램을 살펴봄으

로써 오늘날의 세계에 어떤 종류의 도덕교육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학교 도덕교육이 대

체로 도덕적 규율과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인성배양이라는 책

임은 간과되고 있다. 현대적인 맥락에서 ‘인간됨의 학습’이라고 하는 중국 전통의 사고는 학교의 

근본적인 교육철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군자 인성은 현대 사회에서 일종의 이상적 인

성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군자 인성함양’ 프로그램이 지닌 긍정적 의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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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us� as� a� Symbol� of� Junzi� Virtue� in� a� Chinese�

Primary� School’s� Moral� Education� Program

Fu Changzhen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1.� Introduction

As the modern morality education develops, many schools have started to intentionally 

combine their own advantages of development and local customs to discover and utilize the 

resources for character cultivation in order to show their characteristics. The “Junzi Character 

Cultivation”（君子人格培育）program at Lotus Primary School is aimed at fundamental moral 

education, emphasizing Lotus as a symbol of junzi meide 君子美德(virtues or “gentlemanly” 

virtues)in cultivating students’ character. It has effectively realized the innovation of moral 

education based on our traditions. This kind of education mode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ways of moral education because it focuses on the particular situations and 

regulations in the culture of junzi and takes the symbolof lotus as the interpretation 

approach, which can help develop students’ feelings, personality, and dispositions. Lotus 

Primary School has creatively developed a series of calligraphy-centered courses on skills. As 

one of the means to develop the spirit of lotus and cultivate the character of junzi, these 

courses are designed to guide students to nourish their dispositions. Also, this program 

attaches importance to the spirit of the unity of knowledge and action and family 

participation. The former refers to helping students practice what they have learned in class 

and take part in social life so that their ability of empathy can be developed through social 

interaction while the latter means that the role of family participation is necessary to the 

cultivation of children’s character of jun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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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Lotus� Spirit”

The “Junzi Character Cultivation” program (Lotus Program) is a program that excavates the 

resources for character education from Chinese tradition and culture. Its formation of the 

culture of lotus is in fact the advocation of the culture of junzi. In other words, To cultivate 

the spirit of lotus is to cultivate the character of a junzi. The program makes creative use of 

the metaphorical meaning of lotus, attempting to deeply excavate the cultural and spiritual 

connotation of lotus in order to design school culture and students’ character cultivation. In 

Chinese traditional culture, the intellectuals often analogize the nature of plantsto the 

characters of human. Since lotus is not only beautiful in appearance but also noble in spirit, 

it is normally considered as the symbol of junzi virtue. In the “Junzi Character Cultivation” 

program, Lotus Primary School treats “Construct junzi ambition, enlighten junzi mind, guide 

junzi action, establish junzi character” （立君子之志, 明君子之识, 导君子之行, 树君子之格）as 

the philosophy of education and characterizes itself with calligraphy teaching, aiming at 

fostering young gentlemen with the spirit of lotus. This school interprets the junzicharacter as 

good characters like ambition construction, ritual practice, goodness cultivation, erudition 

gaining, and gratitude feeling, etc.

This program concentrates on the physical and 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pupils at 

school and combines the culture of junzi and campus facilities, realizing the idea of “Learn 

the spirit of lotus, become a genuine junzi” in the campus environment construction. 

Therefore, the grand theme of “junzi cultivation” is embodied in the spiritual symbol of “lotus 

spirit”, which is able to guide student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forms and patterns of 

ideal character through the direct symbol of lotus. Specifically speaking, the measures of 

campus environment construction taken by Lotus Primary School can be divided into three 

aspects. First, it has built many cultural sites with profound meanings, including the lotus 

pond, Xiyan Chi (Ink brush washing pond), and Baicao Garden. Second, it has established a 

calligraphy gallery for calligraphy teaching, exhibition, and participation, where students can 

not only appreciate and learn the famous works from many calligraphersbut also experience 

calligraphy related traditional activities including ancient papermaking and inscription rubbing. 

Third, Lotus Primary School puts the spirit of lotus and junzi character education into 

practice by organizing various extracurricular group activities that provide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comprehensively develop themselves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interests 



실천세션�3

인성교육의�효과적인�실시방안

111

and peculiarities. These measures have set up the situational atmosphere for the spread of 

lotus spirit.

Regarding to the education philosophy of Lotus Primary School, moral education and 

general intellectual education are two important dimensions of pedagogy. The experimental 

significance of the “Junzi Character Cultivation” program lies in not only stressing the 

education of students’ theoretical knowledge but also viewing character cultivation as one of 

the main education goals of the school: learning to be human (学以成人). The contributions 

of this program are three-fold: first, it has changed the traditional idea of moral education 

in China that family is the main force of moral cultivation; second, it attempts to alter the 

existing prejudice about schools that it only concentrates on scientific knowledge education; 

third, it makes up the confine of school moral education that merely highlights normative 

education. Therefore, this program is an experimental but positive solution to the unity of the 

demand of modern society and the ideal of junzi character.

3.� Arts� Education� and� Ideal� Personality

The “Junzi Character Cultivation” program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training and 

development of arts or skills. “Art” (技艺) is one of the major ways of Chinese traditional 

character cultivation. For example, the Six Arts in Confucianism contains six different sorts of 

skills or arts: rites (礼), music (乐), archery (射), charioteering (御), calligraphy (书), and 

mathematics (数). These arts or skills are not only functional but also cultivating. On the one 

hand, they are what a genuine human needs to live in the society. On the other hand, 

individuals must learn and practice them to morally perfect themselves. Confucianism and 

western philosophy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virtue and skill. Confucianism values Dao 

(道) over utensils (器), but argues that particular skills and exercises are the necessary steps 

for the agent to cultivate herself. On the contrary, ancient Greek philosophy generally 

considers virtue as excellence, and every skill tends to achieve some particular good. For 

Confucianism, in fact, the training of arts also bears the function to make people excellent. 

Namely, art or skill teaching is one way to equip the person with virtues. Today, new arts 

and skills like lyre-playing, chess, calligraphy, and painting are also considered as necessary 

to cultivating good characters. Learning and practicing these skills can help students nou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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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own nature.

The “Junzi Character Cultivation” program centers on the spirit of lotus and applies junzi 

moral education to various fields including humanities, arts, and science education. One of its 

most special features is that it elaborately chooses calligraphy, one of the most valuable forms 

of Chinese traditional arts, to treat it as the starting point of self-cultivation by proposing 

the goal called “Practicing calligraphy at every stroke, cultivating virtues by every word and 

action”(一笔一划练字，一言一行立品) through the approach of “practice calligraphy, emulate 

the virtuous, and cultivation oneself”(习书，思贤，修身). To put it differently, Lotus Primary 

School attempts to plant traditional calligraphic elements into campus facility construction and 

design an immersive environment for calligraphy learning. By doing so, the philosophy of 

junzi character cultivation has been firmly implemented. Meanwhile, Lotus Primary School has 

founded calligraphy, dancing, and painting clubs for students, which indicates that the 

“modern junzi cultivation” courses have been processing broadly, systematically, and orderly. 

For example, what the calligraphy club and dancing club do is to embody the traditional 

conditions in daily teachings. There arespecialized classrooms for calligraphy learning, and 

students are required to wear lotus costumes while dancing so that they can immersed 

themselves into traditional situations. These measures can effectively help students deeply 

experience the profound meanings of the lotus spirit and junzi culture.

4.� The� Practical� Spirit� in� Gentleman� Character�

The main goal of junzi character cultivation is to help students develop integrated and 

good character that can be manifested in the ability to combine good characters and practical 

capacities. Thus, Lotus Primary School’s program also stresses the educational impact of 

practical experiences and the conscientious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triggered by using the 

skills and characters to make 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For now, the program has 

organized the following activities:

  

A, Students from the excellent calligraphy clubs will be selected to go to communities or 

malls to write Spring Festival scrolls for free so that they can practice what they have 

learned in class and put their calligraphic knowledge into re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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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udents are organized to show their caring and friendliness to workers in the society. 

Spring Festival scrolls and handmade gifted are sent to local peasant-workers to express 

students’ sincere gratitude to the people whowork hard to contribute to the city. By 

doing so, students are expected to develop their ability of empathy.

C, Activities like calligraphy summer/winter camparewell organized to help students not 

only learn calligraphy but also get to know the history and culture of calligraphy. 

Meanwhile, calligraphy training has been brought to the cooperation between Lotus 

Primary School and its pairing school in Seosan, Korea. By studying and 

discussingcalligraphyonline, these two schools are able to share the successful modes of 

character education and learn from each other. 

5.� Family�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Family participation in children’s moral education and development encouraged by Louts 

Primary School. The “Junzi Character Cultivation” program has organized its family-school 

committee. Parents are assigned with the role of teaching assistant to participate in the 

calligraphy teaching by turns, which includes collecting calligraphy homework in the 

classroom, helping students prepare materials and tools for class, posting excellent homework, 

and handling emergent issues in class, etc. 

The reason why parents’ participation is necessary is two-fold. On the one hand, parents 

can learn more about the meanings of junzi character and the philosophy of Lotus Primary 

School’s moral education so that the parents’ stereotypes of moral cultivation can be 

gradually changed. On the other hand, family ti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children’s growth. 

Students with junz icharacter are able to better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arents and themselves. During the course of cooperation in calligraphy learning, the empathy 

and understanding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can be improved. Therefore, this program 

has created a sort of comprehensive, realistic, and immersive training mode of junzi character 

by setting up real conditions of living and learning and organizing various activities for 

practice an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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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clusion

The culture of junzi is deeply rooted in Confucian traditions, and its core lies in the 

cultivation of the junzi character. Thus, this culture provides today’s moral education with 

valuable resources of cultural traditions that are worth learning from.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junzi cultivation, Lotus Primary School has made its efforts. By investigating this 

program, we should think about the question that what kind of moral education is needed in 

today’s world. When the schools’ moral education generally focuses on the teaching of moral 

regulations and moral knowledge, the responsibility of cultivation ideal characteris then 

overlooked. The traditional Chinese idea of “learning to be human” in the modern context 

should also be regarded as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education in school. In a word, 

junzi character is a kind of ideal character in modern society that is worth perusing, which 

constitutes the positive meaning of the “Junzi Character Cultiv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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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제목 HPM�원리�도구�그리고�사례

요약문

HPM(Habituation� and� Practice�Model)�은�인성교육의�한�모델로�간단하고�명료한�도구와�

방법으로�구성되어�있다.�지금까지의�인성교육이�그�성과를�잘�못�거두고�있는�것은�두�가지�

잘� 못� 때문이다.� 첫째는� 인성교육을�지식교육으로� 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너무� 많은� 교훈을�

가르치려고�하기�때문이다.�HPM은�이러한�잘못을�피해서�다음과�같은�원칙과�방법을�택한다.

인성교육은�습관교육이라는�대�원칙에�따라�길러야�할�교훈을�정선한�다음�이것을�완전히�습

관화한�다음�이것을�실천하게�만드는�것이� HPM�이다.� 또� 이것은�모든�사람들이�쉽게�재미

있게�할�수�있도록�만들어진�모델이다.

HPM은� 2005년부터�박약회에서�실시한�인성교육에�적용되어� 100만명� 이상에게�교육을�실

시하였으며�지금도�매년� 29만명�정도가�수강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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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 �

Title
HPM� Principle� tools� and� Examples

Content

HPM� (Habituation� and� Practice� Model)� is� a� type� of� character� education� model�

that� entails� clear-cut� tools� and� methods.� There� are� two� major� bad� calls� that�

have� made,� rendering� character� building� unsuccessful� thus� far.� First,� character�

education� has� been� likened� to� knowledge� education.� Second,� character�

education� has� aimed� to� teach� too� many� lessons.� Against� this� backdrop,� HPM�

adheres� to� the� following� principles� and�methods� to� remedy� the� aforementioned�

problems.

A� key� principle� is� to� develop� habits.� HPM� focuses� on� meticulously� selecting� the�

morals� based� on� which� to� develop� habits,� and� habituating� and� implementing�

those�morals.� HPM� is� designed� so� that� everyone� can� participate� and� have� fun.

Bakyak� has� incorporated� HPM� in� its� character� education� courses� since� 2005.� To�

date,� one�million� people� have� completed� the� course� and� approximately� 290,000�

students� continue� to� take� this� course�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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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 원리� 도구� 그리고� 사례

한국정신문화재단 명예 이사장  이용태 

HPM의�원리

인류문명이 생긴 이래로 모든 부모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해 왔다. 지금도 한국에

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정식 교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성교육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결정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에 있다. 일반 부모들이 그런 방법을 모를 뿐 아니라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방법들이 잘못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지금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법

의 공통된 잘못은 다음 두 가지이다.

  1. 인성교육을 지식교육으로 한다. 

   - 학교에서 인성교육, 도덕교육, 윤리교육을 역사나 사회를 가르치듯이 지식으로 수업한다.

   - 가정이나 학교에서 훈화로 이야기 한다.

   - 위인전이나 자기 계발서를 읽게 한다.

  2.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짧은 시간에 가르친다. 예를 들면 한 시간 훈화에 20가지 교훈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잘못을 시정한 것이 HPM (Habituation and Practice Model)이다.

HPM은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한 모델이다.

 

  1. 인성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2.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교훈은 1-3-11로 정한다.

  3. 한 교훈을 습관화 실천화하기 위하여 1-1-6 단계를 실시한다.

 

교육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지식교육과 습관교육이 그것이다.

지식교육은 국어, 역사, 지리, 물리 화학 등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공부이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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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교육은 피아노 치는 일, 테니스 치는 일 등 반복연습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거나 숙달하는 공

부이다.

인성교육은 습관교육이어야 한다.

피아노 치는 법을 100시간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피아노를 잘 칠 수 없다. 반복 연습을 해서 습

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100시간 강의로 인성교육을 해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다. 반복 실습을 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만 인성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때 쓰이는 HPM 인성교육의 도구가 1-1-6이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한 번에 한 가지 교훈만 택해서 그것이 완전히 습관화 되도록 6당계를 거쳐서 실습을 한다.”

6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습관화 할 한 가지 교훈을 택한다. 예를 들어 교훈=”항상 행복하다라고 말하라”

  제1단계：그 교훈을 담은 강동적인 이야기 한 개를 읽는다. 

  제2단계：이 이야기를 외운다. 이야기는 그냥 두면 잊어버리므로 좋은 이야기는 외워두는 것

이 중요하다.

  제3단계：그 이야기를 읽은 소감을 이야기한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인성교육을 할 때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또 

이것은 부모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준다.

  제4단계：이것은 습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교훈을 반복하여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다.

  (앞서 “행복하다”를 교훈으로 택했으므로 항상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습관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반복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재미있게 쉽게 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 벽에 크게 써 붙인다.

    - 카드에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닌다.

    - 좋아하는 곡에 따라 교훈을 반복하여 노래 부른다.

    - 체조하거나 요가 하거나 에어로빅을 하면서 음악에 맞추어 반복한다.

    - 명상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잡념을 없애고 의식을 호흡에만 집중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호흡을 할 마다 교훈을 되풀이 한다. (예를 들면 숨을 들이쉬면서 행복하다, 내 쉬면서 

행복하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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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단계：실천을 하는 단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교훈을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을 정한다. 교

훈이 “행복하다” 일 경우의 예를 들면 

    - 샤워를 할 때마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겠다.

    - 꽃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겠다.

    - 책을 읽을 때마다 두 눈이 보여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겠다.

  제6단계：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제5단계에서 정한 일을 실천한 것을 일기장에 적는다.

 

다음에 할 일은 그 다음에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교훈을 정하는 일이다. 

이때는 HPM이 정한 인생헌장 1-3-11이라는 틀을 이용한다. HPM 1-3-11의 한 예는 다음과 

같다.

인생의 목표

[남]

*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라. (역지사지)

  남의 말을 경청하라

  신의를 지키라

* 특수관계1：부모를 대하면 항상 무엇을 원하는 지 생각해보라

* 특수관계2：세상을 위해서 하루 한 가지 착한 일을 하라.

[나]

* 항상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찾으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을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으라.

  절대적으로 정직하라.

[일]

  일을 할 때는 그 일의 좋은 뜻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

  일을 할 때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라. (창의적인 태도)

 

위의 표를 보면 인생의 목표가 1이고, 남(대인관계), 나(자기관리), 일(일의 처리) 세 분야가 3이

고 실제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교훈이 열한 개 있는 데 이것이 11이다.

여기서 인생의 목표는 각자 정한다. 11개 교훈도 각자 스스로 정하되 *표가 있는 것은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1-3-11을 정해 놓고 11개 있는 교훈을 한 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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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씩 택해서 1-1-6을 따라서 6단계를 밟아서 습관으로 고정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는 것

이다.

 

실시�성공사례

1.�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어머니들 가운데 희망자를 모집하여 한 학기 동안, 매주 한 번 세 시간씩 모여 워크

샵을 한다. 5명씩 한 조를 만들게 한 다음 진행자를 한 사람씩 지정하고,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1-1-6을 한다. 처음에는 강사의 지도가 필요지마는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하게 한다. 

각 어머니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끼리 둘러 앉아 실제로 1-1-6을 하게 한다. 어머니들의 반응

은 매우 긍정적이다. 아이가 달라지고 가정이 변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들이 먼저 변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외부 강사가 학교에 가서 학생을 두 시간 지도하는 예가 아주 많으나 이 짧은 시간

에 아이들이 변한다는 것을 바랄 수는 없다. 다만 학교의 교사들이 이것을 받아서 정규수업시간에 

교훈만이라도 반복해 준다면 틀림없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군대에서�

군대에서는 대 성공을 거두었다. 군대는 병사들이 입대하면 21개월간 매일 24시간 군 막사에서 

생활 하므로 1주일에 3회 매회30분씩만 1-1-6을 실시하면 분위기가 명랑해지고 전우애가 두터워

지고 고된 훈련을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드리고 언어가 순해지고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3.�농촌에서

지금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 그들은 자손들을 도시로 보내고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노인들을 저녁마다 마을회관에 모이게 해서 체조와 노래와 춤을 가르친다. 이 때 잘 알려

진 노래의 가사를 “행복하다” “역지사지” 등 교훈으로 바꾸어 부르게 하고 체조를 할 때와 춤을 

출 때도 이 노래를 부르게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훈들이 습관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실천사

례를 발표하게 하면 서로 서로 배우게 되어 날 이 갈수록 사람들이 성숙해 진다. 이 운동을 실시

한 마을들에서는 노인들이 눈에 보이게 건강해 지고 밝아지고 사이가 놓아졌다.

4.�소년�형무소

우리나라에서는 소년형무소를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부른다. 수감자들은 100% 기숙학교의 

학생들과 같은 생활은 하고 있다. 이들도 군인처럼 교육을 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실험을 해 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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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장래의�희망

2005년에 시작하여 2019년까지 모두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HPM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것으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교재와 교육방법도 완성되었으며 그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도 입증이 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추진체인 박약회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해

서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한국의 모든 사람이 이 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도적수준을 올

리는 것이 지금의 과제이다. 

당면한 2대 과제는 학교의 교사들을 훈련해서 매 교과시간 마다 2분씩 교훈을 반복하게 하는 

일과 회사원과 공무원에게 HPM을 보급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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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 Principle� tools� and� Examples

Yong Tae Lee, 
Honorary Chairman of the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Principles� of� HPM

Parents and teachers have strived to build children’s’ character since the beginning of 

human civilizatio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South Korea provide character 

education as a regular subject. 

The problem however, lies in the fact that people have yet to realize that there is a 

definitive method that can be used to build character. Average parents are not only unaware 

of such a method, but can’t even begin to imagine that such a method exists. 

This is because the flawed methods have been employed throughout the years. The 

common issue with the methods generally applied today are largely two-fold.

 1. Character education as knowledge education. 

  - Schools teach character, morals, and ethics the same way they teach history and 

sociology - by transferring knowledge.

  - Character is built through admonishment both in school and at home.

  - Reading biographies and self-development books comes highly recommended.

 2. Countless lessons are crammed into a short amount of time. For example, a one-hour 

admonitory program tends to teach 20 different morals. HPM (Habituation and 

Practice Model) rectifies these issues. HPM is a straight- forward model as illustrated 

below.

 1. Character education should help develop habits instead of imparting knowledge.

 2. The morals to be habituated should be selecting following the 1-3-11 method.

 3. Habituating and putting into practice a moral should follow steps 1-1-6.

There are two types of education: knowledge education and habi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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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education is a method of understanding and remembering the principles of 

subjects such as Korean language, history, geography, and physical chemistry. On the other 

hand, habit education aims to develop habits or attain proficiency through repetitive practice 

such as playing the piano or tennis.

Character should be built through habit education.

You can’t become a skilled pianist by listening to 100 hours of lectures about playing the 

piano. Repetition and practice to accustom oneself is key. The same goes for character 

building. Listening to lectures for 100 hours is not going to change a person's character. 

Consistently practicing what you learn and making a habit out of it is the only way to build 

character.

The HPM character education tool employed here is the 1-1-6. Simply put, 1-1-6 is 

refers to “choosing one moral at a time and practicing using six steps to habituate it.”

The six steps are as follows. 

First, select a moral you want to habituate. For example, the lesson could be “always say 

that you are happy”.

  Step 1：Read a moving story that underscores that lesson. 

  Step 2：Memorize that story. Memorizing a story is important because you are bound to 

forget it with a simple once over.

  Step 3：Share your impressions about the story. This step is critical when parents are 

helping their children build character. This helps conversation come naturall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arents to 

tell their children about their own experiences.

  Step 4：This is the most important step in the habituation process. Here we will repeat 

the lesson to form a habit.

  (We chose “being happy” as the lesson, so stating that you are happy and thinking about 

what makes you happy should become a habit.)

    There are numerous different ways to develop a habit. However, the easiest 

tried-and-true method is repetition. Finding a way to make repetition fun and easy is 

extremely important. The following are some examples.

   - Write it in large letters and display it on th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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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 it on a card and have it with you at all times in your wallet.

   - Repeat the moral along to your favorite tune.

   - Repeat along with music while exercising, doing yoga or aerobics.

   - Meditation generally requires you to rid yourself of stray thoughts and concentrate solely 

on breathing, so repeat the moral when you breathe. (For example, say “I am happy” 

as you breathe in and repeat as you breathe out.)

  Step 5：This is the implementation step. Outline specific actions that make you put the 

moral into practice in everyday life. For example, if the moral is “being happy” 

you could set the following as a list of activities to do. 

   - I will remind myself that I am happy every time I take a shower. 

   - I will remind myself that I am happy every time I see a flower.

   - I will remind myself that I am happy because I can see every time I read a book.

  Step 6：Every night before you go to bed, write down actions that you put into practice 

out of the list you created in Step 5.

The next task is to select the subsequent moral you would like to make a habit of. 

Here we use the life charter 1-3-11 framework set forth in HPM. An example of HPM 

1-3-11 is as follows.

Lifelong Goals

[Others]

  - Be considerate of others. (Put yourself in other peoples’ shoes) *

  - Listen attentively to others.

  - Be loyal.

  - Special relationship 1: always keep in mind what you want when talking to your 

parents. *

  - Special relationship 2: perform one act of kindness each day for the world around 

you. *

[Me]

  - Always say that you are happy and find a reason for being happy. *

  - Create an opportunity for growth whenever you run into obstacles.

  - Always be absolutely ho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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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 Think about the positive meaning behind your work and put your best foot forward.

  - Prioritize your tasks.

  - Try to think of different ways of doing things. (Creative attitude)

In the chart above, “1” is represented by one’s lifelong goal, “3” represents the three areas 

- other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 (self-discipline), and work (taking care of work) - 

and there are “11” morals that need to become a habit.

You set your own lifelong goals. You also establish your own 11 morals, but including the 

ones with an asterisk (*) is highly recommended. After the 1-3-11 framework is set, each of 

the 11 morals are chosen one by one and developed into a habit and put into practice in 

real life following the 6 steps of the 1-1-6 tool.

Success� Cases� of� Implementation

1.� At� school

Mothers who wish to participate attend a weekly three-hour workshop at school during a 

semester. The mothers group into teams of five, designate a moderator, and do the 1-1-6 on 

their own following the moderator's pace. Instructions may be needed in the beginning, but 

independent work is recommended. The mothers then go back home, sit down with their 

family and actually try out the 1-1-6. The mothers’ feedback was extremely positive. They 

said that they could feel their children, their family, and themselves changing for the better. 

There are a lot of two-hour lectures conducted by guest speakers, but children cannot be 

expected to transform within this short timeframe. However, it would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f teachers attend these sessions and simply repeat the morals to students during 

regular school hours.

2.� In� the� army�

HPM was a huge success in the army. Since soldiers live in military barracks 24 hours a 

day for 21 months once they join the army, performing the 1-1-6 for just 30 minutes three 

times a week helped lift the overall mood, strengthen comradery, complete grueling training 

with positive attitudes, moderate coarse language, and prevent incidents from hap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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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rural� communities

Rural areas are now inhabited mostly by senior citizens who send their children off to the 

city and now struggle to get through lonely and difficult days. This is why senior citizens 

gather every night at the village hall to learn exercise, singing, and dancing. Here, we asked 

them to sing along to popular songs by replacing the lyrics with “I am happy” or “put 

yourself in others’ shoes”, and asked them to sing this song while exercising and dancing as 

well. This goes a long way in effortlessly transitioning morals into habits. Sharing how they 

each put the morals into practice in front of everyone also helps people learn from each 

other and mature as time goes by. The senior citizens in the villages where HPM was 

implemented became remarkably healthier and relationships markedly improved.

4.� Juvenile� prison

Korea’s juvenile prison is referred to a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The inmates lead 

the exact same lives as boarding school students would. The method used for the army can 

be applied here as well. The results of the trials so far have been extremely positive. 

Conclusions� and� Future� Direction

Between 2005 and 2019, a total of more than one million people participated in HPM 

education. This has provided us with ample experience, based on which a textbook and 

education methods have been created, and the effectiveness of which have been proven. 

However, Bakyak - the body in charge of promoting this project - is financially strapped 

and therefore universal distribution of this education method has not been difficult due to the 

lack of promotional activities. 

We are now tasked with overcoming this roadblock so that everyone in Korea can receive 

this education, which will in turn help elevate Korea’s moral standards. 

The two major tasks ahead of us are 1) training teachers at school to repeat the morals 

for two minutes during each period and 2) circulating HPM courses at companies and 

government bodies.



131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