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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인 | 사)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 대표

562

34. 인간관계 행복수업을 통한 교육혁신의 실천적 제안
이대희 | 전 서울장신대 교수, 예즈덤교육연구원 원장

574

35. 글로벌 행복리포트와 행복지수 높이기 실천 방안
천기덕 | 지오디스 윌슨 IBM SCM 지원 사업부 총괄전무

593

36. 창의적 교육연구회 운영과 교사 행복감의 관계
조규태 | 하이브리드미래교육연구회 회장

612

37. 행복해지려면 질문하세요
김정완 | 탈무드원전연구소 소장

627

38.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행복수업 실천 방안
민형덕 | 목포대 외래교수

642

39. 하브루타로 열리는 행복한 사회수업
김연정 | 대구 화원중학교 교사

655

40. 감사일기로 행복을 만들다
양경윤 | 안계초등학교 수석교사

663

41. 수업을 통한 행복교육 실천방안
설운용 | 벌교고등학교 교사

678

42. 맛을 즐길 때의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조기형 | 지오 맛 아카데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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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부 개회식

전 영 |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현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현재 위즈덤교육포럼 공동대표
∙ 현재 국제지도자연합 부회장
∙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심사위원장
∙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자문위원
∙ 월드피스코아카데미대학원 원장/교수
∙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EMP 지도교수
∙ 대한민국사이버국회 국회의장(공동)
∙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이사장(서울본부)
∙ 한국위성교육방송 회장
∙ 동기부여 성공학 특강(약22만명 청강)
< 저서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학지사, 전영,노동영,김영순 외 공저(2018)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나, 공저(2016)
행복학과 삶(2012), 한국교육연구원
과학적 영문 독해기술(2009, 어학세계사)
‘현재 미국에서 생생하게 쓰이는 전영
Colloquial Idiom'(영풍문고) 外 21권 출판

양송희 | 위즈덤교육포럼 글로벌위원장
∙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독일 자르브뤼켄 음악대학 국립음대 졸업
(Kuenstlerische Diplompruefung,석사과정)
∙ 독일 자르브뤼켄 음악대학 실내악 전공 졸업
(Konzertexamen ,최고연주자과정 )
∙ 독일 자르브뤼켄 음악대학 클라리넷전공 졸업
(Konzertreifepruefung mit Auszeichnung,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성적)
Germany / Cooperation Msicale de la
Grande Region) Orchester 수석역임
∙ Art Space NO 음악감독.
∙ 초청연주
-4차산업혁명과 예술(단국대학교SW디자인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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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 | 하 윤 수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대회장

대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하윤수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행복역량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18 위즈덤교육포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위즈덤교육포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은 속도, 범위, 영향력 등에서 이전 산업혁명과는 완전히 다
른 차원으로 우리 삶을 바꿔나가고 있고,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패러
다임이 됐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AI)은 인간만큼 똑똑해지고,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의 한 가운데서 미래 직업과 인간 삶
의 변화를 두고 예측도 분분합니다.
지난해 교총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교총 비전 100년’을 고민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우리 사
회와 교육의 변화, 그리고 교총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 시대, 우리 삶과
미래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또 교육자로서 앞으로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날 미래 세대에게 무
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의 위즈덤교육포럼 학술세미나가 개최됐
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미래를 예측하며 “인간이 점점 기계처럼 될 것이고,
기계는 점점 인간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미래에는 인류가 더
재미있어지며, 사이보그화 될수록 우리는 보다 더 ‘인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지능뿐 아니라
감정적인 지능도 키워져 우리는 ‘감정의 깊은 수준’을 창조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급속
도로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 감정 등이 더 풍부하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미
래 교육에서 인간의 인성과 감성,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행복교육 모형과 실천방안에 대
해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부디 이 자리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인간 삶의 변화, 그 속에서
더욱 중요해질 인성과 그것을 꽃피울 ‘행복역량교육’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대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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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윤 수

축 사 | 문 희 상 국회의장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위즈덤교육 포럼 2018 학술 세미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
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여해 주신 김상곤 교육
부 부총리님, 유성엽 국회의원님, 박찬욱 대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오늘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행복역량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적용사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
는 행복한 교육에 대한 방안과 교육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많은 변화가 예측됩니다. 일은 대부분 기계가 하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 되어서 여가 시간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인간은 자기표현 욕구가 늘고, 창조적인
일과 정답이 없는 일로 직업 방향을 바꿔야 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교육현장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 교육을 위한 방안은 무엇
인지, 행복 역량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논의해 주시는 전문가님들의
발전적인 제언들은 앞으로 교육 방향과 정책을 추진하는데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각계의 전문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어떻게 나아갈지 심도 깊은 논의와 고견을 나누는 유익하고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학술포럼을 주관하시는 국제지도자연합 김학수 총재님,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임원수 회장님,
소처럼 우직하게 이 행사를 준비하신 전영 위즈덤 교육포럼 대표님과 배종수, 백양순 공동 대표님, 그리
고 포럼 사무국 박기현 실장님과 OVAL KOREA 진행요원들의 수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하며, 여러분 모
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국회의장

문 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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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 김 상 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축

사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입니다.
‘4차 산업혁명’, ‘행복역량교육’을 열쇳말로 진행하는 이 행사의 주제가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행복역량 교육의 실천방안을 학교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모색하는 세미나라서 그 의미가 더 진지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유성엽 국회의원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사단법인
국제지도자연합, 위즈덤교육포럼, 한국음악교육공학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
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말해주는 문제의식처럼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지능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를 예고한 이래,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경제, 사회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지식융합사회를 주도해 나갈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체제의 변화와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도 지식의 습득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
춘 융·복합 인재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발맞춰 교육부는, 대량 생산 체제에 맞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린 교육, 경쟁 중심의 산업사회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여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초‧중‧고의 STEAM 교육을 활성화하였고, 대학에
대해서는 융합전공, 유연학기제 도입 등 학사 운영의 유연성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으
며,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 감소･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공
감･연대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 또한 절실한 시점입니다. 창의적인 사
고와 함께 협력하고 공감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춘 미래사회 인재를 지원하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
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혁신적 비전과 방향을 찾아가는 뜻깊은 여정이 되기를 기대하
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8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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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 곤

인사말 | 유 성 엽 국회의원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유성엽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111년 만에 최악 폭염'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제지도
자연합(위즈덤교육포럼), 한국음악교육공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아울러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
을 올립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기존의 전문 기술직들은 컴퓨터가 대체하게 될 것
이고, 창의력이 중요시 되는 직업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금과 같은 주입식 교육만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현재의 교육 방식을 고집하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방법조차 모른 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역량중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됩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역량중심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행복역량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전문가분들의 발표와 토론자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통해 올바른 행복 교육과 행복역량 교육, 특히 음악교육을 통한 행복교육의 방안
등에 대한 고견들을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 국회
차원에서의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느라 애써주신 국제지도자연합(위즈덤교육포럼)과 한국음
악교육공학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댁내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국회의원

유 성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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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 김 학 수 국제지도자연합 세계총재

격 려 사
먼저 2018년도 위즈덤교육포럼 학술대회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김상
곤 교육부 부총리님, 유성엽 국회의원님, 하윤수 교총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여러분들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뜻 깊은 행사를 공동주관해주신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임원수 회장님, 오랜
기간 본 포럼의 공동주최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유성엽국회의원님, 그리
고 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다른 일정을 미루고 귀한 발제를 해주실 문용린 이
사장님을 비롯한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특별 기고를 해주신 전문가 분들께
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즈덤교육포럼은 올해로 만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위즈덤교육포럼은 입시와 경쟁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인간중심의 교육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창의 인성 개발과 행복 공동체라는 교
육의 본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국회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
위즈덤교육포럼은 학교현장의 실천교육과 사례, 대한민국 교육백년지대계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할
교육자들의 길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명실상부한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자들의 정기
학술포럼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국가 교육정책과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왔음을 자부합니다. 특별히 이 자
리를 빌어서 본 포럼 출범에서부터 지금까지, 열정과 헌신으로 봉사해주신 배종수 상임대표님, 전영교수
님, 백양순 공동대표님, 그리고 박기현 실장님을 비롯한 조직위원님들과 OVAL KOREA 대학생 여러분들
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최근 인공지능의 지능정보사회, 사물인터넷에 의한 초연결사회, 자율형 자동차와 드론과 로봇의 기계의
지능화, 데이터 사이언스와 이러닝, 클라우드의 가상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한 신기술이 구현하는 새로운
경제의 장은 제4차 산업혁명이 열렸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이 아닌 교육현장에서 교육정
책과 방법이 제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학교현장의 행복 역량교육에 대해서 교수님들과 교사,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하여 학교와 가정, 사회현장에서 실질적인 융합과
접목으로 행복역량교육을 실천하는 통합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고
교육적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기대한 만큼 학술적 성과도 거두시고,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는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3일
前 UN사무차장 겸 UN아태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사)국제지도자연합 세계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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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학 수

환영사 | 임 원 수 한국음악교육공학회 회장

환 영 사
2018년 위즈덤교육포럼 학술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해 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 본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유성엽 국회의원님 이번 학술세미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본 학술세미나의 공동대회장을 맡아주신 하
윤수 한국교총회장님, 김학수 국제지도자연합세계총재님 그리고 본 행사의 기
조발제와 좌장,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 행복은 모두가 공감하며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지만 오늘의 교육 현장은 “나” 중심의 사고에 갇혀
“너”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으며 가정에서부터 익숙해진 “나” 중심주의는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개인
의 성취와 욕구의 채움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나” 아닌 “너”를 볼 수 있다면 새로운 관계의 눈을 뜨고 나눔과 배려의 기본을 갖출 수 있고 더 나아
가 “우리”와 “모두”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행복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입니다. 그래서 “4랑”은 “나랑, 너랑, 우리랑, 모두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행복한 세상은 행복역량교육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학생 중심의
신나는 학교로 나아가며, 경쟁과 반목의 사회가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로 변화되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
힐 때 아름다운 세상을 꽃 피울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금번 한국음악교육공학회와 위즈덤교육포럼이 함께하는 2018학술세미나를 통해 함께 고민하며 새로
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영주제일고등학교장
한국음악교육공학회 회장

임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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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 배 종 수 위즈덤교육포럼 상임대표

환 영 사
국제지도자연합, 위즈덤교육포럼과 유성엽 국회의원님이 공동 주최하는 위즈덤
교육포럼 2018 학술세미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
님, 대회장을 맡아주신 하윤수 회장님! 오늘의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유성엽
국회의원님, 오늘 하루 수고해주실 좌장 강선보 교수님,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
제를 발표하는 장기범, 채정호, 양동일, 장규순, 우문식 교수님 그리고 권영애,
김희자 교사님, 그리고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많은 교장선생님들과 전문가 여러
분들께도 위즈덤교육포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2016년에 40만명, 2017년에 35만명에 이어 2018년에는 30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6년 후인 2024년에는 10만명 이하를 예측하면서 반만년 유지되었던 단일 민
족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은 학생들의 교육 중에서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시대를 열기 위해 나의 행복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을 배려하는 인성 함양이 필요
하다는 인식 아래 관용과 배려, 협력 등에 기초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법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의 결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되었을까? 어쩌면 구호나 외침은 있었지만 실제로 행동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 아닌
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행복역량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세
미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세미나를 지원해 주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조선일보, 한국
ICT융합협회,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및 후원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움을 전하며, 이
번 학회에 참석하신 모든 교수님들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전문가님들도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위즈덤교육포럼 상임대표
16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배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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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2부 학술세미나

강선보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前 교무부총장)
Ÿ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문학사/ 부전공:영문학)
Ÿ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Ÿ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Ÿ
Ÿ
Ÿ
Ÿ
Ÿ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이사(운영위원)
교육인적자원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전국대학교부총장협의회 회장
한국교총 사범대학특별위원회 위원

Ÿ

前 고려대학교

Ÿ
Ÿ
Ÿ
Ÿ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교 연구교수(문교부 연구지원)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교수(교육부 연구지원)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소장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교무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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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인성교육이 희망이다

문용린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 교육부 장관)
Ÿ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졸업
Ÿ 미국 미네소타 대학원 교육심리학과 졸업
(철학박사, Ph. D)
Ÿ a(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Minnesota, USA)
Ÿ 전공 : 교육심리학, 세부전공 : 도덕 및 사회성 발달, 도덕 및 인성교육,
다중지능 및 정서지능
Ÿ
Ÿ
Ÿ
Ÿ
Ÿ

제40대 교육부 장관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Fulbright 교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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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음악예술과 행복: K-lied Project를 중심으로

장기범 | 서울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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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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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ʻ음악예술과 행복교육: K-Lied Project 중심으로ʼʼ
장기범 |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Ⅰ. 서론

마나 우매한지를 알아야 하고, 행복은 인간의 노
력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고 믿었다. 특별히,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꿈꾼

“영혼의 모든 욕망을 이상적으로 통제 할 수 있을

다. 예술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다. 도대체

때 행복은 비롯된다”고 믿었다.

Confucius는 "공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의 개념을 비롯하여 행복

부하며 때로 배운 것을 익히는 것이 즐거움이 아

에 대한 담론으로 이야기를 펴보자.

닌가, 멀리서 방문한 친구를 만나는 것 역시 즐거
움이 아닌가?” 라고 제자들과 그 때 그때 나눈 문

1. 행복: 역사와 심리학적 개관

답집인 논어(論語)의 처음에 언급하고 있다.

여

1) 역사 속에서 행복

기서 공부란 책을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행복의 추구는 인류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어

교분하는 것 까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형성을

지고 있다. 중국, 인도, 그리스 등지에서 2,500여

포괄한다. 인간애에 대한 것을 배워가며 동반자들

년전 Confucious, Buddah, Socrates, Aristottle

과 도의 경지를 이루는 교분의 상태를 ‘즐거움’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인과 철학자들은 물

이라고 표현하였다. 인문학의 효시와 같은 ‘논어’

론 종교지도자들이 행복을 언급하고 있다. 행복은

에서 조차 행복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시사한

볼 수 있다.

다. BC 6세기 말에서 5세기 초반에 생존했던

Aristotle은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믿었다.

Buddha는 “삶의 목표는 행복이다”라고 믿었고,

4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다른 누구보

가지 진리와 8정도(The Four Noble Truths &

다도 Aristotle은 행복을 인간 삶의 목표의 중심

The Eightfold Path to Happiness)1)로 문제와

에 놓고 있다. 현대에 이르기 까지 그 누구보다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4가지 진리는 1) 삶은

행복에 관해 많은 사유물을 남겼다. Mencius 와

질고 (疾苦)(Dukkha : mental dysfunction or

는 동시대에 지구의 반대편에 살았지만, 유사한

suffering) 2) 질고는 욕구에서 비롯한다 3) 질고

결론을 도출했다. 즉, 행복이란 개인적인 미덕을

는 벗어날 수 있다

함양함에 두었다는 점에서 공자의 덕이 사회적

4) 질고로 부터의 벗어나는

방법은 8계를 통해서 가능하다.

덕을 강조한 점과 대조를 이룬다. 진정 행복한 삶

8계는 정관(正觀바르게 보기), 깨달음, 정의(正
意right intention), 로 나뉘며

이를 통해 행복에

이른다고 한다(Samyutta Nikaya 56.27). 한마디
로 욕심을 버리면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란 폭넓은 조건의 충족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
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함을 포함한다.
과학자 이자 윤리학의 쾌락/향락주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Epicuros는 향락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

Socrates(469-399BC)는 “사유하지 않는 삶은

라고 믿었다. 여기서 향락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

살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인간은 자신이 얼

하는 감각적/관능적인 즐거움을 뜻하지 않는다.
가장 행복한 삶은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 단

1) 8정도는 불교수행의 여덟가지 수행덕목으로 정견
(right understanding), 번사유(motives), 정어
(speech),정업(action),
정명(means
of
livelihood),
정정진(efforts),
정념(intellectual
activity), 정정(contemplation)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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촐한 삶과 마주하여 친구들과 철학적 담론을 펼
치며 내적인 평온함(ataraxia)을 누리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육체적 즐거움을 누리는 향락과는

서울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장 기 범

거리가 먼 지고의 즐거움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

Erich Fromm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서는 Epicuros는 오히려 ‘금욕주의’나

인간의 ‘자신 실현욕구(self-actualization)’는 인

2300년

전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Maslow는

활약하던

본심리학을 탄생하게 했고 더욱 든든하게 했다고

Mencius는 긍정적인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보아도

믿었다. Maslow 음식, 안전, 사랑, 자부심 등의

무방할 것이다. 행복의 추구에 있어서 전례 없는

욕구가 해결된 이후에야 보다 고차원적인 창의적

‘인간성과 마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복

표현,

의 주관성은 Mecius와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이

Freud 나 Skinner와

짙다고 볼 수 있다.

Erich From이나 Jung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

너무 위대해서 로만 캐톨릭 교회로 부터 ‘천사
박사’라 불리운

Thomas Aquinas (1224-1274)

등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Maslow는

같은 행동주의 심리학자와

을 연결한 심리학자로, 인간의 행복에의 열망을
심리학 연구의 수면위로 부상시킨 장본인이다.

는 서양 철학과 신학의 거봉이다. 신학 대전을 비

Berkely 대한 교수인 Barbara Fredrickson은

롯한 40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는데, 신학대전 3

사회심리학의 지류인 감정심리학의 최선두에 있

권에서 ‘무엇이 인간의 행복이며 이는 이 세상에

는 현존하는 심리학자다. Fredrickson은 긍정심리

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란 물음의 답을 제시

학의 중요성을 Broaden and Build 이론을 통하여

했다. Aquinas에 따르면 완전한 행복(beatitudo)

강조하고 있다3).

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고 단지 불완전한 행
복(felicitas)은 가능하다고 Aristotle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생각을 펼쳤다.

1998년에 Frederickson 연구재단은 긍정적인
심리학 이론을 ‘확장과 창조’라는 틀로 발표를 했
는데, 이에 따르면 긍정적인 가치관은 인간 삶의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영

행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다. 사랑,

국의 철학자 John Locke (1632-1704) 는 ‘인간

기쁨,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새롭고 창의

의 이해’ 라는 수필집에서 ‘행복의 추구’라는 용어

적인 활동과 아이디어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증진

를 처음 사용하였다.

Thomas Jefferson 이 ‘행

시킨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들을 접하면 그들

복의 추구’ 라는 말을 활용하여 자신의 인간의 빼

의 마음이 넓어지고 새로운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앗을 수 없는 권리인 “삶,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

만들어낼 수 있다. 긍정적인 감정들은 사람들로

구” 독립선언문에 차용하였다.

하여금 개인적인 건강한 삶의 자원들(resources)
을 풍부하게 하는데 육체적 건강에서 부터, 지적

2) 심리학적 견해

인 자원들과, 사회관계 형성의 자원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에 이르러 인간행동과 심리학이라는 새

모두를 풍부하게 한다(Fredrickson 2009).

로운 연구 분야가 생겼다.

이

병리학에 심취해있던

이론의 창조 부분은 이러한 자원들이 내구성이

Freud와 Skinner 와 같은 심리학의 거장들은 불

있고 나중에 심적인 상태가 달라진 다음에도 건

행의 근원 규명에는 열정을 쏟았지만 행복에 대

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과 강

한 연구는 그리 집중하지 않았다.

하게 연관된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들은 긍정적인

인간의 행복과 그 궤적을 추적한 최초의 심리
학자는
Abraham

‘필요의

위계’

Maslow2)이다.

이론으로
인본주의

잘

감정들과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

근심, 두려움,

알려진

실망,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위협을

심리학자

받게되면, 인간의 마음은 위축되고 눈길을 끄는
위협(실재이든 상상이든)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2) 최초로 인간의 욕구의 위계에 대하여 연구한 심리
학자로 인간욕구를 생리적 욕구-안전의 욕구-소속
과 애정의 욕구-자기존중의 욕구-자아실현의 욕구
의 5단계로 나누었다. 스키너가 동물의 모형에서 인
간심리를 행동에 근거하여 추론한 것에 비하여 인간
의 심리를 보다 인간적 차원에서 연구했다는 점에서
제3 심리학이라고도 불린다.

상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거나 새로
http://blog.daum.net/prettybeans/5150100 참조.
3)
보다
자세한
이론의
내용은
https://en.m.wikipedia.org/wiki/Broaden-and-bu
ild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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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자원을 창조하거나 관계 형성을 하지못하게

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대처

된다. Fredrickson은 수련의 비유로 자신의 이론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할 문제’로 치부

을 심미적으로 정리한다:

한다.

“해빛이 지면 꽃잎을

정책 입안자들도 ‘행복은 매우 주관적이고

여미는 수련처럼 인간의 마음도 긍정적인 감정이

애매해서 국가정책의 근간으로 삼거나 국가발전

없으면 닫히고 만다” (Fredrickson 2009, p. 55).

의 시금석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긍정은 심층적인 문제로 즐거움(joy), 감사, 관

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심, 영감(inspiration), 경외감, 고요함, 유쾌함, 자

전통적인 견해라고 사료된다. 심리학의 발전과정

부심(pride), 희망(hope), 사랑(love)에 이르기까

에서 얻어진 여러 증거들은 전통적 견해는 바뀌

지 긍정적인 감정들의 모든 범위를 망라한다.

어야 함을 보여준다. 심리학자들, 경제학자, 여론

최인철4)

교수는 행복은 “영혼이 살아 숨쉬는

조사가들, 사회학자들, 그 외 많은 연구가들의 견

것” 이라고 정의하고 인체에 필요한 탄수화물, 단

해에 따르면 행복이 주관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가 있듯이 행복에도 3대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할 수 있고, 관측할 만한

영양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교수가 주장하는 행

두뇌기능을 산출하며, 이들은 개인의 특성과 사회

복의 3요소는 자유(freedom), 유능(pride), 관계

의 특성과 연관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에게

(relationship)다.

즉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로

행복한가?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등을 물어본

운 분위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유능하게

결과 응답자가 속해있는 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야

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연구들은 지적한다. 얻어

한다. 최교수는 Doing well과 Feeling Well이 인

진 질문의 결과는 한 사회나 국가의 내재하는 위

간의

주장한다.

험에 대한 지표가 될 수도 있고, 감추어진 힘(잠

Doing well 이란 행동적인 요소로서 사유하고 구

재력)의 상징이 될 수 도 있으며 변화를 위한 제

도하는 정적 행동과 목표를 세우고 치열하게 추

안이 될 수도 있다.

행복측정의

기본

골격이라고

구하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까지를
함의한다.

2. UN World Happiness Report

행복한 행동은 ‘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활동
으로 최교수는 대표적으로

‘여행’ ‘운동’ ‘산책’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

등을 꼽는다. 특히 여행은 걷기, 놀기, 말하기, 먹

트워크(Sustainable

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행복지수가 높은

Network)이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

활동으로 추천한다.

복도를 조사하고 2012년부터 보고서를 내고 있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은 doing well의 기본이

다.

Development

Solution

행복을 수치화 하고 수치화에 따른 국가별

된다. 즉 행복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행복지수를 나타낸다는 것이 황당하게 들릴지 모

넘어 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조화와 ‘재미와 의

르지만,

미’가 공존하는 이상적인 마음과 몸의 상태라 볼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고 World Gallup Poll의

수 있다.

협조와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활용하여 대륙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행복을 가름할

국가별 행복지수에 대한 수긍할 만한 결과물을
3) 행복에 대한 논의

보고서에 담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행복이란 주관적인 문제이고 보

‘2018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GDP

4) 최교수는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심리학
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행복교육연구센
터장을 맡고 있다. 행복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편찬
하고 교사들을 교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대학교에 행복교육연구센터가 행복교육에 대하여 전
문적으로 연구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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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위)은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조사대상국
156개국 가운데 57위를 기록했다. 2017년도 보
고서에는 5.838점으로 55위였다. 점수는 0.037점
올랐으나 순위는 2계단 떨어졌다. 1위는 핀란드
(GDP: 15위)5)로 7.632점을 얻었다. 노르웨이

서울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장 기 범

(GDP:5위),

덴마크(GDP:

8dnl),

아이슬란드

1) 역사적 배경

(GDP:3위),

스위스(GDP:

2위),

네덜란드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풀뿌리 민족, 백의민

(GDP:13위),

캐나다(GDP:

20위),

뉴질랜드

족이요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는 우리 선조들은

(GDP: 22위), 스웨덴(GDP: 12위), 호주(GDP:

90차례가 넘는 외세의 침략의 여파로 기아와 질

11위) 등이 상위권에 포진해있다.

병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삶을 살았다. 근세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26위(6.441점)로

들어 사색당파의 와중에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

순위가 가장 높았다. 싱가포르는 34위(6.343점),

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세계 2차 대전의 종식으로

일본은 54위(5.915점), 중국은 86위(5.246점)로

일본의 압박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가 했더니

나타났다.

6.25 내전을 겪게 되었고, 황폐화된 국토는 남북

행복보고서를 낸 SDSN이 선정한 행복측정을

으로 2분되었다. UN의 개입과 도움으로 정전을

위한 지표는 총 6가지이다. (1)국내총생산(GDP),

맞았지만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GNP $676)의

(2)기대수명, (3) 사회적 지원, (4) 선택의 자유,

세계 최빈국 ‘남한’ 이란 국가가 되었다. 남한의

(5) 부패에 대한 인식, (6) 사회의 너그러움 등을

면적은 99,720km2 로 면적이 120,538km2 인 북

기준으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했다.

한보다도 작다. 이것이 불과 70여년전의 우리나라

UN의 세계행복지수 보고서에 도움을 주고 있

의 모습이다. 우리는 생존에 급급했고, 먹을 수

는 World Gallup 의 질문내용 역시 행복지수에

있고 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삶의 전부이었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내용을 살피면 아래와

유교의 여파와 사대부의 호도로 극빈과 인내를

같다.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문화가 형성되었다7).

(1)

당신은

존중받습니까?:

존중감

self-esteem

전후 남한의 발전상에 대하여 정현 인하대 사
회과 교수는 “한국은 ...프랑스가 200년에 걸쳐

(2) 당신은 새로운 일을 합니까?: 성장 growth

이룩하고, 미국이 125년, 일본이 75년에 걸쳐 달

(3)

성한[선진국의 위업을] ... 25년 만에 달성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잘합니까?:

우월감:

Pride

라고 피력하고 있다8).

(4) 당신은 시간의 자유가 있습니까?: freedom
(5)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safety)
기분에

근거한

행복)과

평가적

대들은

생존과 먹고사는 것에 급급했고, ‘행복’

이라든가 정신적 평안 등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

정감적 행복(affective happiness; 매일 매일 다
른

이러한 사회적, 현실적 상황에서 우리의 부모세

볼 여유조차 없었다.

성장 위주, 경쟁에서 살아

행복지수

남기 위해 “빨리 빨리” “얼렁 뚱땅” “상명 하복”

(Evaluative Happiness: 개인이 삶 전반을 평가하

“잘사는 것= 돈 많은 부자 되는 것”이라는 착각

는 행복)로 대별 되는

속에 살게 되었다.

행복 지표의 산출은 UN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한강

행복지수 측정위원회의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의 기적’을 일군 우리국민의 우수함은 더욱 행복

수 있다.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말이다.

II. 행복교육
1. 우리에게 행복 교육이 필요한 이유
5) ( )안의 등위는 GDP 순위이다. GDP는 국민 총생
산량을 의미하는데, 이를 국민수로 나눈 것이 평균
GDP로 보다 의미있는 경제지표로 볼 수 있다. 연구
자는 국가의 개인별 GDP에 기준하여 ( )에 해당국
가의 국민 평균GDP 순위를 제시했다. 경제적 순위
와 행복지수 순위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다.

6) 1950년 당시 남한은 국민소득 $67, 세계 109위로
최극빈 국가였다.
7) 공자의 논어 술이(述而)편에 보면 飯疏食飮水, 曲
肱而枕之,
樂亦在其中矣,不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
표현이 있다. 이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
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의롭지 않게
부귀를 누림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라고 번
역된다.
8) 정현 교수의 샘플 원고에서 발췌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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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음악예술과 행복교육: K-Lied Project 중심으로

2) 우리가 처한 현실

어린이들은 41개국이 참가한 세계 수학경시대

International Money Fund (IMF)의 통계에 따

회에서 당당 1위를 차지했고, 26개국의 대표들이

르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는

참가한 과학경시대회에서는 3등을 했다. 한마디로

$32,774이고 세계 29위의 경제
지수10)에서도

세계

강국이다9).

12위권이며,

국민

빅맥
수는

51,796,179명으로 세계 27위이다.

문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 제일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대단한 저력과 능력을 지닌 민족임에 틀림없다.

세계 대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수학이나 과

Barack Hussein Obama II 44대 미

학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는 조사에서는 41개국 가

국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교육 미국

운데 수학은 41 번째를, 과학은 26번째를 기록했

이 배워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다. 성취와 애호도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6.25 당시 모든

학교는 파괴가 되었고,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교
육과정도 없이 미군정이 제시한

교수 요목을 기

반으로 70여년의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다.
우리는 90번 이상의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지킨
민족11)이며,

총칼의 무력을 앞세운 일제에 항거

증명을 한 사례를 만들어냈다.
2003년 이후 10년 연속 OECD 국가중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통계에 따르
면 30분에 거의 한 명꼴로 자살을 한다. 자살 연
령대를 들여다보면 더욱 경악스럽다.

2006년 33

하여 온 국민이 맨손으로 만세운동을 한 용감한

명이던 초등학생 자살률은 2008년 99명으로 2.6

민족이다.

배나 증가했다12).

국민소득 67$에서 $32,774 시대를 초스피드로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 겪는 정치적 불안감, 물

달성한 저력 있는 국가요, 여자골프 1위, 피겨스

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치솟는 청년실업, 노사갈

케이팅 1위, 태권도 종주국, 스켈레톤 챔피언 국

등, 양극화 현상, 입시위주의 교육, 공교육 황폐

가, 빌보드차트 1위곡을 배출한 나라, 세계를 춤

화, 저출산과 신생아 감소에 따른 국민수 감소,

추게 한 연예인의 조국, 한류 바람을 몰고 온 민

외국인과 탈북민의 증가에 다른 다문화 사회화,

족,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와 성도수를 가지고 있

높은 이혼률과 가정 파탄, 가족문화와 동네 정신

는 나라,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

의 사멸, 등 “초고속 압축성장”에 따른 여러 부작

라, 각종 음악경연대회에서 상위 입상자를 배출하

용에 적응할 정신적 여유가 없는 -한마디로 불행

는 나라...

한 나라이다. 국가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젊은이들
입에서 “Hell 조선” 이란 자조적이고 부정적인 표

9) http://www.imf.org/external/
10) 빅맥 지수(Bic Mac Index) 는 각 나라의 구매력
평가를 비교하는 경제지표로, 1986년 9월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처음 사용하였다.[1] 맥도날드
의 대표적 햄버거인 빅맥은 많은 나라의 매장에서
살 수 있다. 빅맥 처럼 품질, 크기, 재료가 같은 물
건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팔릴 때, 나라별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비교한다면 나라별 물가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빅맥 가격 비교를 통해 나라별 환율의
적정 수준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착안해 영
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물가 기준으로
개발한게
이
지수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9%85%EB
%A7%A5_%EC%A7%80%EC%88%98

현이 쉽게 튀어나오고, 한탕주의가 팽배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에게 “1억을 줄테니 감옥
에서 1년을 살다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는
질문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감옥가겠다”를 택
했다
지나친 경쟁, 지나친 비교가 금전만능주의를 부
축이고 있다. 여기에 행복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12)
11) http://blog.daum.net/qkfka5201/6395264
운영자는 우리나라 외침을 993회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료에 근거한 외침은 90
회 정도라고 시대별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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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856
38&cid=42251&categoryId=58304 에 근거함.
게시자는 우리나라 자살률의 심각성을 통계자료와
연구에 기초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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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복교육의 실천

Well-being

우리나라는 행복 교육의 여명기에 있다. 이제
행복교육이 무엇이고 그 필요성 인식하는 단계에
있다.

Physical

종류
여행, 운동, 산책, 취

Doing:

미활동, 여가활동, 놀

신체적

이, 노래하기, 봉사하

서울대학의 최인철 교수는 ‘행복 교육’이

기 등
자율, 자유,

오도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 하고 있다. 만사가

유능감,

그러하듯 행복교육역시 기초를 바르고 튼튼하게

Psycho

Feeling:

성취감, 자부심, 자기

구축해야 한다.

logical

심리적

만족,

Relation:

t14) 등
가족, 연인, 친구, 동

사회적

호회

1. 철학적 배경

Social

·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공통되는 심리적 행동

재미,

의미gri

요즘 우리사회에 만연한 well-being의 개념이

적 요소들이 있다.
· 행복은 주관적인 영역을 포함하지만 교육할

행복을 포함한 최고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하위

수 있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MBC 특집, 영국

영역에 Physical,

Sloash, 미국 콜럼비아대 ‘감기실험’ 등).

역을

· 행복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 인간

내용의

Psychological, Relational 영

대영역으로

추출할

수

Physical 을 신체적 영역인 Doing 으로 한정하고

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도덕은 인간 행복

이를 활동으로 정리하면 여행, 운동, 산책,

의 교통정리 역할을 한다.

활동,

· 우리 교육은 지적, 정적, 영적 교육의 균형과
· 행복교육은 다차원적(국가, 지방, 지역, 마을,
행복을

(Intelligence

여가활동 등으로 예시할 수 있다15).

Psychological

영역은

심리적

영역으로

담보하기

지능

회성 부분으로 활동의 내용과 종류에 따른 범위

감성(Emotional

(개인, 연인, 가족, 친구 등)를 개인의 성향이나

위해서는

Quotient)

고, 억압이나 압박감이 없는 상태를 포함한다.
위 표에서 관계에 해당하는 Relationship은 사

집단, 개인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의

취미

Feeling-well 의 상태는 주로 자유롭고, 자율적이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

있다.

Quotient), 영성(Spiritual Quotient)13)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판단과 전문가의 조절이 필요한 부분
이다.

2. 행복교육 모형
연구와 사례를 분석하고 정리한 결과 doing

위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자가 필
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Spiritual (영적) 분야

well 과 feeling well이 공존하는 상태를 지속적으

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Spiritual

분야를

로 유지하고, 이런 상태가 개인적, 관계적으로 상

Psychological 분야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영적

시 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행복교육의 모습이
다.

행복교육의 내용은 doing well 과 feeling

well을

사회성위에 구축하고 이를 개인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행복교육 모형
13) 6.25 이후 우리 나라의 기독교 성장률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가 없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배경에는 개신교를 중심으로한 신앙의 역할을 간과
할 수 없다.

14) 성장(Growth), 회복력(Resilience),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의 앞 글자
를 따서 만든 단어로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젤라 더
크워스가 개념화한 용어다.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투지 또는 용기를 뜻하며,
단순히 열정과 근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
함과 낙담하지 않고 매달리는 끈기 등을 포함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릿 (시사상식사전, 박
문각)
15) 최인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행, 운동 등은 재
미와 의미를 공히 포함하며 행복지수가 높은 활동들
에 속한다.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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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야는 Psychological 분야를 능가한다.16)

추가프로그램 투여 여부와 지속관찰 등을 결정하

보완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는 단계로 피교육자의 행복감의 지속여부가 관건
이다.

<표2> 영적 영역을 포함한 행복교육 모형
Well-being
Physic

Doing:

al

신체적

Psycho

Feeling:

logical

심리적

Social

Relation:
사회적

Spiritu

Serenity

al

: 영적

(7) 결과물 보관 및 사례 DB 구축:
피교육자의 행복감이 증진되고 활용한 프로그

종류
여행, 운동, 산책, 취미

램의 효능성이 확인되면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활동,

놀이,

보관하는 단계로, 사례와 프로그램 내용, 투여 방

노래하기, 봉사하기 등
자율, 자유, 유능감, 성

법, 효과 등을 모두 DB에 입력하여 유사 증상에

여가활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취감, 자부심, 자기만족,
재미, 의미, grit 등
가족, 연인, 친구, 동호
회,
나만의 공간,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하고

지고한

세계, 종교

IV. K-Lied Project를 통한 세계와의 행복나눔
1. K-Lied Project란
한국의 예술가곡을 바탕으로 한글, 한국문화,
가곡과 관련된 이야기, 가곡 등을 익히는 융합프
로그램으로 웹사이트/앱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

이러한 모형으로 행복교육을 실행 할 때에도

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원칙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연구자가 살펴본 행복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행복 프로그램 진행 절차를

[그림 1] K-Lied Project17)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진단: 피교육자의 상태와 필요를 파악 과정
으로 전문가 conference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
는 근거가 된다.
(2) 전문가 conference: 진단에서 얻어진 내용
을 기반으로 필요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피교육자
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종류와 방법을 결정한다.
(3)

맞춤식

프로그램

개발/선택:

전문가

conference의 결과로 제시된 내용에 따라 피교육
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4) 프로그램 투여: 개발/선택한 프로그램을 피
교육자에게 투여하는 과정이다.
(5) 성과측정 /평가: 일정기간의 프로그램투여
후 혹은 투여 과정에서 일지, 메모, 혹은 비디오
판독 등을 통하여 피교육자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계이다.
(6) 사후 모니팅: 일정 기간의 프로그램 투여후

16) 이어령 박사는 IQ, EQ에 더하여 미래사회에는
SQ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우리 교육이 IQ와 EQ
영역에 치중하는 한 완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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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1에서 보듯이 K-Lied Project는 악곡
선정에서 학술대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이벤트
를 품고 있는 다년간의 과젱이다. 각 부분을 개조
식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자료개발 : 영어문화권을 위한 자료 개발/ 언
17) 한국예술가곡 세계화프로젝트는 K-Lied Project
의 초기제목이었다. 외국의 공동연구진들과 대화에
서 K-Lied가 보다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제목
으로 판단되어 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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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화권에 기본하여 점차 확대하여 개발
⦁원칙: ‘자료’와 와 ‘맥락적 자료’로 이분하고
필요한 하위영역자료를 개발한다.
⦁자료:

개인적으로 세계에 한국을 알렸고, 덕분에 한국인
이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의 긍지를 가질 수 있었
다.

예술 가곡

국가에서도 매년 국가홍보를 위해 엄청난 예산

⦁맥락적 자료: 예술 가곡 관련 자료

을 사용한다. K-Pop 가수들과 예술가들의 눈부
신 성취는 몇십년간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

⦁자료의 내용:

여 홍보한 효과에 비해 훨씬 값지고 국민들이 체

⦁악보

감할 수 있는 효과였다.

⦁mp3 노래와 가사

현재 세계는 한국의 K-Pop으로 한국, 한국의

⦁MIDI 반주 파일

문화와 예술에 대하여 전에 없던 관심을 가지고

⦁노랫말의 국제 발음기호

있다. K-Lied를 운용할 적절한 시기이다.

⦁노랫말 한국 발음 Mp3
⦁악곡 Mp3

3. K-Lied Project의 활용

⦁동영상 연주장면

K-Lied Project는 한국과 한국의 문화와 한글
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들이 한국의 예술가곡을

맥락적 자료의 내용:

부르며 즐거워하는 행복 프로젝트이다.

지속적으

⦁작곡가, 작사자 정보

로 한국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고 한국의 문화를

⦁작곡배경/ 문화적 배경

체계적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세계 유일한

⦁악곡의 의미

예술가곡을 통한 지속적 행복나눔 융합 프로젝트

⦁불리어지는 상황

다. K-Lied Project는 아래와 같이 활용 할 수

⦁노래에 어울리는 성부

있다.
⦁ 개발된 자료들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자료 순서:

출판하여 한국예술가곡의 세계화를 위한 근간으

악보 (노랫말, 노랫말의 국제 발음기호) – 악곡

로 활용할 수 있다.

mp3 – 노랫말 mp3 - midi 반주 file, - 작곡가

⦁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 한국예

작사자, 작곡 배경, 악곡의 의미, 불리어지는 상

술가곡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황, 노래에 어울리는 성부

수 있다.

기회를 가질

⦁ 외국의 각 대학에서 한국예술가곡을 연구하
2. K-Lied Project가 필요한 이유

고 가르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K-Pop 스타들의 눈부신 활약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한류를 불러왔다. 월드 스타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세계사람들이

말춤을

⦁ 한국어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삼
을 수 있다.

추게했다.

⦁ 외국학자와 연주가들이 한국예술가곡을 접

BTS의 빌보드 차트 1위 등극은 대중음악 분야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가곡에 대

서 한국의 저력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

한 연구와 연주 다양한 학술 활동 등을 지속적으

었다. 특히 BTS의 이번 성취는 외국어 가사로된

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오른지 12년 만에 처음이
자,

빌보드 역사상 처음으로 이룩한 한국 팝음악

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4. 행복교육 콘텐츠로서 K-Lied Project
1) 노래의 순기능

피아니스트 백건우를 비롯하여, 정경화, 사라장,

노래는 놀이에서 비롯하였다. 노래는 행복의 요

조성진 등이 연주자로서 국위를 선양하여 국민들

소인 ‘재미와 의미’를 포함하는 인간만이 가질 수

가슴속에 행복과 기쁨을 선사했다. 이들은 모두

있는 콘텐츠이다. 따라서 노래는 인간의 정체성이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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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감정을 표출하고 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적 균형을 찾는다. 그러기에 예로부터 노래 부르

있다(Pride).

기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우리는 종종 콧

음악인은 한국의 노래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

노래를 흥얼거린다. 이는 단적으로 노래가 우리

게 해주므로 자부심을 통하여 행복감을 증진 하

생활과 밀접한 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게 된다(Pride).

신체적으로도 노래는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

세계인들이 한국의 가곡을 부르며 한글과 한국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오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

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가성비 높게 공부할 수 있

는 역할을 한다.

다(효용성).

2) K-Lied Project의

행복교육 요소

K-Lied Project의 축제, 경연대회, 학술대회등

행복의 요소인 Doing Well 과 Feeling Well을
기반하여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K-Lied

Project 안에는 음악을 즐기는 Feeling Well과 음

을 통하여 소통과 성취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
(소통, 관계증진)
부르는 사람이 즐겁고, 국가적으로는 한국, 문

악을 배우고 익히는 Doing Well이 공존한다. 전

화, 언어를

동시에 가성비 높게 세계와 나눌 수

기한 모형에서 관련 부분을 굵게 표시하면 다음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가곡부르기를 통하여 국

<표 3>과 같다.

민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행복 지수를 긍정적으로 올릴 수

<표3> K-Lied Project와 행복교육 요소
Well-being

Physical

있을 것이다.

종류
여행, 운동, 산책, 취

V. 맺으며

Doing:

미활동, 여가활동, 놀

신체적

이, 노래하기, 봉사하

행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견해가 있

기 등
자율, 자유, 유능감,

다. 그중 몇가지를 열거하면, ‘돈과 행복은 무관하
다’, ‘가난한 나라들이 더 행복하다’, ‘행복은 정신

Psychol

Feeling:

성취감, 자부심, 자기

적문제로 깊은 수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행복

ogical

심리적

만족,

의미,

은 주관적이라 측정할 수 없다’, ‘행복은 교육할

grit 등
가족, 연인, 친구, 동

수 없다’ 등이다. 이 견해들의 출처는 분명하지

Social

Spiritual

재미,

Relation:

호회,

사회적

축제, 한국가곡 경연

Serenity:

대회
나만의 공간, 심오하

영적

고 지고한 세계

않다. 이러한 견해들은 우리 국민을 덜 행복하게
만드는 바탕적 요인이다.
UN의 행복보고서들(2012-2018)을 보면 경제
적 부요함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
지만, 경제적 부요함과 행복이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세계 29위의 경제적으로 고
도성장을 이룬 나라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156개국중 57위)보다 더욱 행복할 수 있는 배경

K-Lied Project는 일반인, 음악인, 한국인, 세

적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행복은 정신

계인을 위한 프로젝트로 참여자 모두의 행복증진

적이고 주관적인 면이 있지만 보편적인 요인들도

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님

K-Lied Project를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융합적

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UN행복 보고서, 브루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세계에 유

나이의 GNH, 영국의 Slough 마을 사례, MBC 스

래 없는 가곡사이트의 효시가 될 것이며, 유사한

페셜 과학특집 등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이슈다.

사이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선구적 역할을 할

행복도 객관적이고 수긍할 만한 지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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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장 기 범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 기능형 MRI촬영을 통

York, NY: Crown.

하여 두뇌 (전두엽)의 변화측정, 고통실험에 행복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www.wikipedia.org)

정도가 다른 피 실험자들이 반응하는 시간 등은

위키낱말사전 국제음성기호.

행복한 사람과 덜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UN World Happyness Report 2012

사람을 수치로 구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한

UN World Happyness Report 2013

다.

UN World Happyness Report 2015

보편적인 행복의 요소를 교육을 통하여 증진시

UN World Happyness Report 2016

킬 수 있는데, 행복과 관련된 ‘긍정적인 생각’, ‘감

UN World Happyness Report 2017

사’, ‘성숙한 봉사’, ‘효과적인 시간 활용’ 등을 교

UN World Happyness Report 2018

육을 통하여 증진시킬 수 있다. 영국의 웰링턴 고

행복해지는 법

등학교

사례18)와

Slough 마을 등의 경우를 들 수

https://www.bing.com/videos/search?q=%ec%8a

있다. K-Lied Project는 세계적, 국가적, 국민적,

%a4%ed%8e%98%ec%85%9c+%ed%96%89%e

차원에서 음악을 통하여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

b%b3%b5&&FORM=VDVVXX

는 융합 프로젝트로, 음악의 예술성, 다양한 이벤

행복에 이르는 10개의 계단

트 등이 또다른 차원의 행복감을 우리에게 선사

https://www.bing.com/videos/search?q=%ec%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음악이 우리의 국격을 높

8a%a4%ed%8e%98%ec%85%9c+%ed%96%89%e

이는 경우가 개인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b%b3%b5&&FORM=VDVVXX

이제는 국가가 그 바턴을 이어 받는 것이 마땅하

행복에 이르는 10개의 계단

다. 대한민국과 세계인의 행복증진에 기여하기 위

https://www.bing.com/videos/search?q=%ec%

해서 말이다.

8a%a4%ed%8e%98%ec%85%9c+%ed%96%89%e
b%b3%b5&&view=detail&mid=10995A5966AAE5
53219910995A5966AAE5532199&&FORM=VRDG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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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역량교육 ABC 실천방안
채정호 | 가톨릭대학교 정신과학교실 교수, 긍정학교 교장

Ⅰ. 서론

재발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진정한 회복은 증상의 완화나 호전이
1. 왜 긍정인가?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는 것을 절감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하였다. 그리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에 최고로 높다. 자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행복한 선물,옵

간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안타

티미스트>라는 책자와 강연 등을 통하여 팍팍한

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도 약 35명, 40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긍정이라

분에 한 명 정도 꼴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스

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긍정성 회복

스로 포기하고 있다. 게다가 헬 조선이라고 불리

과 특히 행동하는 긍정을 통한 긍정의 삶의 방식

울 정도로 삶의 만족도도 매우 낮다. 눈부시게 발

화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

전한 경제력과 사회 발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흔히 긍정이라고 하면 좋은 것을 바라보거나, 좋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

은 쪽을 생각하고, 잘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라

이다. 이렇게 불행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파하는

고 알고 있다. 그러나 긍정의 원래의 정확한 뜻은

데 긍정심리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 사물에 대하여 그 존재방
식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 그렇다고 생각하여 옳

학파마다 주 견지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
로

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안 좋은 면이 있는

긍정심리학자들은 진정한 행복이란 긍정적

것을 좋다고 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왜곡이다.

정서 경험을 통해 즐거운 삶(pleasant life)을 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대로 그대로 인정하며 수용

지하는 것 (주관적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정서를

하는 것이 긍정이다. 모든 것은 이러한 있는 그대

높이는 삶, Appreciation), 일과 여가, 관계 등에

로의 수용과 인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참여하는 삶(engaged life)

나 우리나라는 교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자

(집중하며 몰입하여 점점 나아가는 삶, Better &

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달라져야 한다

Better), 나를 벗어나 더 큰 것을 인식하고 기여

고 하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경향이

하며 의미를 추구하는 삶(meaningful life) (사람

많아서 본질적인 긍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들 돌보고 자신의 중요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신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살고

삶, Care)등이 조화롭게 영위하여야 한다고 하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렇게 기본적인 인정이

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

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살아갈수록 자신에 대한

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본 강연에서는 이렇게

불만만 쌓이면서 자기 수용이 되지 않는다. 이러

진짜 긍정의 삶을 살면서 행복역량을 키우는 방

한 본질적인 왜곡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자신의

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래의 성격 강점(character strength)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강점을 계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

2. 긍정의 왜곡과 오해

우 중요하다.

필자는 30여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일
하면서 열심히 치료받아 증상이 회복되어도 다시

II. 성격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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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주요 성격 강점 25가지 중에 각자가
성격 강점은 인간의 자기실현과 충만한 삶에

5가지의 대표 성격강점을 파악하고 살 수 있도록

기여하는 긍정적 성격 특질이며, 자신이 속한 사

강조하여 스트렝스5라고 지칭하였으며 물론 개인

회의 가치와 덕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별로 다르지만 스트렝스5 검사를 통하여 자신이

서 성품과 비슷하고, 환경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

가진 주요 성격강점을 파악하고 이들이 주로 발

지 계발되고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

현하여 살아가는 유형을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

이 추구하는 바와 같다. 인간은 자기만의 고유한

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표 1).

성격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할 때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역경에 처

[표1. 7가지 강점발현유형과 25가지 성격강점]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 동안 여러 저명 외국 학

강점발현유형

주요 성격강점

자들이 성격 강점과 덕목의 분류체계(Values In
Action , VIA Classification) 등을 통하여 행복으
로 이끄는 가치와 덕목, 인간의 좋은 성격과 성품
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성격
강점은 문화와 지역을 초월하여 인간이라면 누구

다정한 사람

포용, 공감, 친교, 친절, 희망

유쾌한 사람

친절, 희망, 유머, 감탄, 호기심

열중하는 사람

호기심, 창의, 탐구, 열정, 끈기

성실한 사람

끈기, 진솔, 책임, 조절, 신중

지혜로운 사람

조절, 신중, 통찰, 판단, 공정

의로운 사람

판단, 공정, 촉진, 용기, 신념

섬기는 사람

신념, 초월, 겸손, 감사, 포용

나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나 민족을 초월하
여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
도 우리나라는 서구처럼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발
전한 기간이 짧아 VIA 분류로 설명되지 못하는
강점들이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독특한 강
점들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쓰일 수
있는 성격강점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표준화 과
정을 통하여 7가지 강점 발현 유형과 25가지의
강점을 한국에서 표준화하여 한국형 성격강점 분
류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그림 1).
[그림 1. 스트렝스5: 한국형 성격강점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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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트렝스5 검사에서 지칭하는 강점의 정의
는 표 2와 같다.
[표 2. 스트렝스5: 25가지 강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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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교
친절
희망
유머
감탄
호기심
창의

친밀하게 서로 사귀어 원만한 관계
를 유지하는
것
친근한 행동으로 도움을 베풀고 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기 위
탐구

을 실천하는
것
다가올 미래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
재미있는 말과 행동으로 밝은 분위

열정

기를
조성하는 것
다양한 영역에서 아름다움에 감동하

끈기

여 탄복하는
것
다양한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

진솔

진진한
것을 발견하는 것
참신한 시각으로 다르게 접근하여
건설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것

책임

조절

신중
통찰
판단
공정
촉진
용기
신념
초월
겸손
감사
포용
공감

해 관련

분야를 탐색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집
중하는
것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
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것
규칙을 준수하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
신의

사고, 감정, 행동을 적절하

게 다루는 것
충분히 살피고 생각하여 후회할 말
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전체적인 관점으로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어
방향을 제시하는 것
어떤 주제나 현상을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
게 대하는
것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고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에도 당당히
맞서는
것
자신의 가치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일상생활을 넘어서 세상의 원리와
삶의
목적에 대해 성찰하는 것
자신의 업적과 성취를 타인의 공로
로 돌리는
것
일상생활에서 좋은 일을 찾아내어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여 적
절하게

반응하는 것

이러한 강점검사도구를 확립한 이후에 앱이나
웹

상에서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사이트

(www.strength5.co.kr) 를 구축하였고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강점도 표준화하여 이 또한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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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트렝스5 강점검사 인터넷 웹 및 앱 홈
페이지 www.strength5.co.kr]

단순히 강점을 파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를 강점을 계발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여러
교구들을 제작하였으며 (그림 3), 이를 통하여 기
업, 학교, 개인 별로 적용하는 다양한 워크숍을
시행하여 왔다 (그림 4).
[그림 3. 스트렝스5 강점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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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트렝스5 강점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긍정학교의 교과 과정은 ‘나다운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의 세 가지 주제로 나뉘며, 각 주
제에 따라 특강, 체험 프로그램, 자격과정 등 다
양한 형태의 과목들로 편성되어 있다.
먼저, ‘나다운 삶’은 위에서 언급한 자신만의 성
격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이다. 한국형 성격강점 분류체계가 개발된 이후
‘스트렝스5 강점검사(www.strength5.co.kr)’를 비
롯해 강점카드, 강점아바타, 강점보드게임 등 강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점을 찾고 활용하는 법을 익히기 위한 다양한 교

그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원동력이

구들이 개발되어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였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다운 대표강점 5가지를 찾

만 여명 이상의 국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격

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며, 구체적인 활용방법

강점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변화할

을 터득해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

수 있으며 특히 긍정성 증진에 따라 변화가 가능

법을 훈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과목은 ‘스트렝

하므로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스5 강점프로그램’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룹 체험활동으로 진행한다.
두 번째 주제는 ‘행복한 삶’이다. 긍정심리학에

III. 긍정학교

서 강조하는 즐거운 몰입과 음미하기 등을 체험
하며 긍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한다.

1. 긍정학교의 설립

대표적인 과목은 ‘FLORIST 행복프로그램’으로 긍
정 정서의 기능과 행복에 대한 배움을 통해 소소

긍정학교는 2016년 가을, 한국형 긍정심리학
적용에 힘써온 스트렝스가든(긍정심리 강점연구

한 일상에서 오감을 열어 자기다운 행복을 찾고
기르는 훈련을 한다.

소)이 행동하는 긍정주의자, 옵티미스트를 양성하
기 위해 설립한 학교이다. 지난 10여년 간 가톨릭

마지막 주제는 ‘건강한 삶’이다. 스트레스에 대

대학교 정신과학교실 정서연구실을 비롯해 한국

한 현대심리학의 새로운 해석과 관점의 변화를

긍정성연구회, 한국긍정심리강점전문가협회 등 여

통해 삶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더욱

러 기관들이 함께 축적해온 연구결과들을 주제별,

성장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원리를 익히고

대상별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과정으로 편성해

체험한다. 특히 ‘SPRING 마음건강프로그램’은 누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원하는 과목을 선

르면 더 높이 튀어 오르는 용수철(SPRING)처럼,

택해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삶을 긍정하는 법을

혹독한 겨울 끝에 싹을 틔우는 봄(SPRING)처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

다시 일어서는 힘을 6단계로 구조화하여 회복과

고, 주변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움, 실천,

성장을

확산,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Positivity

(www.positiveschool.co.kr)

Immunity 면역력, Network 공유, Growth 성장)

2. 긍정학교 과정

도모한다.
긍정성,

(SPRING:

Strength

Resilience

강점,

회복탄력성,

긍정학교의 배움 과정은 이렇게 강점, 행복, 마
음건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 맞추어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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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프로그램 형식을 통해 진행된다. 개인이

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으므로 강점 발견을 통해

긍정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

삶의 가치와 지향점을 찾도록 하여 긍정적 자아

해 직접 수강하기도 하고, 기업이나 학교가 긍정

상을 형성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다음은 이때 활

학교를 운영하는 스트렝스가든에 의뢰해 필요한

용된 프로그램 내용이다(그림 5, 6).

과목을 요청하여 별도로 진행하기도 한다.
[그림 5. 스트렝스5 청소년 강점프로그램]
3.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긍정학교는 긍정 사회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
현을 위해 기업, 학교, 기관 등 다양한 조직을 대
상으로 긍정개발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고 있
다. 그 중에서 긍정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
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의 몇 가지 사례들을 소
개하고자 한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학생, 그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사, 믿음과
신뢰를 가진 부모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교육 현장에도 긍정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
하게
Youth

제시되고

있다.

긍정청소년개발(Positive

Development)의

중요성을

주장한

Pittman(2001)에 의하면 청소년은 무한한 발전가
능성을 가진 존재이며, 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경
험, 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기에 당면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
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간,
훈육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이미 자신만의 고
유한 강점을 가진 주체적 인간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
심리학 기반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2014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모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
긍정심리학 강점수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수업
후 학생들의 자존감과 행복도가 현저히 증가하여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2016년 제주도에서는 교육청 주관 3개 중학교
16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예방, 금연
교육’이 실시되었다. 자존감이 낮으면 흡연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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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학 기반의 강점 개입은 교사들의 직무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행복
한 학교 만들기는 행복한 교사에게서 시작되며,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교사들 스스로 자신을 얼마
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가에서 시작된다.
2013년 제주도 교육청에서 주관한 긍정심리 강점
전문가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그 성과를 인정받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청소년들의 자
존감과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아져 매우 의미있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림 7)

아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전국의 각 학교 일반 교사, 보건 및
상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에서 스트렝
스5 강점프로그램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림 7. 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
부산교육청에서는 학생 정신건강 업무 종사자
들을 위한 교사직무연수과정으로 청소년 강점지
도사 자격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연수는 긍정
심리학과 성격 강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사 본
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 자기성찰,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의 실현을 도울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
된 강점을 발견하여 자존감을 길러주는 교사로서
의 지도능력을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와의 신뢰 높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행복한 교
육문화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실
제로 첫 번째 연수 프로그램이 끝나고 참여한 교
청소년들의 후기로 보아도 주관적 만족도가 매우

사들의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높아 자기 성찰, 강점발견, 긍정성, 자존감 향상,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연수과정이 개설되기도 하

재미나 의미 발견 등의 각종 영역에서 매우 좋은

였다. 다음은 당시 연수과정의 내용이다(그림 9).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림 8).
[그림 9. 교사직무연수 청소년 강점지도사 자격과
[그림 8. 청소년 프로그램 후기 일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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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행복역량교육 ABC 실천방안

교원 스스로의 긍정적 가치 성찰과 삶의 가치 찾
기를 통하여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과 교사로서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

학생들의 강점을 찾아주는 훈련을 함으로써 즐겁

가 많은 편이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만족

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도는 매우 높아서 긍정성 증진이 상당히 효과적

(그림 10).

이라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

[그림 10. 교사 대상 프로그램 내용]

[그림 12. 교사 대상 프로그램의 주관적 평가]

이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긍정자원의 대
부분이 프로그램 이후 상승하였는데 특히 긍정성

4. 긍정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기타 적용

의 상승은 매우 높았다 (그림 11).
긍정학교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서만 사용되
[그림 11. 교사용 프로그램의 효능]

는 것은 아니다. 많은 기업, 병원, 단체 등의 직원
및 구성원 교육으로서의 효용성은 입증된 바 있
으며 심지어는 정신건강을 돌보는 정신건강의학
과 의사들 혹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
행하여 그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논문화되는 등
객관적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
탕으로 다양한 셋팅에서 다양한 교육이 확산 시
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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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옵티미스트 클럽

강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뜻하지 않은
고난에 처해 삶을 긍정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긍정학교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참다운 긍정

돕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삶의 역경을 딛고

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일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강점의 위력을

긍정학교를 거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

발휘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끊임없는 격려와 지

의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긍정의 의미를 실천하

지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고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대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모여 서로

6. 긍정학교가 꿈꾸는 좋은 사회

의 삶을 이야기하는 ‘행동하는 긍정네트워크, 옵
티미스트클럽’의 정기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
나

홈페이지(www.optimistclub.co.kr)에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존재 그 이

제공된

상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줄 수 있게 하는 사회다

안내를 보고 참여할 수 있으며, 핵심 가치인 ABC

(Peterson, 2009). 살맛 나는 인생을 연구하는

나눔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희망을 얻

긍정심리학자다운 표현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자

는다 (그림 13).

신의 삶을 살맛 나는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이 적은 것을 보면 아직 좋은 사회는 아닌 듯하

[그림 13. 옵티미스트클럽 핵심가치 ABC]

다. 하지만, 삶을 긍정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
고, 나누는 긍정학교를 통해 좋은 사회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IV. 결론
행복한 삶은 누구나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
나 그 꿈은 그냥 꿈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다. 우리들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강점으로 하루
하루를 즐겁고,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며, 서
로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
가 나누는 인성교육 역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
의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

대외적으로는 해마다 ‘대한민국 긍정페스티벌’

다. ABC의 핵심가치를 통하여 보다 더 즐겁고 발

을 개최하여 전국에서 모인 행동하는 긍정주의자

전하며 서로를 도우며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아갈

들의 삶을 소개하고, 참다운 긍정의 의미를 전파

때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이어져온 헤도니아

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들과 함께 힘을 모아 대국

와 유대모니아라는 행복의 두 가지 축은 삶에서

민 캠페인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간다. 또 한편으로

실행이 될 것이다.

는 긍정심리학의 연구 성과 교류 및 지속적인 성
장을 위해 매년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긍정학술
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긍정심리학이 긍정에
대한 오해를 벗고, 좋은 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방
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학문에 뿌리를
두어야 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 밖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리 사회의 심
리재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정신건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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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브루타교육협회 상임이사 양 동 일

행복역량교육, 하브루타가 답이다
양동일 | 하브루타교육협회 상임이사

제1장. 서론
1. 행복수업, 하브루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목적론적
세계관에 의해 인간의 목적은 ‘행복 추구’에 있다

유대인의 하브루타는 토라나 탈무드를 공부하기

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한 일종의 종교적 토론(Talmudic Dibate)이다.

반드시 사회적 관계19)가 필요하며 이것이 공동체

하지만 종교적 토론에 국한된 것을 가정교육과

와 국가의 탄생 배경이라고 했다.

공교육에 적용하고 확대한 것이 ‘한국식 하브루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은 ‘행복은 좋은 관계와 좋

타’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하브루타를

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교실 수

가정과 공교육에 적용했을 때 구성원들의 행복뿐

업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좋

만 아니라 인성과 실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은 경험’을 하면 가능해질 것이다. 경쟁교육에서

점이다. 여기에서는 과연 하브루타가 행복역량 교

학생들은 행복해질 리가 없다. 경쟁교육을 벗어나

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협동과 협력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들을 조용하게 하고 교사 혼자 말하는 수업

1) 사회적 관계와 지능과 건강

은 일종의 폭력20)이라고까지 한다. 이런 점에서

짝을 지어 대화와 토론을 벌이는 일은 단지 행복

한국은 주입식 교육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 학

한 시간을 만드는 것 이외에 많은 효과가 있다.

생들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흥미롭게도 ‘쉬는 시

다니엘 골먼은 그의 ‘사회적 지능의 개념’을 제시

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쉬는 시간의 어떤

하면서 “인간의 뇌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뇌와

부분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아마도 억눌

뇌의 연결’이 활성화되도록 구성되었다”며 “인간

렸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시

은 타자와 정서적으로 강하게 연결될수록 상호적

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수업시간에 지적 폭력의

힘이 강화된다”고 말했다22). 이와 같이 사회적 관

강도가 높을 수로 쉬는 시간의 ‘소란’은 더욱 커

계를 통한 상호작용은 인간의 간접 경험을 배가

질 것이다.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시킬 뿐만 아니라 면역 시스템인 T-세포를 활성

이며 행복의 기초이다.

화시켜 건강하게 한다.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
고 논쟁하는 것이라고 정의21)하고 있다. 하브루

2) 심리적 안정이 창의성의 원인

타는 한 마디로 학습의 관점에서 말을 가장 많이

구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집단이 어떤 조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건에서 가장 창의적인지를 조사해본 결과 심리적
안정23)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학습과
업무의 기초적인 짝이 모여 서로 경쟁이 아니라

19)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20) 지적 폭력(Intellectually Abuse)
21) 전성수,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
2012, 예담프렌드>

22) <관계의 교육학 비고츠키, 진보교육연구소, 2015,
살림터>
23) 2012, 구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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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해 수행한 결과 창의성이 더욱 높다는

2. 왜 수업이 바뀌어야 하는가

뜻이다.

1) 펜필드의 호문클루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식 경쟁교육을 통해 인재를

캐나다의 의사 펜필드는 정신질환자와 간질 환자

양성해왔다. 영재교육과 엘리트교육이 바로 그것

를 치료하면서 우리 뇌의 특정 부분과 고등사고

이다. 끊임없는 경쟁 구도 속에서 상향적 리더십

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을 추구해왔다. 그런 경쟁교육의 결과로 한국은

우리 뇌의 중앙에는 귀와 귀 사이를 가로지르는

초경쟁사회가 되었으며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밑

두 개의 이랑이 있는데 전두엽 쪽의 이랑이 운영

바닥을 맴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학생들

영역 피질이고 두정엽 쪽에 위치한 이랑이 감각

이 짝과 함께 질문하고 대화, 토론하는 협력학습

영역피질이다. 그런데 고등사고력을 발전시키는데

을 통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기르고 심리적 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쪽에 위치한 운동영

정 속에서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역 피질, 즉 손, 입, 발, 눈, 귀의 활용 정도와 관

것이다.

계가 있다는 것이다.

3)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의 분비

2) 세계 IQ 1위 한국인

실제로 언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까? 앞에서도

한국인은 세계적으로 아이큐가 높은 민족으로 알

언급한 바와 같이 좋은 관계와 좋은 경험을 통해

려져 있다. 한국인 평균 아이큐는 106으로 홍콩

느낀다. 짝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학습 주제를

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는 통계가 있다. 홍콩은

함께 탐구하는 것은 기대 이상의 행복감을 선물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민족과 국가의 기준으로 본

한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대화는 행복 호

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르몬 ‘옥시토신’을 분비한다고 한다. 원래 옥시토

다. 그 다음으로는 대만, 북한 등이 상위에 위치

신은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줄 때 생성되는 호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주로 아시아 민족이 높

몬인데 가족 간의 대화나 허심탄회한 대화가 옥

은 아이큐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왜 아시

시토신을 분비하게 한다.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며

아 국가의 아이큐나 이렇게 높은 것일까?

배우는 과정에서 얼굴이 빛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아시가 국가가 공통된 음식

‘아하’체험을 할 때도 이와 같은 행복한 기분이

문화, 즉 젓가락 문화권이라는 것이다. 아시아 국

드는 것은 매한가지다.

가는 어린 시절부터 젓가락 문화를 발전시켜왔으

언젠가 자녀에게 학교 수업이 얼마나 즐겁고 행

며 육아법에서도 손을 주로 사용하는 민족이기

복한지를 물었을 때 즐겁다고 대답하여 놀란 적

때문에 아이큐가 높다는 연구결과다. 특히 한국의

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시간이 가장 즐겁냐고 물

경우 쇠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었을 때 놀랍게도 ‘쉬는 시간’이라고 대답했다. 그

국가보다 더 섬세하고 손재주가 많은 민족이라고

렇다면 ‘쉬는 시간’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기에 즐

한다.

겁고 행복하게 여길까? 학교 수업 중 쉬는 시간
을 상상해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시끄러운 분위기

3) 주입교육과 인출교육

속에서 짝꿍과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떠드는 것

아이큐가 높은 우리나라가 교육 경쟁력은 왜 아

을 흔히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수업

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머리가 똑똑

과 시간을 거꾸로 바꾸어 수업을 쉬는 시간처럼

한 민족이 공부할 때 학습 방법은 고등사고력과

만들어보면 어떨까? 바로 이것이 하브루타 수업

관계된 가장 뒤쪽의 두 가지 눈과 귀, 다시 말해

이다. 하브루타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말하고 싶

읽고 듣기 위주의 주입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은 욕구를 최대한 끌어내어 얼마든지 행복한 수

것이다. 하지만 교육 선진국의 경우 앞쪽 부분

업을 만들 수 있다.

즉, 손과 입과 발을 사용한 토론, 체험, 협동학습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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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치자면 뒤쪽의 눈과 귀는 입력(Input)장

어간다. 말이 끝나면 왼쪽의 학생이 ‘그럼 결론이

치에 속하고 앞쪽의 손, 입, 발은 출력(Output)장

무엇인가요? 그래서!’라며 마지막 추임새를 넣는

치에 속한다.

다. 오른쪽 학생은 그 말을 이어받아 ‘그래서’하고

창의력과 창조력에 관련된 활동들

은 바로 이 앞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을 마무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최고의 아이큐를 가진 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래

리나라가 학습방법만 바꾸면 얼마든지 최고의 교

서’라는 말을 명확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왜냐

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면’이란 말에는 설득의 에너지가 있다. 이 낱말
을 사용하고 안하고에 따라 설득력과 논리력, 표

4) 21세기의 핵심 능력

현력에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 경영진연합회에서는 21세기의 핵심 능력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왜

로

비판적사고력(Critical

(Collaboration),

thinking),

협력

냐하면’의 내용을 살짝 바꾸어 말하는 경우가 있

소통(Communication),

창의성

다. ‘예를 들어’ 설명할 때는 개인의 경험이나 남

(Creativity)을 꼽았다. 이런 능력들은 고등사고력

이 경험한 것을 귀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을 개발하는 운동영역 중 앞쪽 부분의 활용과 방

처음 두 낱말 게임을 할 경우 좀처럼 쉽게 되지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하브루타 학습과

않는다. 이와 같은 표현을 4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말공부를 통해 이와 같은 네 가지 핵심능력을 쉽

서술 문장을 만들 때 논리형 문장, 즉 논제 형태

게 달성할 수 있다.

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논제에는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가 있다. 따라서 문장을 ‘A는

3.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B이다(또는 A는 B와 같다)’, ‘A는 B하는 것이 좋

1) 두 낱말 논리게임

다’, ‘A는 B하는 것이 옳다’ 등의 사실, 가치, 정

창의성을 위한 강제결합기법이라고도 하는 이 게

책논제의 형태로 만들어 보자.

임은 서로 이질적인 낱말을 가지고 말이 되는 완
전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게임이다. 스티븐 잡스는

2) 선택과 자기 주도 학습

‘창의성이란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두 낱말 논리게임은 수업과 관련이 있

고 정의했다. 그러고 보면 스티븐 잡스는 새로운

는 낱말을 선택함으로써 도입 시 이미 수업과 관

뭔가를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존재하는

련된 사고 작용을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말문을

무언가를 서로 연결하는 귀재이기도 하다.

터주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낱

우선 교사가 그 날 수업과 관련이 있는 두 낱말

말이 교사에 의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수

을 제시해보자. 첫 번째 낱말은 학습목표에 들어

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교사가 선택하

있는 낱말 중 핵심 단어 하나를 선택하고 두 번

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두 낱말을 선택했다고 생

째는 그 날 수업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 하

각해 보자. 이런 경우 학생 스스로가 무언가를 선

나를 선택하여 두 개의 낱말을 제시한다. 두 낱말

택했기 때문에 훨씬 자기 주도적 학습을 기대해

이 제시되면 학생들은 두 낱말을 이용해서 완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문장을 만든다.
오른쪽 학생이 그 문장을 서술하면 왼쪽 학생은

3) 사진 결합 논리게임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이라며 일종

위와 같이 학생이 두 낱말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의 추임새를 넣는다. 오른쪽 학생이 그 말을 이어

이번에는 학생이 한 낱말을 선택하고 교사가 다

받아 ‘왜냐하면’하고 말을 이어간다. 말이 끝나면

른 한 낱말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수업

다시 왼쪽의 학생이 ‘사례를 들어 줄 수 있습니

과 관련이 있는 낱말이다. ‘포토스탠딩 비유활동’

까? 예를 들어!’라며 추임새를 넣는다. 오른쪽 학

이라고 하는 사진 결합 논리게임은 두 낱말 논리

생이 그 말을 이어받아 ‘예를 들어’하고 말을 이

게임과 같이 학생이 선택한 사진 하나와 교사가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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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낱말을 제시어로 논리게임을 진행한다.

해서 읽을 것이다. 또한 순서에 따라 짜임새 있게

사진 결합 논리게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기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1) 학생이 원하는 사진 1장을 선택한다.
2) 교사는 학습 관련 낱말 하나를 제시한다.

설명할 때 나타나는 효과

3) 학생이 선택한 사진과 주어진 낱말로 논리가

두 번째 중요한 효과는 설명할 때 나타난다. 설명

완전한 문장을 만든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설명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4) 짝과 함께 두 낱말 논리게임을 한다.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자신도 인지할 수 있다

5) 짝을 바꾸어 두 낱말 논리게임을 한다.

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설명을 해봐야 자신이 모르

6) 교사와 함께 전체 토론을 진행한다.

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
이다. 그래서 설명이 끝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4.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행동이 바로 몰랐던 부분이 뭔지를 바로 찾는 것

1) 읽고 짝에게 설명하기

이다. 또한 설명할 때는 읽었던 내용에 대해 횡설

학습 효율성 면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서로 설명

수설하지 않고 최대한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하기 즉 친구 가르치기(Teaching others)이다. 이

원인과 결과, 즉 인과 관계에 따라 정리하며 말하

방법은 하브루타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려고 애쓴다는 점이다. 제대로 학습이 일어나고

수업모형이기도 하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있다는 증거다.

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읽은 내용을 친구에게 가르치면서 설명하는

2) 듣고 짝에게 설명하기

것이다. 각각의 맡은 본문을 짝꿍이 각각 공부한

둘째 선생님께 들은 내용을 친구에게 가르치면서

다음 자기가 아는 만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방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교사가 설명하는

법은 진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방법이

개념을 잘 듣고 옆에 짝꿍에게 아는 만큼 설명해

기도 하다. 마지막에 첨부한 설명문을 예시문으로

보자.

실습해 보자.

강의식 수업은 앞의 무대에 교사가 있고 대부분

난이도나 분량에 따라 읽은 시간을 정한다. 짧은

의 학생이 교사를 바라보며 보고 듣기 위주의 수

분량은 30초 정도면 가능하지만 긴 분량은 5분

업을 진행한다. 이때는 교사가 주인공이다. 교사

정도를 할당하거나 그 이상을 하되 10분이 넘어

가 주로 말을 하며 학생은 입을 다문 채로 수업

가지 않도록 한다.

을 한다. 학생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됨으로 무슨

먼저 오른쪽 학생이 왼쪽 학생에게 보지 않고 이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해한 만큼 설명해 본다. 이때 왼쪽 학생은 오른쪽

다음으로 모둠식 수업이다. 그룹 디스커션(Group

학생이 어떤 부분이 잘 되었으며 어떤 부분이 부

Disscusion)이라고도 하며 협동학습이나 액션러닝

족한지 잘 확인하면서 듣되 나중에 자신의 차례

(Action Learning)에서 자주 쓰이는 수업방법이

가 되었을 때는 그 부분을 더 잘 해보도록 한다.

다. 이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 강의식 수업보다 학

이렇게 읽고 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생들이 훨씬 말을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같은 효과를 얻어 볼 수 있다.

도 아쉬운 점이 있다. 바로 소외문제가 아직도 남
아 있는다는 점이다. 말을 잘하는 학생들이 중심

읽을 때 나타나는 효과

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무임승차의 단

우선 읽을 때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점이 생기기도 한다.

다. 만약 어떤 글을 그냥 읽고 끝났다고 치자. 그

다음은 하브루타 짝학습이다. 이와 같이 짝꿍끼리

리고 이번에는 읽은 것을 보지 않고 짝꿍에게 설

서로 마주보고 하는 학습대화는 대화의 점유율을

명해 줘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읽을 때 마음

50%까지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하브루

가짐은 어떨까! 상당히 주의 깊게 자세하게 집중

타는 학생이 얼마나 많이 말을 할 수 있느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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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델이 말을 많이 하

바로 '서로 설명하기'로서 90%이상이 기억에 남

는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았다고 한다. '서로 설명하기'는 하브루타 짝꿍과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이 있다. 교실에서는 학생마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다 개념의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짝

1.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학습을 하는 경우 어떤 짝은 말을 잘하는가 하면

1) 하브루타 수업지도

어떤 짝은 몇 분 하다가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브루타 수업은 일종의 토론수업이기 때문에 수

많은 부분 짝학습을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해야할 것이 있다. 그것

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짝을

은 상대학생에 대한 친절과 존중이다. 우리는 이

바꾸어보는 것이다.

수업을 통해 협력하면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수

이렇게 하면 수업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 첫

업을 디자인해야 한다.

째로 앞의 짝꿍이 모르는 것을 다른 짝꿍일 알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덕목이다.

수도 있어서 짝을 바꾸어보는 것이 정답을 찾거

존중은 세 가지 요소로 나뉘는데 첫째로 상대를 '

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다양한

공감'해주는 것이다.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고 칭

짝꿍의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

찬해주고 엄지도 들어주는 몸동작도 해본다. 두

적 시각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배우는 위

번째 '경청'하는 것이다. 내 생각과 의견만 고집하

치에만 있지 않고 가르치는 위치에도 있게 됨으

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로서 경청할 줄

로 배움과 가르침이 동시에 일어나며 상호작용할

알아야 한다. 세 번째 바로 '존댓말'의 사용이다.

수 있다.

이과 같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상대를 존중해

마지막 방법은 짝이동 학습 또는 투어식 수업이

주어야 인성협력수업을 디자인해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짝 바꾸기’의 응용형태이다.
위의 표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몸의 방향만 바꾸

2) 하브루타 기본과정

어 세 짝꿍과 짝 바꾸기를 해본다면 이번에는 아

하브루타의 기본과정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 몸을 이동하면서 투어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

첫째로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 그 질문을 가지고

은 짝꿍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수업은

토론하며 마지막에 글짓기로 마무리해볼 수 있다.

물론 훨씬 활발하며 역동이 넘친다.

여겨서 질문을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
인가? 배움은 모르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라
고 했다. 하지만 학창시절 내가 질문을 만든 경험

제2장. 질문으로 성취하는 수업

이 얼마나 많을까! 모두 교과서나 참고서의 주어
진 문제나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를 풀고 살고 있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

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궁금한

고 경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브루타는

것과 호기심 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만듦으로

한 마디로 짝과 함께 입으로 하는 '말공부'에 해

서의 수업에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당한다. 학생들이 학습할 때 가장 말을 많이 할

질문은 대게 내용(사실), 심화(상상), 적용(실천)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일까? 바로 짝과 서로 마주

질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단계별로

보고 하는 대화이다. 이것은 모둠식에서 여전히

수업을 진행했을 때 짜임새 있는 수업을 구성해

남아있는 소외문제나 무임승차 문제도 해결해 줄

볼 수 있다.

수 있다.

질문을 3단계로 만든 다음 그 단계에 따라 짝과

미국행동과학연구소가 조사한 학습 효율성 피라

토론하거나 짝 바꾸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

미드에 따르면 강의 듣기는 5% 기억에 남고, 읽

어볼 수 있다. 토론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에는 머

기는 10% 등인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방법이

릿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글감을 가지고 글짓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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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마무리한다. 여기서는 마인드맵을 통해 자신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짝과 대화하는 시간을

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비교적 짧게 준다. 3명 내지 5명이 짝을 바꾸어
질문을 검토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의

3) 질문 만들기 수업지도

질문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은 대답을 제시한다

하브루타 수업의 기본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

는 것이다.

는 부분이 바로 이 질문 만들기이다. 질문 만드는

이렇게 내용 단계의 짝이동학습을 전개하고 난

것에 익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가장 쉽게 질문

다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전체토론이다. 교

만들기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육하원칙에 의한

사는 아이들이 한 질문에 대해 묻기도 하고 대답

질문 만들기다. 본문을 잘 읽고 궁금한 점을 육하

하기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답을

원칙에 의해 질문하는 것이다. 첫째 내용(사실)

하는 경우 학생들이 답을 하게하고 전체 학생들

질문 만들기는 내용 파악에 관한 질문으로 주로

이 모르는 경우는 교사가 대답하기도 한다. 내용

모르는 낱말이나 문장도 질문 만들기에 해당할

단계의 전체토론은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수정해

수 있다. 두 번째 심화(상상) 질문 만들기는 본문

주는 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에 대해 대

을 마음껏 상상한 다음 육하원칙으로 질문을 만

답을 했다면 여기에는 오개념이 형성될 수도 있

들어보는 것이다. 세 번째 적용(실천)질문은 이

기 때문이다.

본문과 나, 자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두 번째 심화(상상) 단계는 비교적 생각과 말을

적용점을 찾아보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이 할 수 있으므로 짝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내용

상상

적용

종합

많이 할애해 준다. 전체토론 시간에는 학생들이
한 질문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무슨 대답을 했는

누가?

지 검토해 나간다.

언제?

본문을

등장인물

어디서?

읽고

또는 상황이

무엇을?

내용파악

어떻게?

질문

나(우리)에게

교훈

만약~라면!

유사한 경험

시사점

만약~했다면!

유사한 상황

적용점

세 번째 적용(실천) 단계는 심화(상상) 단계와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이란 결국 삶과 연관
되어야 좋은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배운 것을 토
대로 삶에 적용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질문 단계별 육하원칙 질문 만들기)

4. 국어과 수업활동예시1
<아이들에게>

4) 단계별 질문 수업지도

글: 연암 박지원

본문을 토대로 내용, 심화, 적용 질문을 만든 다

나는 고을 일을 하는 틈틈이 한가로울 때면 글

음 이것을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학생들은 본

을 짓거나 혹 법첩을 놓고 글씨를 쓰기도 하거늘

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대로 질문을 만들었을

너희는 해가 다 가도록 무슨 일을 하느냐?

것이다. 질문 중심 수업을 짜임새 있게 펼쳐가기

나는 4년간 《강목》을 골똘히 봤다. 두어 번

위해서는 우선 질문을 세 단계로 분류해보는 것

빠짐없이 읽었지만 나이가 들어 책을 덮으면 문

이다. 그래서 각각의 질문 오른쪽 끝에 1번, 2번,

득 잊어버리는지라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대목만

3번의 형식으로 표시를 하여 내용, 심화, 적용으

을 뽑아 써서 작은 책을 만들었는데 아주 필요한

로 분류해 보자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는 하나 재주를 펴보고 싶

그런 다음 단계별 질문을 검토한다. 이제 단계별

어 그만둘 수가 없었다.

질문을 검토할 때 짝을 바꾸어가면서 또는 짝이

너희가 하는 일 없이 날을 보내고 어영부영 해

동학습을 통해 질문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볼

를 보내는 걸 생각하면 몹시 안타깝다. 한창때 이

수 있다.

러면 노년에는 장차 어쩌려고 그러느냐? 웃을 일

처음 내용단계는 비교적 단답형의 질문들이 제시

이다, 웃을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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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작은 단지 하나를 보내니 사랑방에 두고

학생들이 질문을 분류한 다음 가장 먼저 내용 파

밥 먹을 때마다 먹으면 좋을 게다. 내가 손수 담

악을 위해 내용질문을 짝꿍과 질문하고 대답한다.

근 건데 아직 푹 익지는 않았다.

여기서 짝을 바꾸어 토론을 해보는 것이 좋다. 왜
냐하면 첫 번째 친구가 모르는 것을 두 번째 친

1) 질문 창출하기

구가 알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친구가 모

위 글을 읽고 학생들이 각자 질문을 열 개 씩 만

르는 것을 세 번째 친구가 알 수도 있기 때문이

들어본다. 질문을 만들 때 학생들은 본문을 다시

다. 이렇게 해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서 탐구해

자세히 읽게 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질문을 만

가는 과정이 내용질문 짝토론이다. 또 다른 이유

들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수업이 시작된 것이다.

는 첫 번째 친구가 만일 똑똑한 친구라면 자신에

질문을 만들 때 주의사항은 완전한 문장(Full

게 많이 알려줄 것이다. 이때는 배우는 입장이 된

Sentence)주어와 술어를 갖추어서 질문해야 한

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친구가 덜 똑똑한 친구라

다. 간혹 낱말 하나와 물음표로 질문을 만들기도

면 이제 앞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두 번째 친

하는데 학생들을 잘 지도해 줘야 한다.

구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때는 가르치는 입장이
된다. 이와 같이 짝을 바꾸면 때로는 배우기도 하

2) 질문 분류하기

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면서 교학상장(敎學相

학생들 스스로가 만든 질문을 내용질문, 상상질

長)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문, 적용질문으로 나누어보게 한다. 다만 여기서
는 질문 분류의 기술을 연마하고자 하는 것이 아

4) 내용질문 전체토론

니다. 수업을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내용 파악

다만 내용질문의 경우 정답이 반드시 존재하므로

단계에서부터 상상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자

짝꿍이 잘못된 개념을 알려줄 우려가 있다. 따라

신의 삶의 적용하는 단계로 수업을 진행보자는

서 짝토론이 끝나면 반드시 전체토론을 통해 교

취지이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

사가 오개념이나 인식의 오류를 수정해주어야 한

다.

다. 예를 들어 위의 본문에서 ‘법첩’을 법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강목’을 ‘나무막

가. 내용질문

대’라고 오개념이 생길 수 있다.

법첩의 뜻이 무엇일까?
강목의 뜻이 무엇일까?

5) 심화질문 짝토론

‘고을 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심화질문이나 상상질문은 반드시 하나의 정답이

‘어영부영’은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가?

없는 질문에 속한다. 정답이 없다보니 다양한 관
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나. 상상질문

학생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편지를 받은 아이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자신이

왜 후반부에 ‘고추장’이 갑자기 등장할까?

생각하는 관점보다 다른 사람의 관점이 더욱 궁

‘손수’라는 말을 썼는데 직접 자신이 했을까?

금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게 된다.

다. 적용질문

6) 심화질문 전체토론

만약 나라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심화질문 짝토론이 끝난 후에 반 전체토론을 진

우리는 부모의 훈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행하는데 교사는 일종의 사회자 역할을 한다. 학

내가 부모라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

생들이 어떤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다. 하나의 질문에

3) 내용질문 짝토론

한 학생이 대답한 것 이외에 다른 학생들에게 대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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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의 기회를 주며 다양한 시각에서 사물이나 사
건을 보는 관점을 길러주며 상당히 흥미로운 수

1. 역피라미드 토론

업이 진행된다.

비교 중심 하브루타는 모둠의 규모가 커질수록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역피라미드 토

7) 적용질문 짝토론

론을 진행해볼 수 있다. 여기서는 한 친구가 홀로

심화(상상)질문의 검토가 끝나면 이제 학생들의

학습할 때보다 두 친구가 함께 학습할 때 의견과

삶에 적용해보는 적용질문을 나누어볼 수 있다.

아이디어가 배가된다. 두 친구가 함께 학습할 때

먼저 적용질문을 가지고 짝꿍에게 묻기도 하고

보다 네 친구 또는 여덟 친구가 함께 학습할 때

대답하기도 한다. 적용질문 또한 심화질문과 마찬

의견과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경

가지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이란 결국

우의 토론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교실에서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며 학

데 아이들은 ‘생각폭발’을 경험한다.

생에게서 끊임없이 배운 것을 끌어내는 과정이다.

비교 중심 하브루타는 두 비교 대상간의 비교활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삶의 적용점을 탐구해보

동으로 시작한다. 두 대상 간에는 반드시 공통점

도록 한다.

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
면서 학생들은 종합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를 배

8) 적용질문 전체토론

양할 수 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은 다음 학생

적용질문 짝토론을 마치면 다시 교사가 전체토론

들은 두 대상 간의 비교활동을 통해 시사점, 교훈

을 통해 배운 것을 삶에 다양하게 적용한 의견을

점, 개선점, 삶에 적용점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

발표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용점과 다른

게 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

친구의 적용점을 검토하며 한 가지 사실을 더 배

고 시사점, 개선점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기를

워볼 수 있다.

수 있다.

9) 생각을 글로 표현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질문하고 토론한 수업
에 대해 자신의 말로 적어보도록 한다. 말 발달과
생각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이 글 발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말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하는 추상화과정이다. 글로 표현하면서 다시 생각
을 날카롭게 하고 정리해볼 수 있다.
제3장. 생각 폭발 하브루타 수업적용
하브루타는 본래 ‘짝학습’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짝토론을 통해 두 친구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면 하나의 의견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둘
씩 그룹으로 네 친구가 모둠을 지었다면 이것 또
한 짝의 확대로 볼 수 있다. 짝 확대는 다양하게
구성해볼 수 있다. 네 친구, 여덟 친구, 열여섯 친
구 등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모둠의 규모가 커질
수록 역동적인 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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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중심 하브루타 과정)
한 친구가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5
개 씩 찾았다고 가정하고 짝과 비교해볼 때 모두
다르다고 가정하면 두 친구가 만났을 때 그 공통
점과 차이점은 10개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짝을
확대해서 네 친구의 모둠으로 규모를 확대해 탐
구할 경우 20개로 늘어날 것이다. 실제 두 친구와
네 친구의 차이는 두 배가 아니라 3배~4배로 늘
어나기도 한다.
2. 피라미드 토론

하브루타교육협회 상임이사 양 동 일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피라미드 토론은 위의 역
피라미드 토론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 주로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수업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짝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의견과 아이디어를 좁혀
가는 수업이다. 구체적인 수업 진행 방법은 다음
장에서 다루어볼 것이다.

공통점을 조사하고 난 다음 두 대상 간의 차이점
을 찾아본다. 차이점 찾기는 비교 중심 하브루타
수업에서 심화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공통
점과 차이점을 발견한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는 이런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
의 시사점이나 개선점 또는 제3의 아이디어를 개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과정)

진해보는 것이다. 가령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물음을 갖는 것이다.

2.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1) 비교학습 기본과정

2) 비교질문 수업지도

앞에서 질문 중심 하브루타 수업은 육하원칙에

먼저 질문 중심 하브루타 수업에서와 같이 육하

따라 내용, 심화, 적용 질문을 만들고 짝학습을

원칙에 의해 인물(누가), 시기(언제), 장소(어디

통해 단계적으로 학습해보았다. 마찬가지로 비교

서), 내용(무엇을), 방법(어떻게), 이유(왜)의 내

중심 하브루타 수업에서는 공통점, 차이점, 개선

용을 조사한다. 가장 첫 번째 조사할 내용은 비교

점의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짝학습을 진행해 볼

대상 간의 공통점이다.

수 있다.

두 비교 대상 간의 공통점이 있다면 반드시 차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할 두 대상 간에 반드시

점이 있게 마련이다.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차이점

공통점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연히 이 볼

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육하

펜과 저 하늘을 비교하기가 어렵다. 가령 이 볼펜

원칙에 의해 차이점을 찾는다.

의 색깔과 저 하늘의 색깔을 비교한다면 공통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발견

모가 생긴다. 이와 같이 공통분모가 있거나 비교

하지 못한 것을 상대 짝꿍이 발견할 수 있기 때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는 것이 좋다.

문에 짝을 바꾸어가면서 새로운 공통점이 차이점
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는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다보면 시대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개선할 점이 있
으며 현대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시사하는 바가
있게 마련이다. 마지막에 시사점과 개선점, 교훈
점을 나누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조정경기와 레프팅 비교
먼저 기본적인 비교 중심 하브루타를 예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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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아래의 제시된 두 장의 사진은 조정경기와

이솝우화에 소개된 '여우와 포도'는 배고픈 여우

레프팅 사진이다. 여기에서는 두 사진의 공통점보

가 길을 가다 포도나무

다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하브루타를 해보자.

포도를 발견하고 열심히 따먹으려 했지만 결국에

학습 순서는 아래와 같다.

따먹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1. 스스로 두 사진의 차이점 찾아보기

우선 육하원칙에 의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2. 짝꿍과 대조해보고 차이점 추가하기

을, 어떻게 왜 그랬는지 공통점을 질문하고 답해

3. 네 명의 모둠토론으로 차이점 추가하기

볼 수 있다. 공통점들은 등장인물, 배고픈 상황,

높은 가지에 달려 있는

장애물, 투덜거림 등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또한 차이점은 첫째로 먹었느냐 못 먹었느냐, 둘
째 장애물의 차이점, 교훈의 차이점 등을 들어볼
수 있다.

(조정경기와 레프팅 차이점 비교하기)
학생들은 처음 작게는 5개, 많게는 10개 정도의
차이점을 찾아낸다. 그런 다음 짝꿍과의 짝토론에
서 최소 10개에서 15개 정도로 차이점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런 다음 짝을
확대한 네 명의 모둠에서 토론해보면 30개 이상
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짝과 협
력하는 공부가 얼마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분출
하는지 알게 된다.
4) 탈무드와 이솝우화
비교 중심 하브루타는 국어, 수학, 미술 등 언어
영역이나 수리영역 그리고 예체능 영역에서 다양
하게 활용해 볼 수 있다.
우선 국어과에서 탈무드와 이솝우화에 나와 있는
'여우와 포도 이야기'를 가지고 비교 중심 하브루
타 수업을 해보자.
탈무드에 나와 있는 '여우와 포도밭' 이야기는 배
고픈 여우가 3일을 굶고 포도밭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포도를 마음껏 포식하고 다시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3일간 다시 굶고 울타리를 나왔다
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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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무드와 이솝우화의 비교 하브루타 수업)
마지막으로 여기서의 시사점과 교훈점 등을 질문
해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삶에 적용되는
시사점은 많이 있을 것이다.
탈무드의 여우와 포도밭 이야기는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다'는 교훈, '부자가 되려면 먼저 나누어야
한다'는 교훈 등을 들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고
이솝우화의 여우와 포도 이야기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또는 지혜로운 판단 등에
대해 교훈점을 찾아볼 수 있다.
5) 미술 비교 수업지도
미술과에서도 비교 중심 하브루타를 효과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밀레의 '이삭줍기'라는
작품과 김홍도의 '벼타작'이 있다.
우선 각 그림에 대해 질문 중심 하브루타를 진행
해 보고 그 다음에는 서로 비교해서 감상하는 비
교 중심 하브루타를 진행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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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많은 질문과 대답을 하는 가운데 다양한

하지만 하브루타는 학생들이 지식을 만들고 학

관점을 알아볼 수 있고 그림이 전혀 다르게 보이

생들에게서 지식을 이끌어낸다고 보기 때문에 관

는 계기가 된다. 또한 두 작가와 그림을 비교하면

점이 완전히 다르다. 공부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

서 시대적 상황은 물론 두 작가의 세계관과 사조

다. 교사는 학생들의 배움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등을 폭넓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우리는 시험보기 위해 공부한다. 과연 공부는 시
험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수능을 치루고 나
서 책을 불태우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시
험이나 평가가 중심에 서 있는 우리나라 문화에
서 시험 문제를 학생들이 출제해보는 것만큼 의
미 있는 일이 없다. 시험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
한 것은 그 문제를 출제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다.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입장이
되어보아야 한다. 시험 문제를 출제해본다는 것은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
문제를 학생들이 만들면서 교사 입장에서 무엇이

(비교 하브루타 예시 그림: 밀레의 ‘이삭줍기’)

중요한지,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 등등
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1.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만들고, 수정해 가면서 실
질적인 배움이 일어난다. 문제를 풀면서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면서 배움이
일어난다. 더불어서 문제를 파악하는 안목을 저절
로 생기게 된다.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는 힘이 생
기는 것이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한 번 생각해보자. 교사처
럼 평소에 책을 자주 접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은 운전면허예상문제집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공

(비교 하브루타 예시 그림: 김홍도의 ‘벼타작’)

부하지 않는다. 길어야 일주일이고, 짧으면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한 시간 정도 문제들을 훑어본
다. 그러고서도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단 번에 합

4. ‘나도 출제자’ 하브루타 수업

격한다. 나도 시험보기 직전에 잠깐 문제집을 살
펴보고 가서 시험을 치우었다. 시험이 끝나고 감

우리는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내는 것에 대해 전
혀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식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지식을 교사가 미리
공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효과적인 교수법이란 그 전달하는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따진다. 실질적으로 학생이 공부하
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공부하는 것에 가깝다.

독관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박수를 치라는
것이다. 함께 본 사람들 중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내 주변에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보는 현상이다.
그들이 지능지수가 높아서가 아니다. 문제를 보
는 안목이 있고, 문제의 의미를 읽어내는 눈이 있
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열 번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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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떨어지는 사람들도 말로 문제를 설명하면서

해서 그 문제를 낸 의도를 이해한다. 문제를 풀면

출제하면 다 알아 맞춘다. 텍스트를 읽고 그 의미

서 문제의 난이도 수준을 생각해보고, 문제가 시

를 파악하는 힘이 문제인 것이다.

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그러므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의 가장

다루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텍스트를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해내

지, 더 좋은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

는 힘이다. 문제를 읽고 문제를 낸 의도를 파악하

완되어야 하는지 등을 토론을 통해 협의한다. 한

고, 그 문제가 묻는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준비해온 문제에 대해 토론이 끝나면 입

다는 것이다. 이런 힘을 기르는데 문제를 만들어

장을 바꾸어 다른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

보는 경험 이상의 것이 없을 것이다. 더더구나 친

론한다.

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다
듬어 가게 되면 그런 안목이 가장 효율적으로 계
발될 것이다.
2. 어떻게 시험문제를 만들까
1)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수업은 위와 같이 피라미
드 토론으로 진행해볼 수 있다. 피라미드 토론은
짝의 규모가 커질수록 위로 갈수록 생각이 수렴
되어 엄선된 시험문제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비교 중심 하브루타에서 역피라
미드 토론과 반대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다음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과정)

과 같이 가정해볼 수 있다.
첫째, 스스로 예제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등을 가

서로 문제를 보고 분석하면서 어떻게 다듬으면

지고 응용문제를 만들 수 있다. 객관식이든 주관

더 좋은 문제가 될 것인지 생각해서 문제를 다듬

식이든 서술식이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는다. 다듬은 문제 중에서 모둠에 제출할 문제를

다. 문항선택권은 학생에게 준다.

선정한다. 교사가 정해준 개수만큼 문제를 선정하

가령 주관식 5개의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면 짝꿍

고 수정하여 확정한다.

도 5개를 출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짝꿍과
토론할 때 합해서 10개가 된 것을 ‘설득과 합의’

3) 모둠과 문제 다듬기

를 통해 5개로 줄여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5개로

모둠끼리 짝 토론을 통해 올라온 문제를 가지고

줄인 것을 다시 네 명의 짝꿍으로 확대하여 모둠

검토하여 문제를 다듬는 과정이다. 4명이나 6명의

에서 10개의 문제를 5개로 줄인다. 이것을 반복

모둠끼리 짝끼리 뽑은 좋은 문제를 가지고 자유

하다보면 최종적으로 아주 엄선된 시험문제가 나

롭게 토론한다. 돌아가면서 한 문제를 제시하고

온다는 가정이다.

그 문제에 대해 출제 의도를 묻고, 더 좋은 문제
가 되기 위해 조언을 한다. 문제에 오류가 없는지

2) 짝과 문제 다듬기

진지하게 검토한다.

학생들이 만들어온 문제를 가지고 짝과 토론을

문제를 다듬으면서 교사가 정해준 문제의 개수

통해 서로 풀어보고, 그 문제를 다듬어 더 좋은

만큼 좋은 문제를 선정한다. 토론을 통해 어떤 문

문제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한 사람이 먼저 자

제가 더 좋은 문제인지, 학생이 스스로 낸 문제인

신이 만들어 온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를 상대방

지, 범위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룬 문제인지 등을

이 풀어본다. 풀면서 문제를 낸 사람에게 질문을

토론을 통해 결정하여 좋은 문제를 골라낸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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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문제를 보고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고, 그 문

학습의 주체가 학생이 되면서 학습이 보다 능동

제가 왜 좋은 문제인지를 정리하고, 문제를 낸 의

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바꾸어볼 수 있다. 진정

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발표 준비를 한다.

한 배움 중심 수업이란 학습자가 행복한 수업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학습자 중심 수업을 통해 행

4) 문제 발표

복 역량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모둠 별로 뽑은 좋은 문제와 그 문제의 의도, 왜
좋은 문제인지 등을 정리하여 한 사람이 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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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자료집
KBS 파노라마 거꾸로교실의 마법, 가르침시대의

지금까지 교실 수업에 하브루타를 적용하는 방법

종말

으로서 ‘서로 설명하기 하브루타 수업’, ‘질문 중

EBS 다큐프라임 왜 우리는 대학을 가는가? 5부

심 하브루타 수업’, ‘비교 중심 하브루타 수업’, 그

말문을 터라

리고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수업’을 살펴보았다.

KBS 공부하는 인간 3부, 4부

하브루타는 과정 중심 또는 참여 수업의 가장 기
초적인 방법으로 교사 중심 수업을 학습자 중심
또는 배움 중심 수업으로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하브루타 수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본래의 교사가 주로 하던 것을 학습자가 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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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4
4차 산업혁명시대의 행복크리에이터로 사는 법

장규순 | 동서울대학교 비주얼콘텐츠 디자인과 교수
Ÿ 세종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박사
Ÿ 현재 동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창업보육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 겸직)
Ÿ 현재 교수창업기업 ‘크리에이터 장’대표
Ÿ 현재 한국디자인크리에이터협회 회장
Ÿ 현재 (사)전국여교수연합회 부회장
Ÿ 현재 (사)한국 창업 지도자 협회 부회장 및 디자인분과 위원
Ÿ 현재 한국색채대상 심사위원 및 준비위원
< 저서 >
Ÿ 기업가정신과 창업, 이프레스, 2018
Ÿ 디자인크리에이터 자격증 기본서 및 문제집,
한국디자인크리에이터협회 출판부, 2013.
Ÿ 환희2 - 여성발명가 10인의 인생과 발명이야기,
한국여성발명협회, 2009
Ÿ Beauty Design CAD- 디자인 컨설팅 기법, 뷰티비지출판부, 2003
Ÿ 사랑악기, 일러스트레이션 시집- 일러스트레이션 & 시 , 나라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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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행복크리에이터로 사는 법
장규순 | 동서울대학교 비주얼콘텐츠 디자인과 교수
1. 행복크리에이터의 이해

있다.
필자는, 창조경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트렌드 키워드는 ‘글로벌 무

시되는 ‘창의력을 생활화하는 행복크리에이터가

한 경쟁시대로의 변화’이고 21세기 미래형 인재

되자’라고 제안하고 싶다. 행복 크리에이터는 제

는 ‘창조’로 무장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

너럴리스트(generalist),

다. 이렇듯 우리는 지식정보화의 시대를 거쳐 창

specialist), 멀티 크리에이터(multi creator)를 뛰

조력이 바로,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에 살고 있다.

어 넘는, 오직 창의력으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유형이 바로 멀티

고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승부

크리에이터(multi creator)이다. 멀티크리에이터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무엇을

(multi creator)는 한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는

열어나가는 창조적 인재일 것이다. 바로 여기에

전문가인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만을 얘기하는

‘행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것이다.

멀티스페셜리스트(공선표 저)의 책에서 보면 스

곧, 행복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창의력의 융

페셜리스트(specialist)와

제너럴리스트

합 속에 행복크리에이터는 조성되어 질 것이다.

specialist)

자신의 가치실현과 꿈과 비전을 행복 속에 이루

(generalist),멀티스페셜리스트(multi

멀티스페셜리스트(multi

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24)

어 나가는 ‘행복크리에이터’가 되는 길은 어떠한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는 한 분야의 오래된 경

생각과 삶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선택할

력자라면,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는 조직 내의

문제일 것이다.

다양한 부문에 ‘경험하며 얻은 지식’을 가진 경험
자이다.

그러나

멀티스페셜리스트(multi

specialist)는 경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다양한 분

2. 행복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창의력 개발방법
17가지

야와의 ‘통합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자, 즉, 다양한 분야(multi)의 지식을 통합
해서

새로운

지식영역을

개척하는

행복크리에이터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될 수 없

전문가

다. 아서 밀러가 주장했듯이 “창의성도 훈련이다”

(specialist)를 말한다. 이는 미국의 토머스 프리

라는 의미 속에서 본다면 창의력개발은 단기적인

드먼(thomas Friedman)이 주장하는 다재다능한

교육에 의한 결과가 아닌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

인재, 버서타일리스트(versatilist)와도 일맥상통

발해야하는 훈련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것을 강조

하는 개념이다.

하고 있다고 본다. 행복크리에이터, 역시 끊임없

대표적인 멀티스페셜리스트는 과학자, 미술, 건

는 훈련 속에서 새로운 나 자신을 조성해 나가는

축, 토목, 엔지니어, 사상가 등으로 불리고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행복을 기

레오나르도다빈치 같은 직업의 경계를 넘어 새로

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

운 영역을 끊임없이 개척한 인물이라고 말 할 수

문이다.

24) 공선표, “멀티스페셜리스트”, 서편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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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터가 되기 위한 창의력 개발방법 17가지’를

해방되어 보자. 나만의 스트레스해소법을 만들자.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호기심과 문제의식 갖기, 문제해결 능력이다.
1.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라.

일상생활에서 호기심의 습관을 갖고, 무엇인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낮은 자존감을 버리고 자

새로운 문제의식을 느끼는 습관, 그리고 그 문제

신을 격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

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 주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요하다. 왜? 또는, 만일? 이라는 가정을 내려 보

부각시켜야 진정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 이

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합당한 사고 능력을 가져

러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다면 새로운 동기 부여

보며 다양한 질문과 스스로의 대답을 확인해 보

의 기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때로는 직무에

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적합한 외모의 개성을 살린 이미지 메이킹도 생

문제의식은 창의력의 가장 좋은 밑거름, 훌륭한

각해 볼 수도 있다.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2. 감사하라.

5. 작문과 낙서이다.

질문과

호기심과

행복호르몬에 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뇌세

상황에 따라 글로 표현해 보는 것과 낙서는 창

포생산의 가장 중요물질이 행복 호르몬으로 우리

의력의 훈련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인 활용 방법

가 감사를 느낄 때 우리 뇌는 왼쪽 전전두엽 피

이다. 메모하는 습관은 단어 및 단문 쓰기 훈련으

질이 활성화되는데 이 부위는 사랑, 열정, 공감

로 시작되어 명확한 목적에 의한 작문으로 진행

등의 부위와 일치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환시

되고 낙서는 사소한 끄적임이 다이어그램으로, 또

켜 준다.

는 그림으로 진전되기도 한다. 바로, 낙서는 ‘자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이

만의 유일한 정보 모으기’의 방법으로 탄생될 수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는 통계조사도 많이 알려져

있기에 창의력개발에 도움이 된다.

있다. 감사할 때는 뇌의 혈액량이 증가 및 엔도르
핀의 증가로 면역력이 증대되어 분노나 화를 이
길 수사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니 감사는 우
리 삶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6. 표현력이다.
흔히 표현력은 예술가나 디자이너만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진다. 표현력[表現力]은 국어사전에 보
면, ‘사상, 감정 따위를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어

3. 감수성 함양과 감정 표현의 극대화이다.

나타내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창의력을 위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감수성 함

한 표현력은 때로는 글로, 말로, 행동으로, 때로

양과 솔직한 정서적인 감정 표현의 극대화가 필

는 그림으로, 음악으로, 다이어그램으로, 연기로,

요하다. 기쁨과 슬픔은 인간의 감정표현의 중요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그 방법들을 활용하여

수단으로 희로애락 속에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

본인만의 표현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모방을

기쁠 때는 박장대소하고, 슬플 때는 절제하지 말

창의성으로 바꾸는 능력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고 본인 스스로의 감정에 충실해 보자. 그러면 좀

창의력을 위한 표현력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과

더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본인만의 감수성을 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이론과 근거를 토대

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인 감정 표현은 문제

로 한 설득력, 또한, 구체적인 방안 및 결과물의

의식 속에서 생각보다 쉬운 해결방법을 모색할

제시가 주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력을 개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정답은 자연스

발하려면 시각적인 정보와 자료에 친숙해야 하므

럽게 발견될 수 있고, 한 단계씩 산출되어지는 생

로 다양한 정보 수집은 필수적이고 미술관 관람

각지도 않았던 묘약으로 제시될 수도 있는 것이

및 디자인 전람회, 코엑스의 전시관 활용 등 개인

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함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만의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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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기 발명은 화재 3주 후에 이루어 졌다. 어떠한
7. 관찰력이다.
관찰력은 사물을 깊이 살피는 힘, 또는 깊이 관
찰하는 능력을 말한다. 필자는 드로잉 수업시간에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 선택의 길은 달라질 수 있
다. 에디슨처럼 긍정적인 마인드에서부터 새로운
도전을 꿈꿔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드로잉 실력을 쌓고
싶은 첫 번째 비결은 ‘관찰력’이라고 항상 주장한

9. 집중력 즉, 몰입 능력이다.

다. 제대로 사물을 관찰하면 그 관찰한 만큼 제대

불가능하게 조작하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줄여야

로 그릴 수 있다. 항상 환경 주위의 변화와 현상

목표하는 일에 몰입하고 정진하게 된다. 성공하는

을 분석하고 관찰을 습관화하면 그 관찰을 통하

자들의 공통된 노력의 결과는 집중하고 몰입하여

여 그 이상의 생각이 도출될 수 있다. 특히, 자연

결국, 그 일을 즐기는 상황에 까지 나아가는 것이

은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조물주의 최고

다. 집중하는 것에 앞 설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

선물이다. 사계절의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오감은

이다. 매일 새로운 몰입하는 경험을 자신에게 선

다양하게 흡수되고 표현된다. 모두에게 주어진 동

물하고 그 선물을 활용하라.

일한 자연 조건들이지만 어떤 이는 1개를, 어떤
이는 30개의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

10. 정보 활용능력이다.

다. 또한,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오기 때문에 여행

‘책속의 길이 있다’라는 격언처럼 그 길을 찾아

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확인의 개념으로

내려면 어떠한 책을 선택해야 하는 가의 중요성

다가올 수 있다.

이 있고 그 책에서 명시해 주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독서에 의한 창의력은 생각해 내는 능력

8. 도전력과 사고의 전환이다.

을 경험하게 한다.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

창의력을 개발하려면 도전력과 역발상이 필수적

과 그 것을 어떻게 응용하는 가에 열쇠가 있을

이다. 바로, 사고의 전환인 것이고 모험을 즐겨

것이다. 바로, 활자 중독은 다양한 정보를 해독할

보는 것이다. 그 무언가를 생각해 내려면 그 동안

수 있는 지름길이다. 또한, 책 뿐 만이 아닌 인터

전혀 알 수도 없었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할

넷의 활용, 트렌드 관련 전문 분야의 세미나, 학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짱도 필요하고 담대함

회나 협회 활동, 전문가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다

도 있어야 한다. 실수도 인정해야 하고 시행착오

양하게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를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 홈런을 많이 치려면
후보 선수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삼진 당하는 것

11. 끊임없는 연습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조차 즐겨야 한다. 금메달을 목에 걸으려면 다양

지속적인 연습, 남다른 차별화된 시각으로 바라

한 하찮은 기록부터 목에 걸어야 할 것이다. 바

보는 연습,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연습, 심도 있는

로, 지치지 않는 도전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연습, 자신의 경험을 역이용하는 연습과 노력은

이다. 창의적 혁신자는 실수에서도 기회를 찾는다

새로운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다.

고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에디슨의 일화가 있다. 에디슨은 축전기를 발명하

12. 인내이다.

기 위하여 2만 번의 실험을 감당해야 했고 2만

작심삼일이 창피하지만 그 ‘작심삼일로 인해 내

번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역이용하는 것이다.

외쳤다고 한다. ‘나는 2만 번의 실패의 낙담이 아

삼일 간격으로 작심삼일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

니라 2만 번의 안되는 방법을 배웠다.’ 어느 날에

르게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심삼

는 에디슨 연구소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모든

일에는 인내와 집중력, 몰입 능력이 필수적인 요

기계와 시설이 사라져 버렸다. 그 때, ‘내 모든 실

소로 등장할 것이다.

수들이 자취를 감추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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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합력, 결합력이다.

수적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앞서 나가

‘창의력 개발 방법12’까지는 개인적으로 요구되

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정보화 사회에 살

는 방법이라면 13번째는 바로, 팀워크, 융합과 통

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네트워크의 조성과

섭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남

활용도 매우 중요한 도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의미를 부여해 보며

(子曰 “ 人舞遠慮,

소통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접근법에 다가가는

필유근우.”)

것이다. 이러한 의외의 결합력이 창의력을 만든

(제 15편 위령공 衛靈公)

다. 집단 지능방법으로 단어들을 문제에 적용, 연

공자가 말하기를

상시키고 유추를 통한 그룹 아이디어 발상법을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걱정거리가 생긴

모색하기도 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

다.” 사람은 생각을 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 눈앞

다. 드 보노 박사의 키워드를 통해 무작위 연관

의 상황은 물론, 먼 미래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

투입 기법과 브레인스토밍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렇게 해야 모든 상황을 사전에 적당하게 계획하

必有近憂. ” 자왈 “ 인무원려,

“사람이 먼 장래를 걱정하지

여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14. 생각의 가속도를 즐겨라.

있다. 무슨 일 을 하든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를

빌 게이츠는 ‘21세기 생각의 속도가 결정한다’라

바라보는 통찰력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26)

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980년대가
질(質)의

시대요,

1990년대가

리엔지니어링

(reengineering)의 시대였다면, 2000년대는 속도
의 시대가 될 것이다.

16.

어크날리지먼트(Acknowledgement)

전략을

활용하라.

디지털시대에는 비즈니스

어크날리지먼트(Acknowledgement)는 코칭 기

가 생각의 속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디지털 도구

술의 일종으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와

는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만이 가진 능력-사고 능

언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말하며, 승인을 통

력, 사고를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 체계화된 사

해 의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어크

고를 행동에 옮기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날리지먼트는 상대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가운데

을 확대해 준다.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강점 파악하여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종업원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그들을 위해 강력한

전공과 전공의 통합, 업종과 지식의 결합 등 새로

도구를 제공한다면

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놀라운 창의력과 독창성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

발명과 창조지식산업에서 요구하는 미래인재의

다.25)

핵심역량은 본인의 전공과 내 스스로가 흥미롭게

생각의 속도는 정보의 속도이고 생각은 혁명이
다.

생각하는 ‘또 다른 분야’를 결합하여 스페셜한 본
인만의 테마를 설정해야한다. 여기에서의 ‘또 다
른 분야’는 미래지향적인 메가트렌드적 흐름에 발

15. 프로 액티브 이미지 네이션의 필요를 인식하

맞춘 분야이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각 분야의

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조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

프로 액티브 이미지 네이션은 사전대처적인 상

로 작용할 수 있다.

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칼 페이스 워지가 주장한
내용이다. 바로,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

17. 기회포착을 위해 준비하라

해 전진하는 것, 다음단계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한 가지 분야만을 고집하고 살기에는 인생은 너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상력과 창조성개발이 필

무 길다. 길고 긴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Turning

25) 빌게이츠, 이규행 역, “생각의 속도”.
(주)청림출판. 1999. p.469

26) 동리자 역, 김인지 옮김. 내 인생의 지침,
논어, 파라북스, 2007,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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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는다. 세상에서

스위에 통일과 변화라는 두 가지 기본 원리로 분

성공을 하려면 언제 어느 때에 다가올지 모르는

류될 수 있다. 통일의 기본 개념 속에서 균형, 비

‘기회’를 잡는 순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중요한

례, 대칭, 리듬속의 반복이 보여 질 수 있고, 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오는 기회를 잡기 위

화라는 기본 개념 속에서 강조, 대비-대조, 비대

해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칭, 리듬속의 점진과 교체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가장 쉽게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7)

또한, 터닝 포인트의 기회조차 직접 만들어낼 수
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상황으로 자신을 실험해
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수시로 확인하라. 창의적인
혁신자는 실수에서도 남이 발견할 수 없는 기회
를 찾을 수 있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이란 말이 있다. “달을 보라”
고 가리켰지만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본
다.”라는 뜻으로 이러한 현상은 바라보는 자의 잘
못일 수도 있고, 가리키는 자의 잘못일 수도 있겠
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디자인의 원리

이다.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시각이 있느냐’이
다. 이러한 안목이 창의력을 통하여 개발되어
1+1=2가 아닌, 1+1=10도, 1+1=100도, 그 이

3.2 행복디자인의 원리

상도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소유하도

행복디자인, 역시 디자인의 기본원리에 의거하여

록 노력해야 한다.

제시하고자 한다.

이 능력으로 미래지향적인 인

생의 혁신적인 창의력 보드를 만들어 보자. 이 보

행복디자인은 모든 것의 조화라는 베이스위에 감

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디자인전개도가 될 수

정의 평안에서 오는 통일과 감정의 기복에서 오

있고, 세부상세도 뿐만이 아닌 멀리 조명해 볼 수

는 변화라는 두 가지 기본 원리로 분류될 수 있

있는 건축 조감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

다.

요한 핵심은 크기가 아닌 차별화된 창의력의 크

통일의 기본 개념 속에서 생각의 긍정성의 균형,

기일 것이다.

라이프스타일의 정리정돈인 비례, 생활의 안정감
인 대칭, 리듬즐거움속의 일상생활의 규칙적인 반

3. 행복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행복디자인 이론

복이 보여 질 수 있다.
또한, 변화라는 기본 개념 속에서 생활의 활력을

3.1 디자인(Design)의 원리란?

주기 위한 긴장감인 강조, 긍정성과 부정성의 대

디자인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어떤 아이디어나

비-대조, 일탈의 비대칭, 리듬속의 꿈의 크기인

작업계획을 구체화시켜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말

점진과 나쁜 습관의 교체가 조성되어 질 수 있다

할 수 있다. 디자인(design)의 사전적 의미로는

고 표현하고 싶다.

‘현대사회의 의상, 공업 제품, 건축 등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조형 작품의 설계나 도안’으로 명시
되어 있으나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디자인은 상업

1. 모든 것의 조화(harmony)
조화는 우리 삶의 디자인에 있어서 근본 원리이

적 측면에서 판매와 유통의 목적을 지닌 제작물
로

전달되어 인식되어 지기도 한다.

디자인창의력은 디자인의 원리에 의거하여 아이
디어가 개발되어야 한다. 디자인은 조화라는 베이

27) 장규순 외 저, “디자인크리에이터자격증을
위한 기본서” 한국 디자인크리에이터협회출판
부. 2013.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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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화는 두 가지 이상의 단위나 요소들이 서로

추구함속에 생각의 긍정성의 균형(balance)은 우

자연스럽게 연관성, 또는 호응성을 주어 완벽한

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일체감을 이룰 때를 말하며, 이러한 조화가 완성
되었을 때 그 디자인은 최적의 완결성을 가지게

5. 라이프스타일의

된다. 우리의 삶도 다양한 미적인 요소와 행복의

정리정돈인 비례(proportion)

원리를 통합한 최종적이고 결과적인 주요 원리라
고 할 수 있다.

각 요소들의 관계,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
체와의 길이나 면적의 수량적 관계의 대비효과를
비례라고 하며, 비율(ratio)이라고도 부른다. 원래

2. 감정의 평안에서 오는 통일(unity)
통일은 일정한 형식과 질서를 제공하기 위한

영어의(proportion)의

유래는

라틴어의

(proportio)에서 나온 것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

기본 원리로써 규칙성의 기반 속에

에는 (symmetry)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루어지기도 하며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에게 일

비율은 대칭보다 더 확실한 수적인 질서를 유지

체감을 주기도 한다. 전체에 대한

하므로 주로 길이에 대한 것을 비례라고 지칭하

통합된

게 되었다.

감각,

완전한

총체감, 일관성, 단일성

(oneness) 등의 느낌이고, 또한, 하나의

이상적인 비례 관계는 예전부터 공식화되어 디자

일관되고 완전한 효과를 위하여 모든 부분들이

인의 기본 원리로 사용해 왔는데 특히, 황금 분할

서로에게 소속되고 작용하는 유기적

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의 삶도 황금 분할처

관계라고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일관되고 완

럼 그 어떤 시각에도 평안과 정리정돈을 주는 비

전한 효과를 위한 감정의 평안에

례(proportion)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서 오는 통일(unity)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요
소이다.

6. 생활의 안정감인 대칭(symmetry)
대칭을 뜻하는 영어의 (symmetry)의 유래는 고

3. 감정의 기복, 변화(change)

대 그리스어인 (symmetria)로서, 서로 대응하는

변화는 특정 요소와 사물이 성질, 형태, 상태 등

각 부분이 어떤 점이나 직선 또는 면 등을 개입

이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르게 구

시켜 서로 동일한 거리에 배치된 상태, 또는, 사

성되는 디자인 요소로서 통일성에서 오는 단순적

물의 크기가 어떤 공통된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인 지루함을 없앨 수 있으므로 시각적 자극 효과

상태를 말하며, 어느 기준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로 흥미를 느끼게 한다.

유지하는 미적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생활의

우리의 삶에도 흥미를 부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질

안정감인 대칭(symmetry)은 일정한 규칙을 유지

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변화를 주어야

하는 미적 조화가 필요하다.

한다.
7.
4. 생각의 긍정성의 균형(balance)

리듬즐거움속의

일상생활의

규칙적인

반복

(repetition)

균형은 역학적 ∙ 물리학적인 용어로서, 수평 또

반복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자연이 가진 질서

는 수직인 하나의 축이나 점을 중심으로 하여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화된 요소라고 할

양쪽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수 있다. 디자인에서 요소를 서로 반복함으로써

디자인에 있어서의 균형은 무게나 힘의 관계에서

리듬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 것을 리듬의 반

말하는 역학적 물리학적 균형의 효과와 함께 안

복 현상이라고 한다. 이 반복은 디자인 요소를 동

정감을 주기 위한 시각적인 평형적 균형, 곧, 심

일한 양, 동일한 간격으로 일정하게 되풀이하여

리에 자극되어 발생하는 감각의 미학적인 균형을

동적인 리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감각의 미학적인 균형을

반복의 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적 ∙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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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어떠한 요소를 반복하느냐, 또 어떤 방법

9. 긍정성과 부정성의 대비(contrast)

으로 반복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다양성을 줄 수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다른 성질의 두 가지의

있고 또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요소를 동시에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강조하는

러한 반복을 획일성 반복과 변화성 반복으로 나

디자인적인 원리를 대비, 또는 대조라고 한다. 일

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반적으로 서로 이질적인 요소인 수직과 수평, 큰

획일성 반복(exact repetition)은 ㅇ,ㅇ,ㅇ과 같이

것과 작은 것, 상승과 하강 등 두 가지의 의미를

규칙적이고 일정한 원칙 및 요소대로 단순하게

대비시킬 때에는 성질이 하나만 있을 때 보다 더

표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단조로움으로만 보

강하게 보이고 서로 강조되어 지는 특성이 있다.

여질 수 있으나, 그 반면에는 강한 통일성과 강조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의 긍정성과

성의 효과를 줄 수 있다.

부정성의 대비(contrast), 상승과 하강 등 두 가

변화성 반복(varied repetition)은 어떤 요소나 주

지의 의미를 담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제가 둘 이상의 형태나 성질이 반복되거나 또는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10. 일탈의 비대칭(asymmetry)

예로는 자연의 눈(雪)의 결정체인데, 이것은 모두

비대칭은 대칭과는 달리 미적인 요소나 형태, 그

6각형을 이루는 반복의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체로는 균형감은 없지만 시각적인 특성적 통합

도 다양한 엄청난 수의 결정체들은 어느 하나도

에 의해 균형감 및 조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그

동일한 것이 없다고 한다. 즉 하나의 단위는 반복

래서 대칭보다는 동적인 감각과 변화를 불러일으

되고 있으나 그 단위의 형태, 방향, 크기 등은 모

킨다. 곧,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에 서

두가 다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로 다른 형태나 무게, 크기를 배열하면 한쪽이 기

우리의

삶속에도

이러한

획일성

반복(exact

울어져 평형감각이 깨어져 불안감을 줄 수 있으

repetition)과 변화성 반복(varied repetition)의

나 상황에 따라서는 여백의 아름다움 등 미적인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균형 감각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비대칭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비대칭만의 묘한 매

8. 변화라는 기본 개념 속에서 생활의 활력을 주

력이 있다. 적절한 임팩트가 있는 생활의 색깔이

기 위한 긴장감인 강조(emphasis)

필요하다.

주위를 집중시키고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
해서는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더 특별하

11. 나쁜 습관의 교대(alternation)또는 교체

게 돋보이도록 디자인에 적용하는 원리를 강조라

교대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나 특성이 앞뒤나

고 한다. 그러나 강조의 중심점은 하나의 핵에서

좌우, 상하 등 서로 엇갈린 반복 또는, 규칙적인

파생되어야 하며 둘 이상일 경우에는 서로 혼란

반복을 통해 일련의 교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을 야기하기 때문에 강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

곧, ㄱ,ㅅ,ㄱ,ㅅ,……. 이다. 이러한 교대를 위해서

다. 그러므로 중심적인 역할과 이를 보충하는 종

는 최소한 두 가지의 단위가 반복되어야 하기 때

속적인 역할의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문에 이들 요소에는 대비적 효과가 이루어질 수

강조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있다. 우리 삶의 나쁜 습관의 교대(alternation)또

대립시켜 강조성을 부각시키는 대비, 어느 한 곳

는 교체는 너무 필요하다.

으로 점층적으로 모이게 하는 집중, 각 요소들을
핵심과 종속의 관계로 연결하여 한 부분이 다른

12.

꿈의 크기인 점진(gradation)

부분보다 두드러지게 하는 우세 등이 있다. 이러

반복이 리듬의 단순한 되풀이라면, 점진, 점이

한 집중과 우세의 특성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

(漸移)는 점차적인 리듬의 단계적 효과를 나타낸

중요할 것이다.

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요소의
반복에 비해 점이의 특징은 형태, 크기, 밀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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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컬러 등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또는 연한
것에서 진한 것으로, 좁은 것에서 넓은 것으로,

이상과 같은 다양한 조형적인 디자인 원리를 우

아니면, 그 반대로 변화를 주는 것이므로 변화와

리의 삶에 응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구성방법

흥미를 유발하는 힘이 더 크다.

을 끊임없이 모색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점진의 효과는 원근의 효과를 나타내는 시각적인
특성이 있고, 점이는 점층적인 변화, 리듬감, 운

3.3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응용

동성, 생명력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디자인 표
현 수단의 중요한 요소이다. 꿈의 크기인 점진
(gradation)을 느껴보자.

3.3.1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필요성
멀티크리에이터로 살아가기 위하여 현실의 문제
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분석적 사고에 근거한 창

13. 변화적 통일
변화와 통일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적 요
소이다.

조적 사고방식 중의 하나인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이해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필요 이상의 다양한 변화에서 통일이라

는 질서와 완결성이 없다면 전체적 구성이 복잡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은 지금까지 디자인

하고 산만해질 것이며 주체성이 상실될 수도 있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활용하는 창의적인 사고이

다. 반면에 통일에 너무 치중하면 지루하고 단조

고 전략이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

로울 수 있다.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변화는 통일

가면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은 전문적인

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융합되어

디자인 관행보다 창업전문분야에서 문제를 숙고

져야 그 변화의 중요 가치를 얻을 수 있다.

하고, 문제를 더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변화적 통일은 이질적인 두 가지 이상의 요소들

용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최근 산업과 사회적 문

을 대립시킴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한 주종

제에

관계를 파악하여 통일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말

thinking)은 이 시대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다. 대부분의 시선은 대상이 강한 부분이나 변

고객 가치와 시장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실행 가

화가 있는 부분으로 향하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

능한 사업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 도구가

로 집중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원리를 항상 고려

되고 있다.

하여 응용해야 한다.

35년간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 실무에 몸담고

우리의 삶에 통일을 너무 강조하면 단조롭게 보

가르친 경력에 비추어 본다면 디자인 프로세스통

여 질 수 있으며, 통일감이 부족하면 산만하고 조

한 실무능력의 기초가 바로 디자인 씽킹(design

화적 요소가 분산될 수 있으므로 변화적 통일감

thinking)이었고,

은 매우 중요하다.

thinking)과정을 통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취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

디자인

디자인

씽킹(design

씽킹(design

득하게 되었으며 이 지식재산권은 곧, 창업의 아
14. 생활 속의 리듬(rhythm)
리듬은 변화와 흥미를 제공하는 중요한 디자인
의 원리로, 각 요소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체계

이템으로 연결되어 창업시작의 디딤돌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에

의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적으로 배치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진행적인 힘과
주위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통해 움직임을

3.3.2.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정의

표현하는 시각적인 율동(visual movement)이다.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은 문제를 발견하고

리듬은 운동감을 느끼게 하는 동적인 원리이며

바라보는 분석과 직관의 조화를 꾀하는 사고방식

또한, 방향성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방향의 원리

중의 하나이다. IDEO의 CEO인 팀 브라운(Tim

이기도 하다. 기쁨, 행복은 이러한 리듬감의 시작

Brown)은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은 디자

이다.

이너의 감각과 도구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필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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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 무

특히 실리콘 밸리 벤처기업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사업 전략이 고객의 가치

접근 방식으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이

와 시장의 기회를 성공가능하게 하는 지를 찾게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주는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

곧,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은 문제를 발

였다.28)

견하고 해결하는 분석적 사고에 근거한 창의적

또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은 디자인에

사고방식을

관한 것이나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하는 새로운

thinking)은 예전에는 디자인부야에서 아이디어

소양이 아니라 ‘더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발상법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창업분야에서 아

학습방식’을 다양하게 적용시키는 것이다.‘라고 정

이템 개발 및 창의적인 사고방법, 문제 해결 방법

의되기도
로저

한다.29)

말한다.

디자인

씽킹(design

의 하나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디자인 씽킹

마틴(Roger

Martin)은

『디자인

씽킹

(Design Thinking)의 특징은 첫째, 타겟 고객과

(design thinking)』(2009)에서 “분석적 사고와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해결하게 만드는 매우

직관적 사고는 둘 다 최적의 경영을 위해 필요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점이다. 둘째, 경

지만,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각의 가장

쟁자들과 차별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효율적

완벽한 방식은 분석적 사고에 기반을 둔 완벽한

방법이다. 셋째,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의

숙련과 직관적 사고에 근거한 창조적 역동성이

출발이 고객 중심의 마인드 셋이므로 고객의 입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고객의 만족감을

다”라고 말하였다.

높이는 차별적 방법을 찾아내도록 도와줌으로 고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은 2008년 세계적

객들의 만족감을 높인다.

인 ‘창의적 문제해결’의 전 세계적인 디자인 경영
그룹인 미국 IDEO 사의 CEO인 팀 브라운(Tim

스탠포드

Brown)이

리뷰(Harvard

Thinking)은 창의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일련의

Business Review)에 ‘Design Thinking’을 기고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감(Empathize), 정의

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2009년 독일 경영 솔루

(Define), 상상(Ideate), 본보기(Prototype)그리

션 그룹 SAP 사의 설립자인 하소 프랫너(Hasso

고 시험(Test)의 총 5가지의 단계를 반복하여 가

Plattner) 가 스탠포드(Stanford) 대학교 기계공

장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고 다양하게 적용시키는

학 전공학부에 d. School 설립을 후원하면서 확

학습방식이다.

산됐다.30)

그러나

IDEO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펩시콜라, JP모

(design thinking)은 공감하기(Empathize), 문제

건, 삼성전자, LG전자, 토요타, NASA 등의 초거

정의하기(Define), 해결점 도출하기(Ideate), 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혁신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종결과 확정하기(Confirm Result), 시제품 만들

미국

운영되어지는

기(Prototype), 시장 테스트(Test)의 총 6단계로

Design School의 학습방법중 하나인 디자인 씽킹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디자인 씽킹

(design

기업가정신

(design thinking)의 구조와 학습과정은 스탠포드

(Entrepreneurship)을 교육하는 전 세계 교육기

(stanford) 대학교에서 제공한 훈련 과정의 사례

관에서는 매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를 참고하여 필자가 새롭게 조성한 디자인씽킹

하버드

스탠포드

비즈니스

대학교내에서
thinking)은

디자인

필자가

씽킹(Stanford

새롭게

조성한

디자인

Design

씽킹

(design thinking)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8) Tim Brown(2008),
‘Design Thinking’, Harvard
Review
29) http://story.pxd.co.kr/1065
30) 이투데이 뉴스, 2015.7.14.

Business

3.3.3. 디자인 씽킹의 구조
스탠포드(stanford) 대학교에서 제시하는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구조는 사람에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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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비즈니스적인 타당성, 그리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 이 세 가지를 기본 구조로 두고 있다. 그
러나 이 기본 구조를 기반으로 필자의 디자인 실
무경력과 27가지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경
력, 이를 기반으로 한 교수창업경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구조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 바로 트렌드에 따른 혁
신이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제시하여 새로운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구조도를 그림으

씽킹(thinking)의 프로세스 6단계

로 나타내었다.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프로세스의 각 단
계에서의 특징은 위의 육각형 도형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각 단계별로 처음에는 폭넓게 생각하
여 아이디어를 확산(Flare)시키고, 정리단계에서
핵심 아이디어로 초점을 맞추는(Focus)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은 둘 간의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단순한 선형(Linear)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즉 두 요인 간에 복잡하고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구조도

다양한 요소들로 상호 작용하며 어느 한쪽이 다
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또는 원인

3.3.4 행복디자인 씽킹

이 되거나 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happy design thinking)의 프로세스
문제해결방법으로서의

씽킹(design

단계에서는 불확실성과 다양한 패턴이 존재하고,

공감하기

통찰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시제품 컨셉 만들기,

(Empathize), 문제 정의하기(Define), 해결점 도

디자인에 이르는 과정으로 갈수록 그 개념이 명

출하기(Ideate),

확화 되고, 하나의 컨셉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

thinking)의

디자인

셋째,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은 초기 조사

프로세스

6단계는,

최종결과

확정하기(Confirm

Result), 시제품 만들기(Prototype), 그리고 시장

특징이 있다.

테스트(Test)로 구성되어진다.

넷째,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핵심은 협

행복추구를 위한 문제해결방법으로서의 디자인

업(Collaboration)에 있다. 서로 전문 분야가 다양

씽킹(design thinking)의 프로세스 6단계는, 공감

한 사람들과 또는 맡고 있는 부서가 다양한 사람

하기(Empathize), 문제 정의하기(Define), 해결점

들과 함께 협업하여, 한 조직이나 사람들의 문제

도출하기(Ideate),

확정하기(Confirm

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시각에서 그 문제

Result), 적용모델 만들기(Prototype) 그리고 행

를 접근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의 해결점을 찾

복지수 추구를 위한 테스트(Test)과정으로 구성

을 수 있도록 한다.

되어 질 수

최종결과

있다.31)
1. 문제를 공감하기
(Empathize with your User)
공감하기(Empathize)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이

31) 장규순 외 저, “창업실무론”. 북넷. 2018.
p138
74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야기나 반응을 찾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서울대학교 디자인과 교수 장 규 순

첫째, 대상의 조직이나 사람들의 경험을 관찰하고

말한다. 일종의 시각화된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Observe experiences), 둘째 그들의 환경에 직

영국의 두뇌학자 부잔(T. Buzan)은 1970년대

접

in

초, 두뇌 활동이 주로 핵심 개념들을 상호 관련시

environments), 셋째,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키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

보는 것(Listen to your user)이 필요하다.

과를 바탕으로 시각적 사고 기법인 마인드 매핑

공감하기 위한 테크닉(Techniques for Empathy)

(mind mapping)을 개발하였다.32)

참여하여

경험해

보고(Immerse

으로는 첫째, 스토리보드 만들기(Stroyboarding),
둘째, 사용자의 환경에 직접 몰입하여 경험해 보

부잔(T. Buzan)은 일부 사람들은 그림과 상징물

기(Immersion), 셋째, 인터뷰하기(Interviewing)

을 활용해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

들이 있다.

각이 들어 '마인드맵(Mindmap)'을 고안해 냈다고

스토리보드
환경을

만들기(Storyboarding)와

경험해

보기(Immersion),

사용자의
인터뷰하기

(Interviewing)가 여기에 속한다.

하는데 마인드맵(Mindmap)은 유기적으로 연결되
는 일련의 생각을 훌륭하게 상기시켜준다.
학습법과 기억력 뿐 아니라 기업 업무능력 향상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국의 학교

2.문제를 정의하기

들뿐만 아니라 IBM, 골드만삭스, 보잉, GM 등

(Redefining the Problem or Need)

우수한 기업체들이 마인드맵(Mindmap) 이론과

문제나 사람들의 니즈를 재 정의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사원교육에 활용중이다.33)

첫째,

보고(Synthesize

마인드맵(Mindmap)을 활용하면 첫째 복잡한 것

재구성해

보고

을 조직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관계성을 보

(Reframe the problem), 셋째, 무엇이 중요한지

여준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을 전달할

를 결정해야(Decide what is important) 한다.

때, 빠르고, 시각화하여, 색상도 보여줄 수 있다.

정보를

information),

문제를

통합해

둘째,

정의하기

위한

문제를

테크닉(techniques

for

호소야 이사오는 ‘미래는 지두력(地頭力)으로 결

definition)을 관점(Point of View)에 있다. 관점

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의 지두력은 ‘생

에 있어서는 첫째 사용자(User)의 관점에서 생각

각하는 힘’, ‘창조적인 사고력’이다. 바로, ‘생각하

해야 하며, 둘째, 사용자들의 현장에서의 필요

기 위해 기본이 되는 힘’을 강조하며 그 힘의 본

(Need)가 무엇인지, 셋째는 왜 그러한 필요가 생

질은 ‘결론부터’, ‘전체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세

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

가지 사고력이 중심인 ‘삼층 구조’라는 결론에 도

(Insight)하여야 한다.

달했다.34)
마인드맵(Mindmap)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지

3. 해결점 도출하기(Ideate)

두력 개발과 연계된다.

조직의 문제나 사람들의 니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첫째, 가능한 많은 해결책을

마인드맵(Mindmap)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생각해낸다. 둘째, 그 해결책들의 가능성을 상상

같다.

해 보라. 셋째, 다양한 선택 방법들을 만들어 보

① 종이의 중앙에 중심적 아이디어를 기입하고

는 것이다.

시작하라

해결책을 찾는 방법의 테크닉에는 브레인스토밍

② 처음에 생각하는 것을 쓰고 그것으로부터 연

(Brainstorming), 마인드맵(Mindmap)을 활용한

결되는 각 가지들을 작성해보라

다.
마인드맵(Mindmap)이란 문자 그대로 '생각의
지도' 란 의미로 본인의 생각을 편하게 지도를 그
리듯 이미지화하여 창의력, 사고력. 기억력, 상상
력, 지두력을 한 단계 높인다는 두뇌 개발 기법을

32) 마인드맵 [mind map] (특수교육학 용어사
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33) 마인드맵 [mind map] (시사상식사전, 박문
각)
34) 호소야 이사오, 홍성민 편저“지두력”도서
출판 이레, 2008,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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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가지에는 문장보다는 핵심단어로 작성해 나

들고 큰 노력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매

간다.

우 초기의 프로타입일지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생

④ 부가지에는 기호, 그림, 문장 등 표현력을 동

각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여 작성한다.

직접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⑤ 시간이 다 할 때까지 각 가지들에서 계속 아

둘째, 물리적 환경에서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

이디어를 생각해 보라

인지에 대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당신 만든 시
제품을 사람들이 경험해 보게 하라.
6. 행복지수 추구를 위한 테스트(Test)과정
행복지수 추구를 위한 테스트(Test)과정으로 사
용자들로부터 배우게 되고 아이디어를 재구성하
게 되고, 수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람들에게 행복지수 추구를
위한 테스트(Test)점검을 하게 해보라.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들어보라. 둘째, 사용자들이 어떻
게 경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게 해보라. 이러한 검증이 중요하다.

그림 5-21 마인드맵(Mindmap) 사례35)

4. 결론

4. 최종결과 확정하기(Confirm Result)
해결점

도출하기(Ideate)단계를

통하여

가능성

있고 다양한 많은 해결책을 생각해 내었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뛰어 넘어 5차 산업혁명시대

문제 해결 방법의 실현으로 최종결과 확정하기

를 예견하는 미래학자들은 교육 컨텐츠의 변화를

(Confirm Result)의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전

강조하며 연구하고 있다. 미래적인 트렌드 키워드

단계의 해결 방법의 재평가를 통하여 최선의 해

는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로의 변화’일 수밖에 없

결 방법을 선택하고 새로운 제품의 요구에 대한

고

검토뿐 만이 아닌 자세한 조형, 모델 작성, 세부

래형 인재는 남과 차별화된 나만의 전략, 곧, ‘창

그림, 등 해답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조’로 무장해야 하는 인재인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 해결방법에 대한 분석이

‘창의력을 생활화하는 행복크리에이터’는 제너럴

행해지고 검증된 결과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이 내

리스트(generalist),

려지며 변화와 수정을 거쳐 채택되는 가장

중요

specialist), 멀티 크리에이터(multi creator)를 뛰

한 전략을 수립하는 합리적 해결책 수립단계이다.

어 넘는 오직 창의력으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

5차, 6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할 지라도 미

멀티스페셜리스트(multi

고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승부
5. 적용모델 만들기(Prototype)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그 가치를 경험하고

열어나가는 창조적 미래인재일 것이다.

검증하는 단계 바로, 해결책을 현실화하는 단계이

자신의 가치실현과 꿈과 비전을 행복하게 이루어

다. 이 단계에서는 해결책을 가시화하면서, 제작

나가는 행복크리에이터가 되는 길은 어떠한 생각

과정에서 몰랐던 것을 배우며, 다른 사람들과 그

과 삶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오직 자신이 선택하

것을 공유하게 된다.

고 노력해 나가야할 과제일 것이다.

시제품을 만들 때는 먼저 최소한의 해결점을 갖
는 가공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물체이든지
아니면 컴퓨터상의 스케치 단계이든지. 빠르게 만
35) 장규순 외 저, “창업실무론”
북넷. 2018.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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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 혁명시대, 행복이 경쟁력이다

우문식 | 한국긍정심리연구소 소장
Ÿ
Ÿ
Ÿ
Ÿ
Ÿ

안양대학교 경영행정 대학원 경영학 (조직심리) 석사
안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조직심리, 긍정심리) 박사
현재 한국긍정심리연구소 소장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긍정심리협회 회장

Ÿ 삼성경제연구소, 포스코 등 기업 강의
Ÿ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등 강의
<
Ÿ
Ÿ
Ÿ

저서 >
긍정심리학의 행복
행복 4.0 / 긍정심리학은 기회다
만 3세부터 행복을 가르쳐라 등 다수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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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 혁명시대, 행복이 경쟁력이다
우문식 | 전 안양대학교 교수, 현 한국긍정심리연구소 소장

Ⅰ. 서론

다루어 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분야의 기술
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상상력, 창

최근 들어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자
율운행, 3D 프린팅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가히 혁명적인 변
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일컬어 제4차 산업혁명

의력, 공감력, 실행력 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
다. 행복은 이러한 시대적 문제의식과 요구 사항
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시
대는 행복이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이라고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에서 이 포럼을 이끌어 가는 클라우스 휴바프 회

Ⅱ. 왜 행복이 경쟁력인가?

장에 의해 선포 되었다. 1차 산업혁명인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2차 산업혁명인 전기, 에너
지의 대량생산 혁명 3차 산업혁명인 컴퓨터와 인

몇 년 전, 하버드대 긍정심리학 교수인 숀 아쳐가

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에

이르기까지 인류

한국의 대표기업인 S그룹 초청으로 3시간 동안

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임원들을 대상으로 긍정심리학의 행복에 대한 강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변화보다 상상을

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는 행복이 업무 성과에

초월한 변화의 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그런
데 통역을 맡은 임원이 통역을 하지 않았다고 한
다. 행복을 국어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
로 너무 쉽게 생각했고, 행복은 개인적 영역이라
조직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라 판단해서였
던 것 같다. 행복에 대한 인식에 정도를 보여 주
는 예라 할 수 있다.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성과는 결코 무관하지 않

<그림: 미래창조과학부 >

다. 조직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때
문에 개인이 행복하면 조직도 행복해지고, 그 결
과 조직의 성과가 크게 향상된다. 이를 입증하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우리 교육도

연구 결과 또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

예외 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다. 그 중 삼성경제연구소가 2013년 6월 12일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어떻게

<CEO 인포케이션> 898호에 실린 내용은 왜 직

준비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까? 본 연구자는 행복

장인들이 행복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공지

있다.

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대부분 기술들은

숀 아쳐 교수가 삼성을 다녀 간 얼마 후 발표한

인간의 존엄성, 윤리의식, 인성적 요소가 소홀히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장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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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 지장에서 만족도

<그림: 삼성 세리프로 행복한 직장인 되기 >

53점, 직장에서 긍정정서 48 직장에서 가치 65점
에 불과하다고 한다.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

삼성경제연구소는 직장인들의 행복을 분석하면서

스Nicolaus Copernicus는 천동설을 정면으로 반

직장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 6가지를 제시

박하며,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라는

했는데, 첫째, 의식적으로 감성(정서)를 유지한다.

지동설을 발표했다.

둘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지금

성들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되새긴다. 넷째, 자신의

와 행성들이 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발한다. 다섯째, 타

지금까지 지구를 바라보는 방식자체를 완전히 바

인에게 행복을 전염시킨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

꾸어 놓았고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근 심리학

고받는 인간관계를 확장한다.이다. 또한 이 보고

에도 이와 같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행

서는 직장인의 행복을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복이 먼저냐, 성공이 먼저냐이다. 지금까지 대부

높이고, 직장생활에서 긍정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이 따라 온다고 믿

직장생활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했

었다. 하지만 에드 디너, 로라킹 등 긍정심리학자

다. 직장인은 행복해질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모

들은 27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 200여개의 연

색하고 조직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

구 성과들의 메타분석을 통해 행복이 성공을 낳

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는다, 즉 행복을 중심으로 성공이 돈다는 사실을

보고서는 직장인의 행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밝혀냈다. 행복이 성공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하는 계기가 됐다.

요인이라는 것이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행

이 보고서가 나온 일년 후인 2014년 연구자에게

행복한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직장에서는 창의

삼성의 <세리CEO>로부터 <행복한 직장인 되

적이고 생산적이고 협력적이며 타인을 기꺼이 돕

기>란 주제의 동영상 강의 요청이 왔다. 이 강의

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강한 면역체제를 구축하며

는

스트레스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이혼률

<세리프로>를 통해 약 2년 가까이 한달에 1

회씩 23회에 걸쳐 진행됐는 데

놀라운 것은 매

도 낮으며 직업부터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

회 베스트 상위권에 오른 것이다. 처음 계획할 때

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다. 또한 학생들의 성적

는 10회 정도 예상 했으나 진행될 때마다 반응이

도 올라가고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는 회복력도

좋게 나오자 회수를 늘려서 20회 이상 진행하게

향상되며 봉사활동과 인성함양, 사회성 지능도 발

된 것이다. 이제 그만큼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연구한 목표 가

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행복을 원한

운데에는 만족스러운 직업이나 좋은 인간관계, 건
강, 학업성적 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의 목
표로 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는 행복한 직장인
이 왜 직장에서 성공하는 지를 알려주고 있다. 행
복한 직장인과 불행한 직장인의 조사에서 행복한
직장인의 경우 긍정정서 78점, 업무 의미감 82점,
업무 자신감 80점, 부정 감성(정서) 59점, 에너지
56점인데 비해 불행한 직장인의 경우 긍정정서
35점, 업무 의미감 54점 업무 자신감 69점, 부정
감성(정서) 23점, 에너지 33점으로 행복한 사람
보다 크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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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가치와 규범, 행위도 중요하지만 현대 심
리학의 과학적 연구, 검증된 실천 사례가 포함돼
야 한다. 그것이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긍
정심리학이다.
긍정심리학은 영아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
애주기 어느 곳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실천 학문
이기 때문이다. 긍정심리학의 목표는 힐링과 행
복, 웰빙 모두를 포함시킨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
고자 하는 플로리시(flourish:번성, 지속적 성장)
이다. 플로리시를 위한 5가지 요소인 긍정정서,
몰입, 의미, 관계, 성취와 이들 모두의 기반이 되
는 인성강점에는 인성교육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성강점), 정서적(긍정정서), 사회적(관계), 인지적
<그림: 삼성경제연구소, CEO 인포케이션>

(지혜와 판단능력) 개념과 이들을 실천할 수 있
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행복 연습도구가 들어 있

행복은 인성을 키워준다
2015년,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

다. 이 도구는 규제와 절제를 강요하는 지식전달형의
훈육적 방법이 아닌 자율적 참여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이 연습도구를 실천해 4단계로 인성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암기와 입시위

을 함양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한다. 1단계는 내면을 행

주의 경쟁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인성과

복의 토양으로 구축하고, 2단계는 인성 강점을 찾고 3

창의성, 자존감, 사회성을 기르는 행복교육 방식

단계는 인상강점을 연마하고, 4단계는 인성강점을 실

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목적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

행복은 창의성을 키운다

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정서는 감각, 감정, 생각, 행동의 4가지 요소로 구

것이다. 이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선 도덕적・윤리적

성되어 있으며 이 정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개념과 규제, 절제를 강요하는 지식전달형의 훈육적

목표를 정해 가는 과정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 더

으로 유발 된다. 이 정서는 다시 기쁨, 즐거움, 만

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이 되려면 도덕적

족, 자부심, 희망, 감사와 같은 긍정정서(긍정심리

규범과 정서적 감정, 사회적 관계, 인지적 판단

학 초기까지만 해도 긍정정서를 행복이란 용어와

능력에 대한 실천 중심의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동일 시 하였음)와

오늘날과 같이 다양하고 경쟁적이고 속도화 되고

주, 혐오감 같은 부정정서로 나누어진다.

상호교류가 빈번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다운

정서는 상황에 대처하는 사고와 행동이 위축되고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선 나 개인 중심에서

폭이 좁아지는 반면 긍정 정서는 사고와 행동이

나와 너, 나와 우리, 나와 사회까지, 학교, 가정,

유연하고 폭도 넓어진다. 그래서 주의력이 확장되

직장, 지역사회, 국가까지 연계된 인성교육이 이

며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이와 같이 긍정 정서에

루어져야 하며, 행복과 성공까지 이루어 갈 수 있

서 비롯되는 사고의 확장은 아이디어 확장으로

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행복과 성공이 배제된 인

이어져 창의성 증진으로 이어진다.

성교육이란 현실을 무시한 퇴보하는 인성교육이

확장 및 구축 이론을 창안한 바버라 프레드릭슨

다. 이러한 교육이 되기 위해선 기존의 전통적・

의 연구가 이를 입증해준다. 그는 세 집단의 사람

공포, 불안, 분노, 증오심, 저
부정

긍정정서의

들에게 긍정 정서, 중립 정서, 부정 정서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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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영상을 보여 주고 나서 창의성을 요하는

정서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 작은 사탕봉지

과제를 주었는데, 긍정 정서를 경험한 집단이 가

하나를 주거나, 재미있는 만화책을 읽게 하거나,

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감정을 실어 긍정 단어들을 큰 소리로 읽게 했다.

우리는 긍정 경험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분명 잠깐이나마 기분 좋은 상태가 된다.

당신도 한번 경험해 보기 바란다. 지금까지 살아

다른 집단은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실험을 실시

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 올려 보는 것이

했다. 어느 집단이 성공했을까? 실험 전에 긍정

다. 어린시절 추억, 중,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시

정서를 배양시키고 확장시킨 집단이었다. 그들은

험이나 수상, 승리, 성인이 됐을 때

취직, 승진,

먼저 상자에 들어 있는 압정을 모두 쏟아내고, 그

프로젝트 성공, 배우자와의 만남, 결혼 등에서 찾

통을 벽에 압정으로 고정시킨 다음 촛대를 세우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를 생생하게 음미해보자.

고 성냥을 켜서 불을 붙여 촛농이 바닥에 떨어지

어떤가? 기분이 좋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정

지 않고 통 안에 떨어지도록 했다. 긍정 정서는

서를 느낄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

과제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창의력을 유발할 가능

문이다. 그로인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증진

성을 높여주었음을 입증한 셈이다.

되며 사고가 유연해져 사고력과 창의성이 높아지
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문

제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심리학자 컬 던커(Karl duncker)의 ‘기능적 고착’
실험을 예로 들어보자. 던커는 기능적 고착 실험
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원인임을 보여 주었다.
그는 압정 한 통, 성냥 몇 개피, 양초 한 자루를
이용해 촛농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끔 초를 벽
에 붙이는 실험을 했다. 이 과제의 해결방법은 압
정으로 압정 상자를 벽에 부착시킨 후 그 상자를
양초의 받침대로 쓰는 것이다. 실험 결과 대부분
의 사람들은 압정을 이용해서 벽에 양초를 고정
시키려고 하거나, 녹인 촛농을 초에 붙여서 양초
를 벽에 붙이려고 했다. 즉, 피실험자들은 압정갑
을 양초 받침대가 아닌 압정을 담은 상자로 보는
고정관념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하
지 못했던 것이다.
기능적 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만 고
착되어 있어서 다른 활용 방법을 유연하게 생각
하지 못한다. 상자는 압정을 담는 용기, 성냥을
불을 붙이는 도구, 양초는 불을 비추는 도구로 만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반면 창의적인 사람
은 상자를 양초 받침대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
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 던커의 실험은 유연
한 사고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실험이다.

던커

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실시했다. 한 집
단에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피실험자의 긍정

<심리학자 던커(Karl duncker)의 '기능적 고착'>
코넬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아이센(isen)의 ‘기능
적 고착’ 실험에서도 10분간 재미있는 영화를 본
학생들은 75퍼센트가 10분이 내 풀었다 하지만
논리적 수학 문제를 다룬 영화를 본 학생들은
10분이내 19퍼센트 만 풀었다. 아이센이 의사들
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도 긍정경험을 한 의
사들은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며 창의적으로 환자
를 진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과정에서 오진
등 까다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도 가장 뛰
어난 것을 확인됐다.

브라이언(bryan)은 수학시

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지금가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긍정경험을 하게 했을
때 성적이 더욱 향상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긍정정서의 놀라운 효과는 기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속
에서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수립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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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다. 결과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비율이 1.15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의 창의성과 자발적 문제해

대 1에 불과했다. 거의 1대 1 수준이다. 성공적인

결 능력, 기회포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

기업의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비율은 2.90 대 1

들의 근무환경을 바꾸어 주는 등 심혈을 기울리

로 이를 ‘로사다 라인’이라고 한다. 로사다 라인에

고 있다. 한 예로 구글을 보면 마치 하나의 커다

는 긍정·부정 비율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측정

란 놀이동산처럼 보인다. 직원들은 누구나 반려견

치가 있다.

을 갖고 출근할 수 있다. 각 부서에 벽이 없고 미

로사다 라인에 의하면 높은 성과를 이루는 성공

끄럼틀이나 침대 당구장, 명상 수련실, 수면실 등

적인

등 스트레스를 맘껏 해소할 수도 있는 공간이 있

48.36% 이상이다. 카트맨Cartman에 의하면 행복

다.

직원 식당 또한 전 세계에서 오는 구글 직원

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는 최고의 업무팀과

들을 위해서 각 나라의 어떤 요리라도 무료로 먹

마찬가지로 정서 영역을 85%까지 확장하며, 반대

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로 이혼을 선택한 부부는 고작 15%까지 확장하

이러한 환경은

기업의

경우

정서

영역이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기쁨, 즐거움, 흥미, 자부심, 만족,

는 데 그친다고 한다.

감사, 존중, 희망 같은 긍정정서를 유발시키고 함

성과가 높은 기업은 연계성도 25.04를 넘지 않는

양하게 해 준다.

다. 연계성이란 일종의 팀워크를 측정하는 수치로

구글이 왜 단기간에 그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이

전체 팀원 중 동조하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는 팀

됐을까를 생각해 보자! 직원들이 원하는 근무 환

원의 비율을 말한다. 즉 연계성이 25.04라는 것은

경을 만들어 주고 그들이 가장 행복하게 일할 수

전체 팀원이 20명일 때 나머지 팀원들과 단절된

있도록 격려하며 배려해주고 존중하는 긍정 환경

사람이 5명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이 있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생각은 긍정 환경에

수익성은 팀으로 일했을 때 개별적으로 일했을

서 나오며 그 속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수

때보다 프로세스 이익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보

있다.

여주는 수치다. 적어도 수익성이 14.56% 이상이
어야 성공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적자에 시달리는 광업 기업의 수치는

행복은 조직을 번성시킨다
긍정심리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긍정심리학

이론과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긍정조직 이론이
속속 탄생하고 있다. 이제 긍정심리학이 기초 과
학에서 응용과학으로 진보하는 것이다.
프레드릭슨과 로사다Losada는 기업의 긍정정서를
높이면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그만큼 성과가
향상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매년 10% 이상의 손실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한 글로벌 광업 기업의 긍정성을 변화 학습 프로
그램 모형에 따라 조사했다. 모형은 첫째, 사람들
이 얼마나 질문했는지 혹은 변호했는지, 둘째, 사
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 혹은 부정적이었
는지, 셋째, 사람들이 얼마나 타인중심적이었는지
혹은 자기중심적이었는지, 넷째,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저항했는지, 다섯째, 부정적인 사건들 때
문에 해를 입지 않으려고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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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이들은 기
업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긍정교육을 실시했다. 9
개월에 걸쳐 긍정적인 피드백과 긍정관계를 통한
긍정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집중으로
한 후 다시 측정한 수치는 놀라웠다. 긍정교육 이
후 4개 팀의 프로세스 이익은 평균 42.15% 증가
했고, 정서 영역은 교육 전 평균 19.05%에서
59.29%까지 확장됐다. 연계성 수준도 39.19%에
서 19.71%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긍
정·부정정서 비율도 평균 1.15에서 3.56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자 처음에는 긍정교육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CEO도 조직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인정했다.

긍정교육이 그동안

조직을 구속하던 매듭을 풀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예전에 비해 달라졌으며, 서로에 대한 신
뢰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을

한국긍정심리연구소 소장, 안양대학교 교수 우 문 식

불쾌하게 만들지 않고 의견을 제시하는 법을 배
웠고, 자신의 성공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행복은 학교성적까지 올려 준다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학부모 행복 교육 시간에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

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긍정심리학의 주요

게 키우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요소들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박사학

“행복하게요.” 라고 대답한다. “그럼 지금 행복하

위 논문을 썼다.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을 긍정심

게 키우고 계세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면 대답

리학을 주제로 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경영은

하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다. 왜 그럴까? 행복에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행복해야 조직의 성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과를 높이며, 그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긍정심

고 공부를 못할까봐 그렇게 되면 경쟁에서 뒤져

리학이라는 확신을 갖고 설득을 해서 천신만고

질까봐 불안한 것이다. 하지만 긍정심리학의 행복

끝에 2013년 학위를 받았다. 제목은 < 긍정심리

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뿐아니라 기본

의 긍정정서와 성격강점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

의 학업 성적도 올려준다.

향>이다. 긍정심리학의 요소 중 긍정정서와 성격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성)강점을 선행변수로 채택하고, 조직시민행동

긍정(행복)교육이 필요하다. 긍정심리학의 행복

을 중재변수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조직성과

만들기 도구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강요가 아닌

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로 채택했다.

개인의

스스로 좋아서 참여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긍정심리가 조직발전을 위한 행위의도에 어떤 영

는 대부분 심리상담사가 배치돼 있다. 하지만 일

향을 미치며, 이런 결과는 긍정심리가 조직성과

반 심리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국과 유럽에

증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행위의도를 통해

서는 이미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까지 긍정교

서도 조직성과 증진을 위한 조직몰입도와 직무만

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유치원부터 시키

족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 것이다. 분석을 통

고 있다.

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셀리그만을 중심으로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긍정심

긍정정서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조직시민행동

리학응용센터 연구팀이 미국 스트래스헤이븐스쿨

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과 호주 질롱그래머스쿨 등에서 긍정교육을 실시

다. 또한 성격(인성)강점도 조직몰입, 직무만족

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긍정교육은 우울증과 불

및 조직시민행동에 대해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안증의 해독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삶의 만족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와 시

도를 높여주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사하는 바는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긍정심리학

학습 성취도까지 향상시켰다.

의 주요변수인 긍정정서와 성격강점이 개인차원

긍정교육의 내용은 긍정심리학의 5가지 요소와

을 넘어 조직의 조직성과 증진을 위한 주요 변수

성격강점인 팔마스의 연습도구로 구성된다. 부정

인 조직시민행동과 조직 몰입, 직무 만족에 어떤

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긍정심리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학의 특성은 긍정교육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대표

긍정심리학에서

성격강점은

강점을 찾고 긍정정서와 긍정관계, 회복력, 감사,

모두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변수들인 조직몰

의미, 몰입 등 행복을 만들기 위한 도구를 가르치

입, 직무만족 및 조직시민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

는 것으로 긍정교육은 진행된다.

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검

긍정교육은 별도로 긍정교육만을 위한 시간을 내

증은 우리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지속적 성장

지 않고도 얼마든지 재구성 할 수 있다. 긍정교육

을 위해선 직원 선발과정부터 배치, 교육, 승진에

을 선구적으로 실시했던 질롱그래머스쿨 교사들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의 행복에 더 많은 관심과

은 학과목 수업, 스포츠 활동, 목회 상담, 음악,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긍정교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영

제시된

긍정정서와

아이들이 놀기만 하

어 교사는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읽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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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소설 자체는 우울한 내용이지만 학생들에

는 성격강점들과 그 밖의 긍정심리학 개념 및 기

게 주인공의 강점과 그 강점들이 어떻게 좋은 면

술 토론, 수업 중 활동 주 1회, 긍정심리학 연습

과 어두운 면을 모두 갖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도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실생활 숙제, 성찰

다. 또한 회복력을 이용해 아서 밀러의 『세일즈

일기가 포함됐다.

맨의 죽음』과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

스트래스헤이븐스쿨에서 이 같은 긍정심리학 프

는 등장인물의 파국적 사고방식을 설명하기도 한

로그램을 시행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다.

이 프로그램은 호기심, 학구열, 창의성의 3가지

수사학 교사는 말하기 숙제를 ‘망신당한 순간에

강점을 향상시켰다. 이 결과는 해당 학생이 긍정

대해 발표하라’와 같은 부정적인 주제를 ‘타인에

심리학 집단과 통제 집단 중 어디에 배정됐는지

게 소중한 사람이었던 순간에 대해 발표하라’로

모르는 교사들의 보고서를 통해 얻은 것이다. 이

바꾸었다. 실습 교사는 ‘감사일기’의 감사한 일을

프로그램은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몰입과 즐거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학생들은 ‘이번 주

움을 증가시켰다. 이 효과는 일반 수업에서 특히

의 강점’을 잘 발휘한 학생을 지명한다. 음악 교

두드러졌다. 긍정심리학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사는 회복력 기술을 이용해 망쳐버린 연주에서

11학년 내내 일반 언어학 점수와 작문 기술이 향

낙관성을 이끌어낸다. 모든 학년의 미술 교사는

상됐다. 우등반에서는 학점 부풀리기가 만연해 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을 가르친다.

부분 학생이 A학점을 받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질

이처럼 질롱그래머스쿨은 따로 시간을 할애해 독

여지가 거의 없다. 중요한 점은 행복이 교실 학습

립적으로 긍정교육을 하는 한편 기존 수업에 긍

의 전통적 목표인 학습을 약화시키지 않았다. 오

정교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도 실시했다. 이 교육

히려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을 총괄했던 셀리그만은 긍정교육을 실시한 후

긍정심리학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술, 즉 사랑, 협

질롱그래머스쿨은 크게 변했다고 말했다. 학생들

동심, 자기주장, 자기통제를 향상시켰다. 학부모와

은 물론 교사들까지 모두 밝고 행복하고 의욕에

교사 양측의 보고서에 기초한 결과다. 학부모들의

넘쳤다. 행복한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지원자도

보고서에 따르면 나쁜 행동 역시 감소했다. 행복

대폭 늘고, 학교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 기부금도

과 인성이 함양된 것이다.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호주의 질롱 크래머 스쿨은 1학년부터 12학년까

필라델피아 외곽에 있는 스트래스헤이븐스쿨에서

지 있으며 교사가 200명, 학생은 1200명이다.

는 14세에서 15세인 9학년 학생, 347명을 언어

2008년 마틴 셀리그만과 레이비치 캐런은 긍정심

학 수업 두 집단에 무작위 배정했다. 그리고 한

리학 교육자 15명과 함께 호주로 날아가서 2주

집단에는 언어학 수업에 긍정심리학 교육과정을

동안 질롱 그래머스쿨 교사 200명을 훈련시켰다.

포함시키고 다른 집단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참

9일 훈련 과정에서 그들은 먼저 교사들에게 그들

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프로그램 시행 전, 시

의 삶에서 긍정심리학의 행복연습 도구 사용하는

행 직후, 2년 후에 각각 표준 설문지를 작성했다.

법을 가르쳤다. 그런 다음,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

학생들의 강점, 사회적 기술, 행동 문제, 학교생활

고 그 행복연습 도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법

을 즐기는 정도를 조사했다. 덧붙여 그들의 성적

에 관한 교육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교사들

도 확인했다. 이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은 2주 여름휴가를 보수 없이 반납했다.

는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대표 강점을 확인하게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긍정심리학의 행복연습 도

도와주고, 둘째, 일상생활에서 이 강점의 활용을

구들을 적용해서 가르쳤다. 교육을 받은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목표에 더해 회복력, 긍정

은 어떻게 변했을까?

정서, 의미, 목적, 긍정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긍

질롱 그래머스쿨의 모든 여섯 살배기처럼 케빈은

정심리학 개입을 시도했다. 교육 과정은 80분 수

교복을 갖춰 입은 1학년 급우들과 함께 반원으로

업, 20회 이상으로 9학년 내내 시행됐다. 여기에

앉아 하루를 시작한다. 선생님을 쳐다보며 질문이

84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아이들

한국긍정심리연구소 소장, 안양대학교 교수 우 문 식

들릴 때마다 케빈은 손을 번쩍 든다. “여러분, 어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직장인들은 누구나 스트

제 저녁에 잘 되었던 일(감사한 일)이 뭐였어요?”

레스를 받는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도움이

서로 대답하려 조바심치며 몇몇 1학년생들이 짧

된다는 일부 연구 결과도 있지만 조직에서 적당

은 일화를 털어놓는다. “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는가? 강의나 교육을 하

거 먹었어요, 스파게티요.” “형하고 체스했는데 이

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직급

겼어요.” 케빈이 말한다. “저녁 먹고 나서 누나랑

이 올라갈수록

같이 현관을 청소했어요. 다 하니까 엄마가 저희

과도한 스트레스는 식욕부진, 불면, 성기능저하,

를 껴안아주셨어요.”

무기력, 우울증, 분노, 감염성 감기를 유발시켜 여

선생님은 케빈의 말을 잇는다. “잘 되었던 일을

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초래한다.

이야기하는 게 왜 중요하지요?” 그는 머뭇거리지

나는 긍정심리학 행복 도구들을 활용하기 전 까

않는다.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케빈, 더 할 이

지만 해도 한주에 1,2번 정도 감기를 자주 앓았

야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엄마는 매일 제가

다. 스트레스에 의한 감염성 감기다. 사업적으로

집에 가면 잘 되었던 일을 물어 보세요. 얘기하면

어렵다보니 매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되었던

엄마가 행복해해요. 엄마가 행복하면 모두 다 행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긍정심리학을 공부하

복해요.”

고,

엘리즈는 양로원에서 이제 막 돌아왔다. 그녀와 5

지 않는다. 행복이란 긍정정서가 부정정서를 상쇄

학년 학생들이 ‘제빵학’ 프로젝트를 완수한 곳이

시킨 것이다.

다. 그 프로젝트에서 요리사인 존 애쉬튼이 자기

긍정정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뒷받침하

외할머니의 빵 만드는 법을 4학년 학생들에게 가

는 연구 결과는 많다. 그 중 하나가 카네기멜론

르쳤다. 그런 다음, 아이들은 양로원을 방문해서

대학 심리학 교수인 셀던 코헨의 연구결과다. 그

노인들에게 그 빵을 나눠 드렸다.

는 정서와 감염성질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맨 먼저 저희는 우수한 영양섭취에 대해 배웠어

실험대상자들의 정서를 측정한 후 코감기를 일으

요.” 엘리즈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건강한 음식

키는 리노바이러를 투여해 실제로 감염시켰다.

을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요. 하지만 그것을 먹지

정서는 여러 번의 인터뷰와 검사를 통해 측적했

않고 다른 분들께 드렸어요.”

다. 긍정정서는 ‘원기 왕성하다’ ‘활기차다’ ‘행복

“네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준비한 음식을 먹

하다’ ‘태평하다’ ‘평온하다’ ‘명랑하다’로 면접자가

지 않는 일이 힘들었지? 냄새가 정말 좋았는데.”

각 정서 수준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부정정서는

“아뇨, 정반대에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단언했

‘슬프다’ ‘우울하다’ ‘불행하다’ ‘신경질적이다’ ‘적

다. “처음에 저는 할아버지들을 무서워했어요. 하

대적이다’ ‘분노한다’ 등의 감정을 측정했다. 그런

지만 제 마음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는 것

다음 모든 실험 대상자의 콧속에 리노바이러스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일을 또 하고 싶어요.”

뿌려 넣고 계속 관찰하며 6일 동안 격리시켜서

엘리즈의 대표 강점은 호기심. 학구열, 끈기, 친

감기에 걸리게 내버려두었다. 감기에 걸렸는지 여

절, 사랑이다. 인성강점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부는 감기 증상에 대한 자기 보고서를 통해 주관

엘리스는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휘해서 이 프로

적으로 측정하고, 콧물의 양을 재고 코 막힘을 통

젝트를 훌륭하게 마쳤으며 더 행복해 졌고 인성

해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도 길러졌다. 엘리즈의 절친한 친구가 재빨리 끼

결과는 놀라웠다. 리노바이러스 주입 이전에 긍정

어들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건

정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중간 수준 사람보다

비디오게임을 하는 것보다 기분이 더 좋아요.”

더 적게 감기에 걸렸다. 그리고 중간 수준 사람들

스트레스 질도 달라진다. 이러한

행복 도구를 실천하면서부터 거의 감기를 앓

은 긍정정서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더 적게 감기
에 걸렸다. 긍정정서의 영향은 양방향으로 작용한
행복하면 감기도 안 걸린다

다. 즉, 높은 긍정정서는 중간 수준에 비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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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더 튼튼하게 해주고, 낮은 긍정정서는 중간

방법이 없다. 사실 성격 차이는 문제로 삼지 않으

수준에 비해 사람들을 더 병약하게 만든다.

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증거로 결혼

부정정서의 영향은 긍정정서보다는 크지 않다. 부

전에는 성격이 달라도 비교적 잘 지낸다. 그런데

정정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보다

결혼한 후에는 그 성격이 문제가 된다. 결혼 전

더 적은 수가 감기에 걸리지만 그 차이가 크지

한참 눈에 콩깍지가 씌워 미처 보지 못했을 수도

않다.

있지만 그보다는 결혼 전에도 분명 알고 있었던

긍정정서는 어떤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의해 감기

성격인데 사사건건 거슬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환자 수를 줄이는 걸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성격으로 변하라 요구하

요인 즉, 수면, 식단, 스트레스, 운동에 의한 차이

며 갈등을 빚다 ‘성격차이’를 들먹이며 이혼서류

를

‘인터류킨

에 도장을 찍는다. 사회분위기도 부부가 성격이

-6(interleukin-6)’이라는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

맞지 않으면 못산다고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질인 것으로 밝혀졌다. 긍정정서(PES) 수준이 높

느낌을 가끔 받기도 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다.

을수록 인터류킨-6(IL-6) 수준이 낮아지고, 따

타고난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배우자의 성

라서 염증이 더 적게 발생했다.

격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배제했을

때

결정적인

차이는

큰 의미도 없다. 서로의 성격 차이만 인정하면 모
든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하지만 성격 차이
행복하면 성격도 바뀐다

를 인정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2015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긍정심리학의 행복이 필요하다. 셀리그만

한 해 33만 쌍이 결혼을 하고 11만 쌍이 이혼을

은 성격 강점으로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했으며,

한다고 한다.

프레드릭슨은 긍정정서로 성격을 바꾸어 줄 수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접하니

있다고 했다.

비로소 이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성격이 바뀌지 않고 성격차이가 문제였다면 나는

있었다.

수십 번도 더 이혼을 했어야 마땅하다. 나같이 성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격이 급한 사람도, 우리 부부같이 성격이 안 맞는

특히 부부는 가정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부부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지금 행복한 결혼생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긍정정서’와 성격강점이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고,

만들어 준 행복 때문이다.

일터에서 행복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그런데 부부

지금까지 왜 행복이고, 왜 행복이 경쟁력인지 알

의 행복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니 긍정심리

아봤다. 긍정심리학의 행복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

학 전문가인 나로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려야 않

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

을 수가 없다.

문이다.

가정의 행복, 더 나아가 일터의 행복, 사회의 행
복을 위협하는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 그 방법을 찾으려면 이혼 사유부터 알아야
한다. ‘2015년도 사법연감’에 의하면 가장 큰 비

Ⅲ. 긍정심리학의 행복

중을 차지하는 사유가 ‘성격차이’다. 무려 45.8%
가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지목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하지만 각종 통계

‘성격차이’라는 것만큼 애매하고 위협적인 것도

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한

드물다. 성격은 사람마다 다르다. 성격은 유전자

다. 왜 그럴까?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의 영향을 많이 받아 태어날 때부터 다른데, 이를

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네가지로 꼽는다. 첫째,

인정하지 않고 성격차이를 문제 삼는다면 해결할

과도한 물질주의, 둘째, 지나친 경쟁, 셋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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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과에 대한 그릇된 인식, 넷째, 비교하기이다.

은 긍정정서가 높은 상태이고, 인지적 만족은 자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혹은 일, 사랑, 자녀 양육,

작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러한 사회

여가생활 같이 중요한 영역별로 평가했을 때 긍

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에 대한 인식의

정적인 상태를 말한다. 긍정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오류라고 생각한다. 행복을 원한다면 진지하게 행

부정정서를 적게 경험할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

복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아지며,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혹은 영역별 평가에

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

서 긍정적일 때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력을 해야 하는 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의 행복은 순간적이고 주관

분 행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맹목적 집착을 갖

적으로 느끼는 마음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고 있다는 것이다.

이젠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

행복이란 개념에는 참되게 살아온 개인의 삶이

면 행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식의 전환이 필

포함된다. 이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

요하다.

다. 참됨(Authenticity)은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아주 오래전부터

휘함으로써 만족과 긍정정서를 자아내는 행위를

철학자들은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

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참된 삶의 모습은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

긍정심리학의 미덕과 강점을 일상에서 발휘하는

다. 그러면서 행복도 진화했다. 르네상스 시대 3

것을 말하는데, 미덕과 강점에는 도덕성과 선한

대 거장으로 불리는 라파엘로Raffaello의 그림

품성의 개념이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삶

<아테네 학당>을 보면 중앙에서 왼쪽이 플라톤,

의 모습이란 올바르고 깨끗한 도덕적 행동을 말

오른쪽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로 이들이 학

한다.

당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왼손에

연구자는 최근 들어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들려 있는 책이 ‘행복론’이 담긴 책(니코마코스

것이 역경을 극복해주는 회복력(resilience)이라고

윤리학)이다. 이미 그때부터 행복을 가르치고 배

강조를 많이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많

않는 크고 작은 역경을 겪는다. 하지만 똑같은 역

은 사람들이 행복을 가르치고 책을 썼지만 긍정

경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심리학이라는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일어나 더 강해진다. 회복력에 의해서이다. 회복

이 나오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행복을 지속시키

력이 약하면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

고 증진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다. 이렇게 네가지인 정서적 기쁨. 인지적 만족,

못했다. 지금까지의 행복은 대부분 추상적(행복은

참된 삶, 역경을 이기는 회복력이 행복이며, 이

내 안에 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선물이다 등)이고,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 증진시켜서 행복을 만들

관조적(내려놓으라, 버려라, 멈춰라 등), 조건적(좋은

어주는 것이 긍정심리학이다. 긍정심리학은 행복

대학 들어가면, 좋은 집, 좋은 차, 명품백이 있었으면),

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감각적, 감정적(맛있는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성간 접

더 행복해 질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과학적으

촉)이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행복에 도움은 되나 지극

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히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사라진다.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이 과학이라는 대표적인 과

최근에는 행복이 일시적이고 감정적, 감각적 즐거움보

학적 근거는 행복은 진보한다는 조너선 헤이트의

다 더 광의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행복은 과학

‘행복의 가설’과 마틴 셀리그만 등의 행복을 과학

이며 진화한다는 것이다. 최초로 행복을 과학적으로

적으로 증명한 ‘행복 공식’이다. 연구자는 2014년

연구한 사람은 에디 디너다. 그는 주관적 안녕감이란

<<행복 4.0>>을 통해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

이론에서 행복을 정서적 기쁨과 인지적 만족이라고 했

명하고 연구자가 연구한 내용을 근거로 행복에

다. 정서적 기쁨은 화, 분노, 불안, 무기력 같은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부정정서가 적고 성취감, 감사, 즐거움, 자신감 같

차기 긍정심리학 리더로 지목받고 있는 뉴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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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경영대학원 교수인 조너선 헤이트는 3,000년

믿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

동안 이어온 세계의 10대 위대한 사상(지혜)을

행복 2.0은 ‘행복은 안과 밖에 있다’라는 것이다.

통해 행복 가설을 세우고 세계의 문명이 빚어낸

석가모니는 인도 북부지방을 다스리는 한 왕의

사상 한 가지씩을 통해 행복을 증명해냈다. 최초

아들이었다. 그가 처음에 싯다르타 고타마라는 이

의 행복 1.0은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름으로 세상과 인연을 맺었을 때 항 예언자로부

서 온다’

터 왕은 그의 아들이 궁안에 있으면 어진 임금이
되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

부처가 되어 왕국에

등을 돌릴 운명이라는 예언을 들었다. 그래서 아
들이 장성하자 그를 감각적인 쾌락으로 묶어두고
그의 마음을 어지럽힐 어떤 것과도 접촉하지 않
게 했다. 젊은 왕자는 한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했
고 그 외에도 많은 아름다운 후궁들에 둘러싸여
궁궐 아주 높은 곳에서 어떠한 불편함도 없이 양
육되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생활에 싫
증이 났고 바깥세상이 궁금해졌다. 결국 그는 아
라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돈이든 명예든

버지를 설득하여 3일간 전차를 타러 나가도 좋다

권력이든 손에 넣으면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

는 허락을 받았다. 전차 산책을 나가는

다고 믿었다.

침, 왕은 늙고 병들거나 몸이 불구인 자들은 집

“나는 여러 가지 큰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왕

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자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다.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그러나 한 노인이 길가에 남아 있었고 왕자는 그

심어 보았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를 보았다. 왕자는 전차를 모는 전사에게 저 이상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 본 적이

하게 생긴 생명체가 무엇인지 물었고 그 전사는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 떼를 가져 보

왕자에게 모든 인간은 늙는다고 대답했다. 왕자는

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

큰 충격을 받은 채 궁궐로 돌아왔다. 다음날의 소

의 보물도 모아 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풍에서는 병에 걸려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남자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를 만났다. 이에 대해 그는 더 많은 설명을 들었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

고 역시 놀란 마음으로 궁궐에 돌아왔다. 세 번째

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날에 왕자는 거리에서 시체가 실려가는 것을 보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았다. 이것이 마지막 결정타였다.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모든 인간의 피할

삼가지 않았다. ……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왕자

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는 비통하게 외쳤다. “전차를 돌려라! 지금은 소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풍이나 즐길 때가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전도

파멸이 임박해 있는 데 이렇게 무심할 수 있단

서> 2장 4~11절)

말이냐?” 결국 왕자는 아내와 후궁들을 뒤로한 채

이 글은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이 자신의

길을 떠났다. 그는 숲으로 들어가 깨달음을 향한

삶과 함께, 행복과 만족을 추구했던 그동안의 행

여행을 시작했다. 드디어 도를 깨친 후 석가모니

적을 돌아보며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을 보

는 인생은 고해이며 이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날

면 그는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쾌락, 성취, 명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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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생명에 매이게 하는 모든 집착을 끊어버리

의 플로리시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

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만큼 긍정심리학의 행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

똑 같은 시기 서양의 많은 사상가들도 질병, 노

다는 것이다. 긍정심리학과 함께 과학도 발달했

화, 죽음 등 석가모니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현실

다. 첨단기술 덕분에 행복 측정은 물론 온갖 정신

을 목격했지만 그와는 아주 판이한 결론에 도달

장애를 측정하고 범주화하고 각 장애의 신경학적

했다. 즉 인간은 사람을 사랑하고 목표나 즐거움

토대를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행복을

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인생을 최대한 만끽해야

지속적으로 증진 시킬 수 있는 방법과 효과적인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은 안에서 온다. 그리

긍정심리치료법 개발로 이어졌다. 마틴 셀리그만

고 행복은 밖에서도 온다는 것이다.

은 바로 이 신기술들을 이용해서 긍정심리학의

행복 3.0은 행복은 사이(관계)에서 온다는 것이

팔마스와 인간의 즐기는 능력, 문제를 파악하는

다. 다양화되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사이, 즉 관계

능력 등을 측정하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 중요하다. 내 의식과 행동, 나와 너, 나와 가

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족, 나와 직장 동료들, 보수와 진보, 나와 신과의

다.

사이까지 다양한 사이를 분열과 갈등 없이 잘 풀

연구자는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긍정심리학을 연

어갈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삶을

구하고 있으며 그 속에 있는 실천도구를 내 삶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생 안에서

속에 적용해오고 있다. 세계적인 긍정심리학 석학

의 목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들의 연구와 내 연구를 종합해볼 때 ‘행복은 만드

그 답은 인간이 어떤 종류의 생명체이고 얼마나

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열된 존재인가를 이해할 때

2014년 11월 『행복 4.0』을 통해 새로운 긍정

비로소 찾을 수 있다고 헤이트는 말한다. 우리는

심리학의 행복 4.0 개념을 제시했다. 행복 1.0은

사랑과 애착이 필요한 사회적인 생명체이며, 뭔가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온다’, 행복

에 숙달되기를 원하고 자기 일에 몰입할 수 있는

2.0은 ‘행복은 안과 밖에 있다’, 행복 3.0은 ‘행복

부지런한 생명체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수(이성)

은 사이에 있다’, 행복 4.0은 ‘행복은 만드는 것이

이자 코끼리(감정)이며, 우리의 정신 건강은 이

다’이다.

둘이 얼마나 서로 협력하고 각자가 상대의 강점

행복은 불행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반대로 불행

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행

역시 행복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불행하지 않다

복은 사이에있다는 것이다. 식물이 잘 자라기 위

고 행복한 것이 아니며 행복하지 못하다고 불행

해서는 햇빛과 물과 좋은 토양이 필요하듯 인간

한 것이 아니다. 행복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에게는 사랑과 일,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어떤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행복하지 않다고

것과의 접속이 필요한 것이다. 나와 타인, 나 자

생각하는 사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행복

신과 나의 일, 그리고 나 자신과 나 자신보다 더

하지만 더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큰 어떤 것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애쓰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행복 4.0이다.

행복 4.0은 행복은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셀리

지금까지 행복이 왜 경쟁력인지, 그 경쟁력을 만

그만과 피터슨, 류보머스키는 “행복은 만들 수 있

들어 주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

다”라고 말했다. 셀리그만은 행복이 좋은 유전자

을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긍정심리학의 행

나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이올린 연

복과 행복 4.0을 통해 행복은 만들 수 있다는 사

주나 자전거 타기 기술같이 부단한 연습과 노력

실을

으로 만들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셀리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다른 목표를 달성

그만은 2011년 긍정심리학의 새로운 이론을 그의

하기위해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래서 긍정

저서 『플로리시』에 발표하면서 “나는 이제 당신

심리학의 행복은 경쟁력이라는 것이다.

알아봤다. 긍정심리학의 행복은 행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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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6
미덕을 통한 진정한 행복교육
-버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권영애 | (사) 한국버츄프로젝트 이사, 전 손곡초교사
Ÿ 청주교대 초둥교육과 학사
Ÿ 가천대 일반대학원 아동복지학 석사
Ÿ 가천대 일반대학원 교육상담 및 심리 박사과정
Ÿ
Ÿ
Ÿ
Ÿ
Ÿ
Ÿ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

(사) 한국버츄프로젝트 이사
한국버츄아카데미 부원장
버츄1004리더연구회 회장
서울시교육청 직무연수 강사
경기도교육연수원 직무연수 강사
아이스크림교육연수원 직무연수 강사

< 저서 >
Ÿ 그 아이만의 단 한사람, 2016/ 아침독서신문 교사, 부모추천도서. 현재10쇄
Ÿ 자존감, 효능감을 만드는 버츄프로젝트 수업, 2018/ 현재 8쇄
Ÿ 주요 연구실적 및 저서
Ÿ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 1등급(2013),3등급(2008)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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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덕을 통한 진정한 행복교육
- 버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권영애 | (사) 한국버츄프로젝트 이사, 전 손곡초교사

Ⅰ. 들어가며
1. 행복교육의 필요성
2017.05.01. 연세대 사회발전 연구소가 유니세
프의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지수를 활용해 전국
초중고교생 73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

2. 행복과 긍정심리학

리나라 학생의 건강 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등에 관한 주관적 행복 지수는 조사대상
22개 OECD 회원국 중 20위(88점)이라고 한다.
빈곤 가정 비율이나 교육 자재, 책 보유 비율 등
으로 조사한 ‘물질적 행복지수’에선 핀란드(118

최근 행복을 연구하는 긍정심리학의 등장은 피
상적 행복을 구체적으로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과
학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가 류보머
스키, 리켄, 셀리그만의 ‘행복 공식’이다.

점)에 이어 2위(115점)인 것과 대조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중 20%가
‘자살충동’을 경험했다는 조사내용이다.
(2016.05.03.뉴스천지) 물질적 풍요로움에 비해
학교 중시의 교육열과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청소
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인 자아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행복감이 추락한 우리 아이들의
아픈 현실이다. 교육의 주요목적은 행복한 사람을
기르는 것에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주
관적 수준의 행복감 뿐 아니라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의 행복감까지 느낄 수 있는 행복 역량을 강화
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 되었다.

S(set point)는 유전인자처럼 이미 설정된 값이
고, C(Circumstances)는 환경 등 삶의 조건이며,
V(Voluntary Activities)는 자발적 행동을 말한다.
이중 C와 V가 변경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이에 집

어떻게 하면 교사도 아이들도 매일 매일 긍정적

중해야 한다. 삶의 환경은 생각보다 우리 삶의 행

정서가 넘치는 즐거운 교실, 행복한 생활공동체로

복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오히려 자발적인 활동

서로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즉 강점, 긍정, 정서, 몰입, 관계 등이 삶에 미치

까? 또 아이들의 행복이 부모들에게까지 행복감

는 영향이 크고 중요한 것으로 본다.

을 주는 행복 도미노 교실을 만들 수 있을까? 나

샐리그만은 ‘진정한 행복 이론’에서 행복한 삶은

는 그 답을 버츄프로젝트를 활용한 <미덕 깨우는

‘즐거운 삶, 몰입, 의미 있는 삶’으로 설명한다. 행

과정>에서 찾았다.

복은 삶의 ‘만족도’의 증가로 3요소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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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6 미덕 깨우는 과정이 행복교육이다

첫 번째 요소는 '긍정적 정서'다. 이는 우리가 느
끼는 것. 쾌락, 황홀, 희열, 따뜻함, 안락 등이다.

3. 행복과 성격강점
긍정심리학의 연구주제는 크게 긍정 상태, 긍정

평생 이러한 감정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삶

특질,

을 그는 '즐거운 인생'이라고 부른다.

만,2008) 성격 강점은 긍정심리학의 세 가지 연

두 번째 요소는 '몰입'이다. 몰입은 특정 활동에
깊이 빠져들어 시간조차 지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긍정

기관의

3가지로

구분된다.(권석

구 주제 중 긍정 특질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기존 심리학이 인간의 부정적 특질에 집중하다
보니 긍정적 특질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에, 보

세 번째 요소는 '의미'다. 우리는 게임을 할 때

편적인 사람들이 자기 특질을 실현시키는 데 도

몰입하지만 다 하고 나면 왠지 허무한 기분이 든

움을 주기 어려웠다. 이에 긍정적 특질을 체계적

다. 인간은 본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한다.

으로 분류하고 이해하려는 긍정 심리학이 등장하
게 된 것이다. 이는 개인은 자신이 가진 대표강점

그 이후 샐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은 진보하여
‘행복’보다 넓은 개념의 ‘플로리시’로 발전한다. 샐

과 미덕을 알아차릴 때, 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
고 자아실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리그만은 ‘플로리시’를 위한 웰빙이론을 발표하면
서 긍정심리학의 목표를 수정하였다. ‘행복을 위

성격강점이 주는 큰 의의는 다음과 같다.

한 삶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삶에서 ‘웰빙을 위한

첫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인 ‘감정’

플로리시’로 수정한 것이다. 셀리그만은 '웰빙'과 '

과 달리 환경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희열, 행복

행복'을 구분해서 설명한다. 그에게 ‘웰빙’은 구조

감을 유지시켜준다. (샐리그만, 2006)

물이고 ‘행복’은 실물이다. 즉, 행복은 삶의 만족

둘째, 재능과 능력은 성격 강점에 비해 좀 더 선

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는 수치로 나타낼 수

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며 구체적인 성과에 의 해

있지만 웰빙은 그렇지 않다. 웰빙은 여러 가지 요

가치를 지니지만 성격 강점은 그 자체로 긍정적

소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며 이들이 웰빙에 영향을

인 가치를 지닌다. (권석만, 2008)

끼친다. 셀리그만 역시 과거에는 '행복'이 긍정 심
리학에서 추구해야 목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

Peterson과 Seligman(2004)을 비롯한 긍정심리

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웰빙'이라고 수정한 것

학자들은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성격적 강점과

이다.

좋은 품성에 대한 VIA 분류체계를 제시 하였는
데, 지혜, 자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의 6개의

그렇다면 행복과 웰빙은 어떻게 다른 걸까?

중심 덕목이 있다. 그리고 그 하위에 24개의 심리

웰빙은 긍정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로 이루

적 속성을 더하여 세분화 하였다. VIA 분류체계

어진다. 기존 3가지에 관계와 성취가 추가되었다.

에 반영된 강점들은 인간의 행복과 자아실현에

플로리시(flourish)는 웰빙을 측정하는 기준 이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강점들로 이루어져

플로리시는 크게 핵심 요소와 추가 요소로 나뉜

있다.

다.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정서, 몰입,

가.

의미이고 추가 요소는 자존감, 낙관주의, 회복탄

정서지능, 예견력)

력성, 활력, 자기결정능력 , 긍정적 관계 등이다.

나. 용기(용감함, 끈기, 정직, 열정)

이때 성격 강점의 중심도 ‘진정한 행복이론’에서

다. 사랑과 인간애(친절, 애정능력, 사회성)

‘몰입’을 이루기 위한 요소로 보던 것을 긍정심리

라. 정의감(협동정신, 공정성, 리더쉽)

학 이론이 ‘플로리시’로 발전한 후 ‘플로리시’를

마. 절제력(자기통제력, 신중함, 겸손)

이루기 위한 긍정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 등

바. 초월성(감상력, 감사, 희망, 영성,용서,유머)

지혜(호기심,

학구열,

판단력,

창의성,

5요소 전체를 이루기 위한 기반으로 본다.
대표 강점들의 특징은 ① 내 강점에 대해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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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내 모습’ 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을 확인
하고 소유감과 자신감이 생긴다. (“ 이게 진짜 나
야”). ② 내 강점을 드러낼 때, 특히 처음으로 큰
기쁨을 느낀다. ③ 네 강점을 활용하여 주제를 배

둘째, 성격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몰입 경험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성격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의
미 있는 경험으로 인식된다. (샐리그만, 2005)

우거나 일을 할 때 학습과 일의 속도가 매우 빠
르다. ④ 내 강점을 활용할 새로운 방법을 아주

마틴 샐리그만의 24개의 강점 중에서 성격강점

열심히 찾아낸다. ⑤ 내 강점에 따라 행동하기를

과 행복의 관계 연구를 종합해보면 감사, 사랑,

열망한다. ⑥ 내 강점을 발견할 때 오히려 기운이

열정 등의 정서적 강점이 창의성, 지식 등의 지성

난다. ⑦ 통찰과 직관으로 강점을 발견한다. ⑧

적 강점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내 강점을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일을

나타났다.(권석만, 2008)지혜 및 지식과 관련된

스스로 고안하고 추구한다. ⑨그 강점을 활용하여

강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강점과 삶의 만족도는

활홀경에 빠지기까지 한다. ⑩ 강점을 사용하고자

서로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과 자기

하는 내적 동기를 가진다.

실현을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적 강점과 덕성을

(Peterson & Seilgman, 2004)

잘 이해하고 찾아내어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자신의 대표 강점을 찾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활용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증명해주는 연

성격 강점과 행복연구의 한계점은 삶의 만족도나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 행복과의 관계에서 분석했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이 연구가 심리적 안녕등 삶의 전반적 측

첫째, 강점을 찾아내면 행복이 증가하고 우울증
이 감소된다. (Seilgman et al., 2005).
둘째, 일주일 동안 강점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면보다는 주관적 안녕에 제한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임영진, 2010).

행복이 증가하고, 비합리적인 신념이 감소한다.
(Seilgman et al., 2005).
셋째, 용기, 친절, 유머감각 등의 강점은 질병 회
복 속도와 관계가 있다. (Peterson, 2006).

첫째, 주관적 안녕과 관련을 보이지 않는 성격
강점은 무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
사, 낙관성과 같이 주관적 안녕과 밀접한 관련을

넷째, 성취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강점에 초점을

갖는 성격 강점에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신

맞춘다. 성취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그들은

중성, 겸손과 같이 주관적 안녕과 관련 없는 성격

생산성이 높고, 협력할 줄 알며, 자신의 재능을

강점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적절히 활용하고,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
다. (Cameron et al., 2003).
넷째, 강점에 초점을 맞추기 기법을 사용한 심리

둘째, 주관적 안녕, 즉 자신이 만족하는 지의 여
부를 중시하는 서구 문화권의 가치관이다. 동양
문화권에 삶의 만족도는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

치료는 ‘전통적인 심리치료’ 집단과 ‘심리치료와

는다.(Park & Huebner, 2005)

항우울제 병용’ 집단보다 더 좋은 치료효과를 보

차후 진행된 연구에서는 즐거움, 몰입, 의미의 세

인다. (Seilgman et al., 2006).

요소는 24개 강점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

성격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행복을 가
져다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던 강점들이 행복의 세 요소와도 높은 상관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격 강점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기 지각이
가능하게 된다.

즉 24개 성격강점을 독립변인으로, 삶의 만족도
를 종속변인으로 선정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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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르면, 24개 성격 강점 모두 삶의 만족도에

2011). 임인선(2014)은 우리나라 아동들이 행복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결과는 중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도 반복 검증되었

발견하고 계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

다.(피터슨 & 샐리그만, 2004)

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특정 강점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변량 대

김수연(2013)은 성격강점기반 행복증진 프로그램

부분을 설명할 것이라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음

을 통해 초등학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

을 의미한다.(김지영, 2011) 또 행복의 세 요소별

장하였다.

로 밀접히 관련된 강점들은 각기 달랐다. 즐거움
과 상관이 가장 높은 강점은 유머감각이었고, 몰
입은 활력과 호기심 및 끈기였으며, 의미는 영성

제니 후퍼는 ‘아이의 행복 플로리시’에서 아이를
위한 플로리시 프로그램을 5가지로 제시한다.

과 밀접히 연관되었다. 이는 준거 기준을 무엇으

첫째, 개인의 강점이다. 이는 우리의 선택을 이

로 삼는지에 따라 강조되는 강점이 달라질 수 있

끄는 내면의 나침반이며, 정체성의 일부이다. 자

음을 시사해준다.(김지영, 2011).

신의 강점을 발견해 선택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경험해야 한다.

한편 한 사람이 모든 성격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둘째, 정서적 행복이다. 낙관성, 감사와 같은 긍

지 살펴본 연구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정 정서를 통해 행복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다.

는 행복 증진을 위해 가능한 많은 성격 강점을

이는 긍정적 균형을 만들어내어 아이의 건강, 에

계발 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너지, 감정에 영향을 준다.

시사한다.(홍용희 외, 2013)

셋째, 긍정적 의사소통이다. 이는 신뢰를 쌓고
관계 형성하기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

4. 학교생활 행복감과 성격강점
청소년의 성격강점과 학교생활 적응도 간에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밝혀낸 연구(김정주, 2010)에

고, 조절할 수 있다.
넷째, 강점학습이다. 동기를 부여해서 결과를 얻
는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다.

서는 감사, 희망, 유머, 영성 강점을 포함한 ‘초월’

다섯째, 회복력이다. 좌절에서 다시 회복하는 방

에 해당하는 덕성이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을 높

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이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 ‘지혜

않고, 해결책을 찾는 힘이다.

와 지식’ 관련 덕성이 학업 적응을 높이는 데 가
장 큰 역할을 하였고, 사회성 적응과 유의미한 관

김종백, 김태은(2008)은 ‘학교 행복감’이라는 개

련이 있는 덕성은 ‘인간애’ , ‘ 초월성’ , ‘지혜와

념을 제시하며 이는 심리적 만족감과 정서적 안

지식’ , ‘ 절제’였다. 이용주(2010)의 연구에서는

녕의 상태라 정의한다. 이것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학구열, 끈기, 자기조절, 낙관성, 개방성, 지도력,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심리적 안녕, 학습활동 즐

용감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거움, 환경만족을 확인하였다. 김진경(2010)은 학

보고되었다. 성격강점의 특징은 학습과 훈련을 통

생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자아 존중감, 인권존중,

해 변화한다는 것이며,

교사 및 친구관계, 학습환경, 심리적 안정 등에서

바뀌고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느끼는 행복감을 ‘학교 행복감’이라고 보았다. 이
정화(2005)는 초등학생 대상의 행복감 측정 도구

아이들은 어떤 때에 행복할까? 샐리그만(2002)
은 개인이 자신의 긍정적 성품과 성격강점을 자

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정환경, 자아특성, 능력,
대인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각하고 계발하여 자신의 생활에 활용함으로써 즐

강영하(2008) 역시 암묵적 접근을 통하여 초등

거운 삶, 적극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행

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을 탐색한 결과, 자기존중

복감을

감, 낙관주의, 친구관계, 가정환경의 4가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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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추출하였다. 나는 강영하의 행복감 요인을

을 연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카드에는

기반으로 교육하였다.

미덕의 개념과 실천 방법, 나의 다짐의 내용이 담
겨있다. 한국 버츄프로젝트는 김영경 박사를

주

축으로 2003년에 발족,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5.

성격강점 행복교육 버츄프로젝트

성격강점기반 행복교육 차원으로의 대표적인 프
로그램이 버츄프로젝트다. 이는 인간에게 내제되

감사, 결의, 겸손, 관용, 근면, 기뻐함, 기지, 끈기,
너그러움, 도움, 명예, 목적의식, 믿음직함, 배려, 봉
사, 사랑, 사려, 상냥함, 소신 ,신뢰, 신용, 열정, 예

어 있는 긍정적인 덕성, 즉 미덕을 일깨우고 이를

의, 용기, 용서, 우의, 유연성, 이상품기, 이해, 인내,

연마하는 프로그램이다. 버츄 프로젝트를 통해 자

인정, 자율, 절도, 정돈, 정의로움, 정직, 존중, 중용,

신에게 이미 주어진 미덕을 발견하고, 하나하나

진실함, 창의성, 책임감, 청결, 초연, 충직, 친절, 탁

깨워 나가는 과정, 나아가 타인의 미덕을 발견하

월함, 평온함, 한결같음, 헌신, 협동, 화합, 확신

고 연마하는 과정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 과정은
대표미덕을 찾아 강점을 연마 시키는 과정 뿐 아
니라 그동안의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중점을 두지
않은 자신의 부족한 단점도 ‘성장 미덕’이라는

<표1> VIA 성격강점의 분류체계와 52미덕
구분

지혜와
지식

창의성
호기심
판단력
학구열
통찰력

용기

6.
7.
8.
9.

용기
끈기
정직
열정

신뢰, 용기, 끈기
정직, 근면, 진실함
결의, 한결같음, 열정
소신, 인내, 확신,

10.사랑
11.친절
12.사회성

헌신, 존중, 사랑, 친절,
너그러움, 배려, 봉사,
관용, 인정, 우의, 도움,
이해, 상냥함, 화합,

미덕(美德)은 사전적 의미로 ‘아름답고 갸륵한
덕행’을 의미한다. 미덕(virtues)은 좋은 것을 의
미하는 가치(values)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
데 엄밀히 보면 둘은 차이가 있다. 미덕(virtues)
은 시대나 장소, 세대나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는 문화상대
적이지만 미덕은 모든 문화권이 보편적으로 가치

인간애

있게 여기는 것이다. (한국버츄프로젝트, 2011)
버츄프로젝트는 1988년 캐나다 정신치료사 린다

협동, 정의로움, 명예
충직, 책임감,
신용, 믿음직함

절제

16.용서
17.겸손
18.신중성
19.자기조절

용서, 겸손, 자율, 절도,
정돈, 청결

초월성

20.심미안
21.감사
22.낙관성
23.유머감각
24.영성

탁월함, 평온함, 감사,
초연, 기뻐함

(JohnKeveriln)에 의해개발되었다. 현재 버츄프로
젝트는 전 세계 95개국의 가정, 학교, 직장, 지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많은 호응을 얻
김혜숙, 2012). 버츄프로젝트 창안자들은 인류사

예의

13.시민의식
14.공정성
15.리더쉽

의사이자 비종교학자인 댄 포포프(DanPopov), 그

고 있다. (Hancock, 2008; 김정규, 2010; 이은정․

창의성, 유연성, 기지
사려, 중용

정의

캐벌린 포포프(LindaKevelin Popov), 소아정신과
리고 월트디즈니사의 영상감독이었던 존 캐벌린

버츄프로젝트 미덕

1.
2.
3.
4.
5.

긍정적 해석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으로 좀
더 폭넓게 이루어진다.

세부 내용

회의 다양한 정신적 유산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300여 가지의 미덕을 발견하였고, 시공간을 초월
하여 존재하는 미덕을 52개 선정하였다.

버츄프로젝트의 52개 미덕이 VIA 성격강점의
분류체계의 세부 내용에 있는 강점을 좀 더 구체
적으로 보완할 뿐 아니라,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

1년이 52주임을 감안하여 매주 한 가지의 미덕

은 성장을 하기 위한 기회로 보기에 가르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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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장면이 다양한 잇점이 있다. 또 제니 후퍼의

은 1전략인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에서 중점적으

‘플로리시’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5전략이라는 구

로 다룬다. 일상생활에서 미덕을 발견하고 말하는

조적인 특징이 있어, 학교장면, 상담 장면, 가정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등 어느 곳에서나 강점을 기반한 행복 플로리시
과정을 실행할 수 있다.

첫째, 과정 미덕을 칭찬하거나 인정한다. 버츄프
로젝트에서는 결과에 대한 칭찬뿐만 아니라 과정

가. 버츄프로젝트의 목표

에 대한 인정도 중요하게 여긴다. 성적(결과)이

Virtue는 힘, 능력, 에너지를 의미하는 라틴어

좋지 않더라도, 열심히 공부한 ‘열정’과 끝까지 공

VIRTUS(비르투스)에서 유래되었다. 버츄프로젝

부한 ‘끈기’와 놀고 싶은 마음을 참아가며 노력한

트는 미덕을 발견하고, 말하고, 듣고, 실행할 수

‘인내와 목적의식’ 등의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있는 4가지 힘을 향상시킴으로서 바람직한 성품

이러한 과정 피드백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

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은정, 2012; 한국

아상을 만들어 낸다. ‘나는 열정과 끈기, 인내와

버츄프로젝트 2010).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야’라는 긍정적인 내면화
를 하면 이에 맞는 행동을 촉진하게 되고 미덕

나. 버츄프로젝트의 이론적 기반

연마를 통해 행복감이 상승한다.

버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

둘째, 미덕의 긍정언어로 인도한다. 미덕을 행동

향(최지영, 2015)을 참고하여 3가지 이론적 기반

에 옮기거나 준비시킬 때 부정적 언어인 ‘하지 말

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야 할 것’이 아닌 긍정 언어인 ‘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 ‘왜 떠드니?’가 아니라 ‘조용히 집중해

1) 언어의 힘
우리는 생활하는 대부분의 순간에 대화를 한다.

줄래? ’라는 긍정 언어는 원하는 행동에 더욱 집
중할 수 있게 된다.

외적 언어로 타인과의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 언어인 생각의 형태로 자신과의 대화를 하

셋째, 미덕의 언어로 교정한다. 미덕을 실천하지

고 있다. 행동주의의 창시자인 Watson(1930)은

못했거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부정적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에 대해 언어와 사고는 동

언어로 훈계하는 대신 긍정 미덕의 언어를 사용

일한 것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소리 내어 생각

하여 그들의 내면에 있는 미덕을 불러오게 한다.

하지만 성장해 감에 따라 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그 자체가 아이들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내면적인 말로 바뀌기 때문이다. 내면적인 말을

하기에 아이들은 수치심 대신 양심을 깨우며, 가

사고(思考)라고 한다.(이선우, 2010).

장 빠르게 행복감을 불러온다.

Seligman(2004, 2006)은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면 삶이 충만해지고 부정적인 언어를 반복 사

2) 강점의 힘

용하면 학습된 무기력의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

긍정심리학에서 다루는 개념 중 ‘긍정 특질’이

오래 연장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기도 한다.

있다. 일시적인 심리상태가 아니라 개인이 지속적

특히 언어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인 아동

으로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성품과 행동양식, 성

기의 언어 습관 관리는 더없이 중요하다(이선주,

격강점과 미덕 그리고 탁월한 재능을 의미한다.

2010).

이러한 긍정 특징을 살리는 것이야 말로 행복한

버츄프로젝트는 ‘미덕의 언어로 만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

세상’을 표방하고 있다.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미
덕을 일깨우고, 최상의 자질을 이끌어내기 위해

샐리그만은 진정한 행복이란 사람마다 자신의

언어의 힘을 사용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긍정적 성품을 발견하는 것으로 자신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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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을 발견하여 삶에 적용해 나가다보면 개인의

관찰, 성찰을 기반으로 한 개념의 형성과 일반화

대표적인 강점과 재능이 될 있다고 하였다. 긍정

(추상적 개념화), 새로운 환경에서의 개념의 실제

적 덕성에 기초한 성품을 계발하고 그러한 성품

적 실험의 네 단계가 연속적으로 순환된다.

을 활용함으로써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한
다. 이는 버츄프로젝트의 핵심적인 교육원리와 유

학생들과 진행하는 버츄 프로젝트의 기본 활동

사하다. 대표적인 강점 미덕을 버츄프로젝트에서

중 ‘미덕통장’ 프로그램이 있다. 이 활동은 콜브의

는 ‘대표 미덕’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학습 사이클과 유사한 기저가 나타난다. (최지영,
2015)

대표 미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미덕으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미덕을 말한다. 자신의 강

미덕통장 프로그램은 먼저 52개의 버츄 카드 중

점 미덕을 알면 부족한 면에 초점을 둘 때 보다

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앞면과 뒷면을 소리

자신에 대한 긍정성과 자신감이 생긴다. 이는 긍

내어 읽어보고 성찰과 실행을 통해 미덕을 훈련

정적 자기개념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도

하는 활동이다.

움이 된다.

가령 ‘너그러움’의 카드를 뽑았다면 앞면과 뒷면
을 읽어보는 경험을 하며 이 미덕이 나에게 주는

또한 버츄 프로젝트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단점

의미를 생각해 본다. ‘너그러움’은 상대방에게 자

이라고 하지 않고 ‘성장미덕’이라한다. 미덕을 불

신의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며 말을 통해 너그러

러와 쓰면 된다는 관점이다. 문제점이나 결핍의

움의 의미를 새겨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무

개념이, 수치심을 불러오는 가르침이 아니다. 실

엇을 필요로 하는지 사려 깊게 생각해 보세요’라

수하는 순간에 긍정적인 언어, 양심이 느껴지도록

는 문장에서 너그러움의 미덕을 실천해 볼 것을

격려한다. 그래서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잠재된

다짐할 수 있다. 너그러움의 미덕을 내면화 하면

미덕이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그래서 실수

서 오늘하루를 실천해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는 순간에 오히려 취약한 부분의 성장을 돕는

자연스럽게 미덕을 연마할 수 있다.

다.
또한 4전략인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라’에서도
긍정심리학은 긍정적인 성품을 발견하고 삶에

성찰을 활용한다. 이 전략은 가치에 대한 감수성

적용하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버츄프로젝트는 부

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험 속에서 긍정의 관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점으로 배움을 발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한 정신성과 그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는 안목

2전략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라’는 때로는 ‘실수가

을 가짐으로써 높은 수준의 성찰을 끌어낸다.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관점을 말한다. 실수를

예로 제자리를 지키며 열매와 그늘을 주는 나무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게 한다. 실수

의 모습에서‘한결같음’과 ‘봉사’, ‘도움’의 미덕을

나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빛나고 있었

발견할 수 있고, 거침없이 떨어지는 폭포를 보며

던 내면의 미덕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용기’와 ‘이상품기’의 미덕을 발견 할 수 있다. 이

배움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긍정에 초

러한 활동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발

점하는 긍정 심리학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최

견하는 성찰학습과 같은 맥락이며, 콜브의 학습

지영, 2015)

사이클 모형과도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최지영, 2015)

3) 성찰의 힘
콜브(1984)는 학습에서 성찰과 경험을 다룬다.
학습은 구체적 활동(경험), 활동에 대한 성찰적

다. 버츄프로젝트의 5전략
미덕은 아이들의 내면에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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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6 미덕 깨우는 과정이 행복교육이다

진정한 교육자의 목표는 아이의 내면에 이미 있

말해주는 것이다. 미덕에 깨어 있으면 미덕을 인

는 미덕을 깨워 일으키는 일이다. (한국버츄프로

식하며, 살아가게 된다. 교사는 미덕을 발견하고

젝트, 2011)

알려주어야 한다. 미덕을 인정받은 아이는 자신의
내면에 그러한 미덕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

1) 1전략.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

식하게 된다. 또 미덕을 선택한 것은 자기 자신이

인성의 형태는 언어가 빚는다. 언어는 의미의 운

며, 다른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 미덕

반체이며 내면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존감을 빚어

을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낸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인들 에게는 “ 나는 너를
알아” 라는 표현이 있다. 어떤 아이가 지니고 있

둘째, 구체적인 미덕을 인정하라!

는 미덕의 보석에 빛을 비추는 것은 아이의 내면

‘칭찬’과 ‘미덕인정’과의 차이는 ‘칭찬’이 결과 중

에 있는 미덕의 거인이 깨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심의 평가라면 ‘미덕인정’은 과정에 대한 지지와

아이를 문제아로 본다는 것은 아이의 부정적인

격려이다. 또 결과(혹은 성과)에 이르게 한 자기

자의식을 강화시킬 뿐이다. 아이는 어른의 시각에

고유의 성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 자존

맞추어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미덕은

감과 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미덕인정’

아이 내면에 이미 존재해있는 능력이다. 교사는

은 많이 활용할수록 도움이 된다.

미덕을 밖에서 가르쳐 내면에 넣으려 할 이유가
없다. 이미 아이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미덕을 일
깨우고, 강화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착하다’, ‘장하다’,‘잘했어’, ‘굉장하네’ 는 어떤
미덕이 탁월한 지 모호하다. “ 넌 참 친절한 아이
구나” 보다는 “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 앉을 자리

인간에게는 ‘보는 힘, 듣는 힘, 말하는 힘, 행동

를 알려 주다니, 참 친절하구나. 그 친구도 환영

하는 힘’의 ‘4힘’이 있다. 언어는 ‘존중의 틀’, ‘생

받고 있다고 느꼈을 거야.” 라고 구체적인 미덕의

각의 방식’이 표현되는 도구이다. 우리의 인성을

이름을 언급해준다. 아이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

결정짓는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아이는 누군가

는 선한 자아에 공명을 일으켜 감동을 줄 것이다.

자신에게 격려를 보내며 “ 나는 너를 알아, 너는

감동은 변화의 시작이다. 결과에 대한 칭찬을 넘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그

어서 과정의 노력, 주변에 준 영향, 노력에 대한

런 따뜻한 눈길을 필요로 한다. 아이들 뿐 아니라

감동을 물음의 방법으로 표현하며 미덕을 인정해

어른들도 누구나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

준다.

다. “ 아이의 행동과정에서 미덕을 찾아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 아이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긍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 책을 참 많이 읽었구나, 착하다” 하는 것은
정보만 담고 있다. 만약 “ 독서록을 열심히 썼구
나. 특히 과학책을 많이 읽었네! (사실칭찬)

가) 미덕의 언어로 인정하라.

‘과

학자’라는 네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의식’이 강하
구나. (성품칭찬) 네 ‘목적의식’을 보니 선생님도
심리학책을 더 많이 읽고 싶어졌어요. (영향칭찬)

첫째. 미덕을 본 즉시 칭찬하고, 인정하라!

어쩜 그렇게 매일 ‘끈기’있게 독서록

잘 쓰는지

“우와! 재석이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네.

비결 좀 알려줄래? (질문칭찬) ” 그렇게 말해준다

선생님은 오늘 너에게서 <평온함>의 미덕을 보

면 ‘4방 칭찬’(교사의 마음 리더쉽, 2015)보다 더

았어! ”

구체적인 ‘4방 미덕칭찬’이 즉시 이루어진다. 많은

선생님의 말은 한 아이 인생을 바꿀 만큼 힘이

면에서 아이를 일깨운다. 아이는 그 순간 ‘ 나는

있다. 그래서 교사는 위대하다. 미덕을 찾아주는

목적의식, 끈기가 있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덕이 일어난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어. ’ 로 미덕을 자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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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버츄프로젝트 이사, 전 손곡초교사 권 영 애

게 발견하고 격려할 수 있다. 미덕의 언어로 말하
셋째, 노력과 시도를 인정하라!
“ 준서야, 어제보다 집중력이 많이 늘었구나. 오늘

기 전략은 수치심이나 불만 대신 책임감과 자긍
심이 자라나게 도와준다.

글쓰기도 끝까지 해낸 것을 보니 집중력을 위한
너의 인내심과 끈기가 참 많이 강해졌구나. ”

둘째,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를 언급하라!

아무리 산만한 학생도 관찰하면 그 학생의 미덕

행위와 존재를 구분해야 한다. 청소가 안 되었다

을 찾아낼 수 있다. 미덕 행동을 본 즉시 칭찬하

면 청소에 대해서 “교실에 휴지가 많이 있네 ”라

거나, 인정하도록 한다.

고 표현하면 되지만, 교사는 “청소당번, 야 너는
청소도 제대로 못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

‘미덕인정’에서는 과정, 노력은 물론이고 시도 역

다. 이는 학생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다. 여러

시도 ‘미덕인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새로운

아이들 앞에서 큰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용기

시도, 실수, 실패의 경우 적극적인 ‘미덕인정’이

를 꺾고, 오히려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 교사가

필요한 순간이다. 학급과 학교의 분위기가 ‘미덕

할 수 있는 미덕언어로 말하기는 미덕을 일깨우

인정’의 문화로 자리 잡을수록 학생들의 적극성이

는 출발이 된다.

높아지고 협력적 분위기 역시도 강화된다. 배려와
돌봄은 물론이고 인정과 자율의 문화가 자리할

셋째, 인교감(ACT) 기법을 활용하라!

수 있다.

인교감은 인정, 교정, 감사를 활용함으로써 실수,
실패 시,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생과 미덕의

“ 나에게는 미덕이 있어! 나는 그것을 선택할 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누구나

있어! 나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 버츄의 어원

자신의 장점을 미덕의 언어로 정확히 말해주고

‘비루투스’의 의미인 위력, 힘, 능력, 에너지를 느

뒤이어 교정해야 할 것을 말해주면 수용하려는

끼게 되는 것입니다.

경향이 있다.

이것은 “ 너에게는 그럴 힘이 있어,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라는 교사의 메시지는 인정이고, 이

“청소 한다고 고생 했구나! 수고 많았어요. 책상

인정은 아이를 미덕에 집중하게 해 근본적으로

위는 정리가 잘 되었네. (인정)

변화시킬 것이다.

는 몇 군데에 얼룩이 있네요. 물걸레로 좀 더 닦
아주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바닥청소

(교정) 열심히 청소해줘서

고마워.” (감사)
나) 미덕의 언어로 교정하라.
넷째, ‘할 것’에 초점을 맞춰라!
첫째, 실수할 때는 성장미덕을 찾아주어라!

“ 떠들지 마라~” 대신 “ 집중하라 ”

청소가 잘 안 되는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이 성

“휴지 버리지 말기”, “낙서 하지 말기” 등의 말

장하기 위해 필요한 미덕은 무엇일까요? ‘정리정

보다는 “주변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미덕을 발휘하

돈’, ‘청결’, ‘근면’ 등의 미덕이 있을 것이다. 그

자.”등의 미덕으로 인도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학생에게 ‘청결’의 성장미덕을 주면서 “앞으로 좀

이다. 청소를 깨끗이 하자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

더 청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라는 질

리, 정돈, 청결 등을 포함하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문으로 유도한다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성찰하

활용함으로써 긍정적 정서와 행동을 이끌어 낸다.

고 책임감 있는 실천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미덕의 언어가 지닌 힘을 활용하면 내면의 미덕

2) 2전략.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라

을 일깨우고 강화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새롭
첫째, 수치심 대신 용기로 가르치라!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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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했을 때 야단을 맞는 것은 당연할까? 그것

하게 된다. 평생 수치심을 해결해 나가야 하고,

도 교실에서 30명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야단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

을 맞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아이도 쓰러지게

랑해 열성으로 가르쳤지만 그 방법이 수치심이라

만든다. ‘수치심’이 30배로 부풀어 아이를 짓누른

면 아이에게 오히려 상처를 남겨주는 것일 수 있

다. 예민하거나 불안감이 높은 아이에게 30배 ‘수

다.

치심’은 ‘절망, 포기’로 이어진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내과의사, 연구자, 강연가로

둘쩨. 미덕으로 용기를 주라!

<의식혁명>이란 책에서 인간의 의식발달 중 수

아이가 실수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치심이 가장 낮은 단계로 안내하고 있다. 그는 물

따라 교사는 수치심과 용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질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지적인 자극

있다. 우리 아이들의 실수, 실패에 배움의 순간을

에도 근육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는 놀라운 사실

미덕을 깨워야 하는 순간으로 인식하면 용기를

을 발견했다. 20여 년 동안의 수치 측정 연구를

줄 수 있다. 용기를 주면 자발성으로 전환되고 미

통해 호킨스 박사는 인간의식의 스펙트럼을 분석

덕을 깨울 배움의 기회가 된다. 아이가 실수할 때

했고, 사람들의 
영적 에너지 수준을 나타낸 <의

‘성장미덕’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아이는 꾸중,

식 지도>를 <의식혁명>에 그려 발표했다.

수치심대신 격려,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잘
못을 한 아이는 꾸중을 맞고 수치심을 상상했다
가 예상과 달리 격려,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 때 아이는 자신의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뿐 아니라 교사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한
다. 이 때 수치심에 바닥으로 내 던져진 아이의
양심이 발동하고 자발성이 발동한다. 아이의 진정
한 변화는 바로 이 순간 일어난다.
용기를 주는 방법은 ‘ 기적의 4문장 ’이다. 교실
에서 이 방법은 20년 간 수치심으로 해결했던 순
간이 큰 죄를 지은 것임을 깨닫게 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쉽게 야단을 치
는데 특히 교사의 야단치기는 <수치심>을 자극

미덕의 존재였다. 실수, 실패의 순간에도 한결같
이 미덕을 깨웠다.

한다. 수치심은 가장 낮은 에너지로 가장 오래 치
료해야 하는 감정이다.

셋째. 훈계, 비난보다 미덕 질문을 하라..
‘ 왜 ’ 대신 ‘ 어떤’, ‘어떻게’라고 말한다. “ 어떤

숙제를 안 하고 학교에 온 아이 마음은 이미 두
려움 단계의 의식일 것이다. 앞에 나온 아이는 수
치심 상태로 의식이 낮아지고 이때 교사의 날카
로운 목소리가 청각을 타고, 차가운 시선은 시각
을 타고, 아이들 앞에서의 떨림, 부끄러운 감정
등이 무의식에 저장된다. 비슷한 상처를 다시 경
험할 때 우리 아이들은 무의식에 저장된 수치심
을 끌어와 다시 두려움, 공포, 쓸모없는 존재로
자신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다. 1년에 10번의 공
개 야단을 맞는다면 6년간 60개의 수치심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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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덕을 깨우면 좋겠니?” , “ 어떤 미덕이 널 도와
줄까?” ,

“ 어떻게 하면 네 미덕을 불러올 수 있

을까? ” 라고 말한다.

(사) 한국버츄프로젝트 이사, 전 손곡초교사 권 영 애

아이는 자신을 미덕을 가진 아이로 보고 자신이

3) 3전략. 미덕의 울타리를 쳐라.

지금까지 포기했던 부분을 전환시켜 스스로의 자
율성으로 변화한다. 수치심, 반항심 대신 양심, 용

첫째, 교사의 리더쉽을 점검하라!

기를 얻는다. 또 인식하지 못했던 배움의 순간을

교사의 권위와 리더쉽은 교사의 행동이 교육적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것은 더 쉽게 도전하게 하

으로 얼마나 효과적인 지 분석해 보면 알 수 있

고, 더 빨리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비난이 아

다. 4가지 리더쉽(한국버츄프로젝트,2011) 너그

니라 자각을 주기 때문이다. 자각은 상대방의 자

러운 친구형, 오락가락 갈대형, 위압적 독재자형,

율성을 믿는 마음이다. 즉 존중에 기초한다.

민주적 외교가형, 자율적 교육자 형 중 자율적 교

의미 있는 자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덕 질

육가형이 되어 미덕을 중심으로 소통한다.

문을 던져야 한다. 실수, 실패의 순간 미덕을 연
마하도록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된다.

둘째, 미덕의 울타리를 쳐라!
미덕에 기초한 울타리는 ‘거친’ 아이들을 포함,

넷째, 미덕 균형을 맞추어라.

대부분의 아이들의 정신에 깊이 영향을 준다. 교

미덕을 연마함에 있어서도 중용이 필요하다. 근

실에서 울타리에 기초한 수치심을 주는 언행이

면은 절도, 기뻐함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건강

사라지고, 존중, 사려, 평온함, 배려와 같은 미덕

을 해칠 수도 있고,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의 이름이 그를 대신하지 아이들은 놀라우리 만

도 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삶을 파멸로 이끌

큼 기꺼이 규칙을 준수한다. 권위는 배움을 위한

수 있다. 또 사랑이 없는 정의도 삶을 힘들게 만

안전하고도 질서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목적에

들 수 있다. 열정, 헌신 등의 미덕도 모두 상호

사용되었을 때 얻어진다.

보완적인 미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울타리를 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다섯째, 미덕 배움을 찾아라!
수업시간,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뛰노는 시간,

첫째, 중용을 지켜라. 규칙의 수를 4-5개로 한정
한다.

모든 아이들이 일상에는 배움의 순간이 있다. 배

둘째, 구체적인 말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움의 순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이들이 자신

셋째,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의 미덕을 단련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질문하는

넷째, 명확하게 전달한다.

순간이다.

다섯째, 교사의 기대치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나?

여섯째,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일곱째, 대가를 치르게 할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 나는 지금 어떤 미덕을 발견했나?

알려주고, 이해시킨다.

- 나를 도운 것은 어떤 미덕일까?

여덟째, 대가를 치르는 목적은 응징, 격리가 아니

- 나에게 어떤 미덕이 필요할까?

라 복구와 복귀에 있음을 알려준다.
아홉째, 대가는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는 배상의

여섯째, 배움을 실생활과 연결시켜라!
수업내용, 등장인물을 통해 배움의 순간을 아이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도록 유도하며 질문한다.

형태로 치르게 한다.
열째, 기본규칙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
식시킨다.

-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 이때 어떤 미덕이 필요할까요?

셋째, 적절한 배상의 회복적 울타리를 쳐라!

- 언제 자신의 용기를 경험했나요?

또한 미덕에 기초한 명확한 원칙은 질서와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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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신과 회복적 정의(正義)

- 포용적인 침묵을 제공하라

를 함께 강조함으로써 규율에 대해 긍정적인 인

- 잔 비우기 질문을 하라

식을 제공한다.

- 지각적 단서에 초점을 맞추어라
- 미덕 성찰 질문을 하라

아울러 어떤 수준의 행위부터는 더 이상 허용되
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그를 범했을 경우, 그에

- 마무리와 통합 질문을 하라
- 미덕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라

대한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도록 해준다. 울타리는 구속이 아닌

Ⅱ. ‘미덕 깨우기’ 행복교육 실천 준비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또한 울타리가 훼손 되었을 경우 적절한 배상을

1. 교사 내면의 힘, 알아차리기

통해 회복할 수 있다.
‘미덕 깨우기’ 행복교육은 교사의 ‘긍정적 정서’
4) 4전략.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라

‘사랑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준비이자 자원이다.

정신적 가치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감수성

그 ‘사랑 에너지’를 바탕으로 교사의 미덕 인식이

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가 매일 아이들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덕 인식’이 ‘존재 인식’이

에게 미덕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에게서 배움의

다. 교사가 아이를 ‘미덕의 존재’ 그 자체로 인식

순간을 찾는 것은 곧 아이들 안의 정신성을 존중

하는 것이 행복교육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을 그들의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려는 강력한 의지가 교사에게
있을 때만 가능하다.

행동수정 방법보다 인식이 먼저다. 아이를 이미
온전한 존재, 미덕의 존재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두려움 대신 사랑에너지를 선택하게 한다.

- 자신이 미덕이 가득한 교사임을 믿기

또 교실의 인정가치의 핵심을 미덕으로 이끌게

- 교사의 내면이 미덕으로 가르침을 믿기

된다. 이는 아이들의 자기 인식에 영향을 주어,

- 교사 자신이 미덕의 본보기 되기

자신의 미덕을 깊이 인식하게 만든다. 결국 교사

- 모든 아이의 내면 미덕의 잠재력을 믿기

의 인식의 힘, 내면의 힘이 미덕 깨우기 행복교실

- 학급 공동 미덕 비전 선언문 작성하기

을 이끌어 가는 근원적 힘이다.

- 버츄 카드 뽑고 나와 관련지어 성찰하기
- 미덕 인정서로 격려하기

첫째, ‘두려움 에너지’ 대신 ‘사랑 에너지’로!

- 미덕포스터, 미덕 방패, 미덕 시 짓기
교사는 ‘두려움 에너지’로 새 학기를 시작하거나
5) 5전략, 정신적 동반을 제공하라.

‘사랑 에너지’로 새 학기를 시작한다. 그것은 선택

정신적 동반은 안전한 감정 표현을 허용하고, 정

이다. 지난 교직생활 초기 7년간 두려움 에너지를

신적 치유를 돕고, 도덕적 선택을 독려하는 기법

선택했었고, 악순환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었

이자 기술이다. 상담, 갈등조정, 규율과 관련된 상

다. 시간이 가면서 내 두려움이 아이들의 두려움

황 등에 두루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깊은 슬픔에

으로 증폭되고, 아이들과의 관계는 끊어졌다는 것

잠겼거나 위기에 처한 사람이 문제의 핵심에 다

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을 미덕의 존재로 인식

다를 수 있게 도와준다.

하면서부터

두려움은 사랑으로 바뀌었다.

정신적 동반에서의 마법의 단어는 ‘무엇’과 ‘어
떤’, ‘어떻게’이다.
정신적 동반의 7단계는 다음과 같다.
- 열린 질문으로 마음의 문을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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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실의 출발은 교사의 사랑, 연민에너지다.
행복한 교사가 가장 아이들을 행복하게 한다. 행
복한 교사는 사랑, 연민의 마음을 품고, ‘사랑 에

(사) 한국버츄프로젝트 이사, 전 손곡초교사 권 영 애

너지’를 선택해 새 학기를 시작한다. ‘두려움’을

에도 자신의 미덕을 믿어주고,

미덕을 깨울 기회

품은 교사는

두려움이 불러오는 방어, 회피 동기

를 준 교사의 믿음으로 아이는 다시 일어날 수

가 출발이기에 아이들이 실수, 잘못했을 때 1층의

있다. 그 출발은 교사가 새 학기 첫 날부터 긍정

본능의 뇌로 반응해 공격이나 포기, 수치심으로

정서 ‘사랑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이끌기 쉽다.‘두려움’ 때문에 에너지의
대부분을 방어하는데 쓰기에 아이들에게 쓸 에너

둘째, 아이 내면의 힘 알아차리기

지가 적다. 또 행동의 기준이 교실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부정적 기억, 미래의 보이지 않는 걱정,

아이는 어떤 존재일까? 버츄프로젝트의 관점에

근심이기에 지금 아이들의 미덕을 믿어주고 관찰

서 본 아이는 이미 완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하며,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다. 아이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태
어난다. 다만 성장과정에서 이 잠재력을 드러내게

새 학기 첫 날부터 그렇게 ‘사랑, 연민’의 마음으

된다. 미덕 = 버츄(Virtue)은 성품이 드러난 것

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 ‘사랑, 연민’의 에너지

이다.

아이에게는 이미 미덕의 원석이 내면에 가

는 ‘성장 동기’, ‘접근 동기’이다. 그 ‘사랑, 연민’

득하며, 이것을 연마하도록 교사가 이끌어주고 도

은 자신을 ‘미덕을 품은 존재’로 따뜻하게 바라보

와줄 수 있음을 교사 자신이 믿는 것이 가장 중

게 한다. 행복교실의 출발은 교사 자신이 미덕의

요하다. 교사는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

존재임을 믿는 것이다. 그런 교사는 자신의 교실

한다. 교사의 영향력은 주로 그들이 아이들에게서

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미덕을 품고 있는 가능

무엇을 보는가, 즉 그들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

성의 존재로 본다. 지금 비록 그 미덕이 반짝이지

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는가

는 않지만, 미덕을 불러줄 수 있다. 오히려 부정

에 의해 결정된다. 존중, 우애, 자신감, 친절, 상냥

적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미

함과 같은 미덕의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 그들의

덕을 깨울 수 있음을 믿고, 격려할 수 있다.

내면을 강화시킬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긍정적 정서 ‘사랑, 연민’에너지는 1,2,3층 뇌를

아이에게 무엇이 결여 되어 있는지를 보지 말고

다 쓸 수 있기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변할 것이다. 다루기가 가

며 아이가 잘못했을 때 미덕을 다시 깨울 수 있

장 힘든 아이일지라도 그에게서 미덕을 포착할

도록 용기를 줄 수도 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

수가 있다. 교사는 따뜻한 관찰자가 되어 아이가

험, 미래의 오지 않은 두려움이 기준이 아니라 지

보지 못하고 있는 미덕을 찾아 준다. 아이가 평소

금 현재가 기준이다. 아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에 잘 보여주지 않던 미덕을 발휘하면 그 순간을

저질렀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미덕을 깨울 힘을

놓치지 말고 인정해준다. 아이는 그 때 드디어 자

가졌다고 믿는다.

기 미덕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미덕을 깨우기 시
작한다.

초등학교 6년간 교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
물은 한 아이가 보이는 현재의 성취, 행동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미덕을 품고 태어난 가능성의 존
재로 믿어주고 존중받을 때의 설렘, 기쁨, 뿌듯함
의 경험을 주는 일이다. 그 때 교사가 전해주는
따뜻한 긍정의 말, 따뜻한 시선, 손짓 등은 가슴
의 느낌, 오감을 통해 무의식에 저장된다. 그 힘
은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힘, 내면의 거인을 깨울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힘든 순간, 좌절의 순간

미덕인정하기 전략은 특히 ‘성장미덕’을 겨냥할
때 엄청나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주 사소
한 행동일지라도 미덕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확
인했으면 아이의 노력을 인정해준다. 미덕의 이름
을 불러준다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그 미덕을 이
끌어 내 빛내라고 격려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가
지니고 있는 미덕의 보석에 빛을 비추는 것은 아
이의 내면에 있는 미덕의 거인이 깨어나도록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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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6 미덕 깨우는 과정이 행복교육이다

는 것이다. 미덕 패러다임은 아이는 이미 미덕을

속 전경을 미덕 강점 찾기로 할 때 교실의 많은

가진 온전한 존재임을 믿는 것이다.

부정적 에너지가 소멸된다.
30명의 아이들이 비슷한 일을 경험하는 교실이
지만 바라보는 중심 전경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 이 때 교사가 아이들과 공동으로 바라

세째, 교실 인정가치를 미덕으로 출발하기
“가족이 늦잠 자는 일요일 아침, 엄마가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밥하는 것을

보는 중심 전경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 나는 이 중심 전경을
자신의 감추어진 미덕에 집중하게 한다.

볼 때 가슴이 뭉클해요. 엄마의 한결같음, 사랑,
인내, 끈기가 고마워서요.”

교실의 중심 전경이 바로 교사가 바라보는 인정
가치이다. 그 인정가치의 핵심이 미덕이 될 때 교

엄마가 주방에서 밥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했던 아이들이 미덕에 민감해지니 그 평범함이
얼마나 특별한 미덕 행동인지 알아차리게 되었다.
평범한 일상, 순간순간의 작은 행동에서 미덕을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저한테 화내시는 엄마가 오히려 측은하게 느껴
져요. 우리 두 자매를 잘 키우려 노력하시는 엄마
의 소신, 사랑을 느껴서요. 그래서 엄마께 편지를
썼고, 더 사이가 좋아졌어요.”

실의 온도, 방향, 에너지가 변한다.
“예전에는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화가 많
이 났어요. 이제는 너그러움의 미덕을 불러와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미덕이 많다는 생각을 하
면 힘이 나요.”
‘3학년 때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어 선생님께 자
주 걸렸다. 그 때는 선생님을 원망했었다. 5학년
들어 미덕을 알게 된 후 나는 잠자고 있던 내 경
청 미덕을 자주 불러온다. 나는 앞으로 경청 미덕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가르치는 내가 더 눈시

을 내 대표 미덕으로 만들 거다.’ 한 아이의 일기

울이 젖는 뭉클한 배움을 느낄 때가 많다. 아이들

에 놀랐다. 자신에게 낙인이었던 부정적 경험을

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때, 따뜻한 마음을 순수하

미덕이 잠자고 있어서 라고 해석하는 아이의 힘

게 표현하는 아이들을 볼 때 나는 아이들에게서

을 본다.

배운다. 예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느끼
지 못했던 가슴 뭉클한 감동을 미덕 교실에서 수
시로 경험하는 눈물이 많은 교사가 됐다.
인간의 지각과정을 연구한 덴마크의 심리학자
루빈(Edgar Rubin)은 그림을 두고 이를 설명한
다. 그림의 흰색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면 컵으로

아이 마음의 ‘인정가치’, ‘중심 전경’에 무엇이 있
는가? 아이 마음이 무엇을 주로 보는가? 가능성
의 원석, 미덕을 찾고 깨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가?
네쩨. 교사의 언어가 미덕을 찾는 모델이다.

보이지만 검은 색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면 사람

“ 떠들지마” 대신에 “ 너에게는 절도의 미덕이

의 얼굴이 보인다.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볼 수 없

있어” 라고 말한다. “ 떠들지마”라는 말에는 비난,

고 사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본다. 컵이 보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지만 “ 너에게는 절도의 미

면 얼굴이 안 보이고, 얼굴이 보이면 컵이 안 보

덕이 있어.” 라는 말에는 “ 너는 절도의 미덕이

이는 것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전경이 되고 나

있는 아이야. 너는 경청의 미덕이 있는 아이야.”

머지는 배경으로 흐려진다. 이때 교사의 인정가치

라는 믿음, 긍정의 에너지가 있다.

가 아이들의 전경이 된다. 교사가 중요시 여기는

다른 곳에 보는 아이에게 “ 어디 보니? ” 라는 말

심리적 가치가 인정 가치이다. 우리 아이의 마음

대신에 아이가 다른 곳을 보며 장난치다가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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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볼 때를 포착해 “ 고맙다, 경청해줘서 고마

이 되는 것이다.

워.” 라고 말하면 아이는 더 집중하고 경청하게
된다.

Ⅲ. ‘미덕 깨우기’ 인성교육 실천 사례

교사가 아이의 미덕을 바라보며 찾아주는 미덕
언어는 아이의 미덕을 깨우게 하는 원동력이다.
모든 아이는 누군가 자신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
내며 “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미덕이 이미
가득한 아이야.”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사람의 눈
길, 손길을 필요로 한다. 그 미덕 인정이 사랑에
너지로 아이 가슴에 전달이 되고, 아이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긍심으로 점점 그 미덕을 더 반짝
이게 만들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가장 귀한 자질, 즉 미덕을 깨우기 위해 학급에서
활용한 다양한 ‘미덕 깨우기’ 행복교육 실천 생활
지도 활동을 버츄프로젝트의 5가지 전략에 준해
정리한 것이다.
1.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
가. 365 미덕통장 활동

미덕은 아이들의 내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 스
스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최상의 자질 즉

1) 1일 1 미덕카드 뽑기

감사,

매일 아침 학급에 들어오자마자 미덕카드를 1장

용서, 친절, 진실성, 인내, 배려 등 미덕에 대해

뽑아 읽어본 후, 한 쪽 면이나 양쪽 면을 희망하

선택하고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는 만큼 미덕노트에 쓰도록 했다. 그 중에서도 가

지지해주는 모델이 되어 주는 것이다. 미덕의 교

장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은 미덕통장에 쓰도록 했

실에서 교사는 아이의 내면에 있는 미덕을 일깨

다. 그 미덕은 하루를 살면서 집중적으로 실천할

우는 모델이 된다.

미덕인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아이들이 자
신의 미덕통장에 실천여부를 스스로 평가하게 했
다. 실천했으면 동그라미, 하지 않았으면 빈칸으

교사의 내면 자원은 미덕 깨우기의 힘이다. 교사

로 남기면 된다.

로부터 시작된 미덕 인식은 ‘사랑 에너지’로 아이
가슴에 전해지고, 아이가 미덕을 깨우기 시작한
다. 기법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은 이미 미덕의
존재라는 믿음’, ‘사랑 에너지’라는 암묵교육과정
이다.
2. 교육과정 및 생활지도
버츄프로젝트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도덕, 사회
국어, 미술, 체육 등 어떤 교과목에서나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어떤 활동을

아이들은 ‘끈기-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두렵더

어떤 교과목, 어떤 시간에 활용할지 구체적인 교

라도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존중-누구에게나

육과정 재구성, 적용모형 등을 사전 준비할 수 있

예의를 갖추어 이야기 하세요’, ‘평온함-화가 났

다면 매일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을 때도 온화한 말씨를 사용하세요.’ 등의 문장을

매 수업시간마다 교사가 미덕으로 4방 칭찬하기,

매일 아침에 적고, 실천여부를 스스로 평가했다.

아동 간 미덕으로 상호평가하기. 미덕으로 상호

52개 카드를 2달 동안 다 돌아가며 쓰기 위해 전

칭찬하기, 미덕울타리로 경청, 배려, 공감, 예의,

에 뽑은 카드가 나올 경우 다시 뽑도록 했다.

존중 등 학습활동의 기초가 미덕 강점 찾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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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의 8미덕 찾아 쓰기

기에서 서로 먼저 발표를 하겠다고 손을 든다. 학

미덕통장에 매일 최대한 8개까지 자신이 발견하

교에 와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교사와 아이들이

고, 실천한 미덕을 찾아 쓰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미덕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미덕 칭찬은 교사를

공부시간에 발표에 도전했을 때는 ‘용기’미덕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쓰고, 옆에 ‘국어시간에 용기 내어 일어나 큰 소
리로 발표를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다. 어떤 아
이는 이렇게 적었다. ‘자율’, ‘놀고 싶었지만 엄마
가 말씀하시기 전 숙제를 먼저 하고 놀았다.’
아이들이 순간순간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성
찰하여 미덕통장에 쓰다 보니 자신의 모든 행동
에 대해 사려가 깊어졌다.
3) 선생님의 미덕 칭찬 기록하기
수업시간에는 책상 왼쪽에는 미덕책받침,

책상

오른쪽에는 미덕통장을 놓고 수업을 한다. 아이들
은 나의 칭찬, 인정, 격려를 모두 미덕통장에 기
록한다. 예를 들어, 3모둠 아이들이 협동하여 활
동을 잘 했을 경우 나는 “3모둠 아이들 모두에게
‘협동’의 미덕이 반짝인다.”고 말해준다. 그러면 3
모둠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미덕통장에 나의 칭
찬을 기록한다.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많은 칭찬이 다 기
록되기에 나는 더 세심한 미덕을 찾아 매시간 민
감하게 칭찬해주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성품, 영향, 질문의 내
면을 두드리는 이른바 <4방향 칭찬>을 하게 되
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수업자세가 굉장히 적극적
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발표를 한 아이에게 “자세하게 설명하
는 너에게서 용기의 미덕을 봤어.”라고 이야기하

4) 가정 연계 미덕 찾기
나는 주말에 엄마, 아빠의 미덕 3가지씩 찾아
미덕통장에 써오기, 엄마, 아빠가 본 자녀의 미덕
3가지씩 찾아 달래 써오기 등 부모님과 연계한
미덕 과제를 내주기도 했다. 부모님도 아이의 미
덕을 찾아주게 되어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를 통해 학부모들과의 소통
도 수월해지고 긍정적이 되었다.
나. 나만의 미덕 카드 만들기
이 활동은 미덕카드 뽑기 활동에 아이들이 어
느 정도 친숙해진 다음 3단계로 활용했다. 매일
아침 뽑은 미덕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기만의 카드에 쓰고 그렸다.

아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 반성을 표현했
다. 쓰고 난 후 서로의 ‘미덕 북’을 발표하거나,
전시하여 서로의 미덕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도록 했다.

면 아이들이 모두 바른 자세로 집중하고, 여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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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덕 롤링페이퍼
다. 우리 반 미덕카드 만들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우리 반 아이들은 지난

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 생각, 느낌을 그

한 달을 돌아보며, 16개 칸이 그어진 A4 크기의

림과 글로 새겨 넣은 미덕카드를 만들도록 했다.

롤링페이퍼 2장에 다른 모든 친구 각각에게서 발

우리 반 아이들이 각각 2가지 미덕카드를 만드니

견한 미덕 한 가지를, 그를 언제 어떻게 그를 발

52장의 우리 반 만의 미덕카드 한 세트가 탄생했

견했는지 등 그 내용과 함께 자세히 쓴다. 맨 마

다. 미덕카드 만드는 활동 자체가 아이들의 미덕

지막 칸엔 내 이름도 넣어 나도 아이들의 미덕을

을 연마하는 시간이 되었다.

찾아주고, 아이들도 교사의 미덕을 인정해주도록
한다. 활동이 끝나면 나와 아이들은 30명 반 친

라. 친구 미덕 찾아주기

구들이 각각 써준 롤링페이퍼를 받게 된다. 롤링
페이퍼를 받은 아이들은 단순한 칭찬이나 장점이

1) 미덕 조끼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그와 관련된 미덕이 적

매주 월요일 한 주 동안 관찰한 친구의 <대표미

혀있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한다.

덕>을 뽑는다. 아이들은 <미덕의 주인공>으로
뽑힌 친구를 일주일 동안 잘 관찰한 다음, 월요일
아침, 각자 1장씩 포스트잇에 그 아이에게서 발견
한 한두 가지 미덕과 그 내용을

자세히 써서 칠

판 조끼에 붙인다.
가장 많은 아이들이 칭찬해준 미덕이 대표미덕
이다. ‘미덕의 주인공’으로부터 그에 대한 소감을
듣는다. 아이들은 이 날을 기다렸고, 일주일간 교
실에 게시해둔 미덕조끼는 금요일에 집으로 가져
간다. 물론 한 학년 동안 진행이 되므로 누구나

한번은 롤링페이퍼를 가정으로 보내 부모님께

‘미덕의 주인공’으로 뽑히게 된다. ‘미덕의 주인공’

마지막 한 칸을 채워오게 했더니 감동 그 자체였

으로 뽑힌 아이는 한 주 동안 강점 주인공이 된

다. 부모가 생각한 자녀의 장점보다 훨씬 더 많은

다.

미덕을 학급친구와 담임교사가 찾아 써 준 롤링
페이퍼! 이후 자신의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시각도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마. 금주의 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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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에 아이들이 돌아가며 <금주의 미
덕>을 뽑는다. 큰 소리로 읽고 일주일 동안 칠판
에 적어놓는다. 주간학습 안내 시 부모님에게
<금주의 미덕>에 대해 알려주고 자신의 자녀가
<금주의 미덕>을 실천할 경우, 미덕통장에 적어
달라고 요청한다. 금요일 수업을 마무리할 때
<금주의 미덕>을 연마한 아이들을 일어나게 해
칭찬해 준다.

4월, 10월 정기 학부모 상담 시 미덕 책받침을
부모님께 선물로 전해드렸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
했을 때 수치심을 주지 말고 용기를 주는 방법을
알려드렸다. ‘기적의 4문장’ 사용법을 통해 많은
부모님이 미덕의 효과를 경험하고 피드백을 주셨
다.

바. 미덕 이름표
학기 초 아이들이 스스로 뽑은 자신의 대표미
덕을 이름 앞에 붙여 일종의 호처럼 사용하도록
했다. 이름과 함께 호를 부름으로써 서로에 대한
존중과 자긍심이 커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라
가. 미덕칭찬카드
우리 교실 앞 오른 쪽에는 미덕칭찬카드와 칭
찬함이 항상 비치되어 있다. 아이들이 친구의 미
덕을 발견하면 즉시 그 행동을 카드에 써서 칭찬
함에 넣도록 하기 위함이다. 칭찬함은 매주 목요
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개봉이 된다. 미덕을
실천한 아이는 물론 칭찬카드에 그것을 써서 칭
찬함에 넣은 학생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받
는다.

사. 미덕 책받침 활용
앞은 52미덕, 뒤에는 미덕의 간략한 뜻이 담긴
미덕 책받침을 만들어 아이들 책상 왼쪽에 놓았
다. 이것은 시각적, 실용적 효과가 모두 뛰어났다.
미덕의 즉시성이 발휘되었다.
다. 미덕 멘토-멘티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어려운 순간, 어
려운 과목과 관련해 ‘도움’과 ‘용기’라는 미덕을
불러 오는 활동이다. 친구 멘토, 상담 멘토,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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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학습 멘토 제도가 있다.
매 2주마다 누군가 멘토 받을 분야를 신청하면
멘토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지원한다. 지원자가 다
수이면 멘토를 신청한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멘
토를 선정한다. 2주간 활동하며 매 활동시마다 멘
토일지를 쓴다. 멘토일지에 멘토는 멘티의 미덕을
찾아 써주고, 멘티는 멘토의 미덕을 찾아 써준다.
2주간의 활동이 끝나면 서로 미덕을 칭찬하는 시
간을 갖는다.
이 활동은 아이들이 멘토로 뽑히기 위해서 평소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게 한다. 어려운 친구
를 막연히 돕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원하는
‘도움의 미덕’을 발휘했을 때, 멘티 아이의 감사와
변화는 아이들을 감동시켰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한편에서는 부족한 점
이 있거나 실수를 했을 때 ‘용기’의 미덕으로 친
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한편에선 그런 친
구에게 ‘도움’의 미덕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해주
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신청
서가 5분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아이들이 좋아
하고, 행복해 한다.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적을, 아이들의 내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을 이끌고 있는 ‘아이 내면의 권위’ 미덕천사를
봤다.
라. 성장 미덕나무
학기 초에 필요한 미덕 ‘경청’의 미덕나무를 키
운다면 나무 가지만 꾸며 놓은 후 1주일동안 자
신이 경청의 미덕 실천한 내용을 포스트잇에 써

마. 문제해결 미덕 맵
만다라트 틀에 문제해결 미덕 맵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미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쓰레
기통 근처에 쓰레기가 반복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어떤 미덕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4가지 미덕과 그 해결방안을 써 보는
순간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쓰기의 힘은 크

서 붙였다. 또는 작은 나무로 모둠의 나무를 키워
서 각각의 미덕을 집중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봄
이 되면 초록색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덕
의 나무로 의미 있는 나무를 만들 수 있다.

다. 교사에게도 가장 힘든 날 만다라트 미덕 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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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다. 미덕의 힘이 놀라웠다.

있는 순간이 된다.
나. 수업시간 울타리 치기
1년 동안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학급 울타리뿐
만 아니라, 특정 활동을 할 때도 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울타리를 치도록 안내해주었다. 예를 들
어, 운동장에서 수업을 할 때는 미리 어떤 울타리
가 필요할지 아이들이 선택하게 했다. 다수가 선
택한 ‘절도’, ‘명예’, ‘경청’의 울타리를 미리 안내
하고 운동장에 나가 수업을 하면 아이들의 태도
는 예전과 사뭇 달랐다. 미술 수채화나 붓글씨 등
의 활동 시 ‘정돈’, ‘청결’의 울타리를 미리 치고
바. 성장 미덕 포스터 그리기
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성장시켜서 포스터로 만

수업하는 것과 그냥 수업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왔다.

드는 것이다. 아이들 나름대로의 글을 넣어서 자

과학실, 급식실, 음악실 등 특별실로 이동시,

기의 가장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

운동장으로 나가 줄을 설 때 등 이동수업 전 미

든 포스터다. 버츄의 2전략은 부족한 점, 단점을

리 3대 울타리를 상호 약속하고 나가면, 아이들이

날카롭게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따스하게 직면하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절도’, ‘정돈’을 생각하고 오

게 해 준다. 나를 토닥토닥 스스로 자신을 안아주

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기특했

게 만들어 준다.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이 아니라

다.

나 중심이 버츄의 강점이다. 내 단점에 대해 비교
가 아닌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있음을

다. 상호 울타리 치기

깨닫게 된다. 서로의 단점에 대해 관대하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옆 사람을 방해
하는 경우, 비난 대신 미덕으로 안내할 것을 약속

사. 미덕 미니 북 만들기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떠들면, “ 떠들지

한 학기 동안 성장시킨 미덕 스토리를 미니 북으

마!”가 아니라, “너에겐 ‘예의’의 미덕이 있어! ‘예

로 만드는 활동이다. 예를 들면 ‘ 내가 불러온 미

의’를 불러오면 좋겠어!” 이렇게 안내하도록 한다.

덕’ . ‘ 내가 실천한 미덕’ 등의 제목을 붙여서 나

그랬더니 교실에서 상호 비난하는 소리가 사라졌

의 성장 미덕을 연마하는 활동이다.

다. 운동장 수업을 할 때도 여기저기서 “너에게는
...” 소리가 들리고, 이 소리가 들리면 곧 떠들거
나 장난치는 아이가 웃으면서 멈추게 된다.

3. 미덕의 울타리를 쳐라
라. 체험활동 울타리 치기
가. 학급 행복 울타리 치기
학기 초 아이들에게 우리 반 ‘행복 울타리’를 치

다음은 현장학습을 갈 때 버스 안에서 지키기
로 약속한 울타리이다.

게 했다. 미덕 52가지 중 친구들과 가장 행복하

(가) 안전-안전벨트를 맨다.

기 위한 미덕 울타리로 진실함, 경청, 친절이 뽑

(나) 예의-짝에게만 들리는 소리로

혔다. 19명의 아이들이 진실함이 서로에게 행복

(다) 존중-앞 사람 의자를 차지 않는다.

감을 주는 미덕이라고 말했을 때 놀랐다. 11살
밖에 안 된 아이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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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로, 촌극 역할놀이 모둠 활동 시 아
이들은 다음과 같은 울타리를 쳤다.

(사) 한국버츄프로젝트 이사, 전 손곡초교사 권 영 애

(가) 협동- 모둠원이 한 마음으로 연습

무의식에 어둡게 저장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어

(나) 용기- 역할놀이 배역 시 실감나게

두운 곳에는 어두운 일들이 밝고 긍정적인 곳에는

(다) 경청 - 다른 모둠 발표 시 잘 듣기

밝은 일들이 자석처럼 다가옴을 알려주었다. 따라
서 미덕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밝은 에너지

4.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라

를 무의식에 저장하는 것임을 수시로 알려주었다.
원래 우리 내면에 있는 52개의 아름다운 원석은

가. 미덕 발달 6단계 알려주기

밝은 에너지이며, 이것을 매일 불러와 닦아주는

아이들에게 콜버그(Lawrence Kolhberg)의 도

것임을 알려 주었다. 아이들이 인간은 아름다운

덕성 발달 6단계를 변환해 지도하였다. 각 단계

다이아몬드 원석을 미덕으로 품고 태어난 존재임

에 대하여 설명하고 단계별 행동의 예도 들어

을 믿게 되었다.

주었다. 학생들이 한 행동에 대하여 지금 몇 단
계 행동을 하고 있지? 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자

다. 감사명상

신의 행동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게 하였다.

5교시 점심 식사 후 수업시작 전 5분 감사명상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반응이 너
무나 좋아서 이제는 수시로 ‘감사’의 미덕을 불
러온다. 먼저 새소리, 물소리 들리는 자연 명상
음악을 들려준다. 교사가 선창을 하면 눈을 감은
아이들이 따라서 말한다. ‘몸에 대한 감사’는 다
음과 같다.

모든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큰 나’가 있으며
이것은 ‘양심’이다. ‘양심’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잘 안내하고, 미덕을 빛내게 하는 것임을 교육하
였다. 미덕을 배운 지 채 두 달이 지나자 미덕 스
티커 대신 아무런 보상 없는 양심을 선택한다는
아이들이 약 20% 정도가 나올 정도로 반응했다.
아이들 내면에 있는 ‘진실함’,‘양심’을 봤다.
“내 눈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게 해 주어서 감
나. 마음 에너지 자석 품기

사합니다.” , “내 귀가 새소리, 물소리, 음악소리

마음은 에너지, 자석과 같아서 긍정적인 말, 밝

를 듣게 해 주어 감사합니다.” , “내 입이 좋은

은 생각을 하면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 그리고 가

미덕을 말하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

장 먼저 자신의 무의식에 좋은 것들이 저장된다

어 감사합니다.”, “내 머리가 있어서 공부하고 좋

는 것을 수시 교육하였다. 경험자아와 기억자아의

은 생각을 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차이와 중요성을 알려 주었다.

다음은 ‘마음’에 대한 감사명상이다.
“내 마음이 있어 감사를 알게 하니 감사합니다.”

친구 사이 같은 일을 경험해도 미덕으로 또는

“내 마음이 있어 기쁠 때 웃을 수 있어 감사합니

욕, 짜증 등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인

다.”, “내 마음이 있어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깨

해석을 하면 어두운 에너지가 나와 마음 깊은 곳

달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 “내 마음이 있어 친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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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자부심을 길러 주었다.

“내 마음이 있어 미덕을 꺼내 쓸 수 있으니 감사
합니다.”

2) 미덕이 나에게 편지쓰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를 수시로 작성하였다. 자

이 외에도 사물, 사람, 부모, 배움, 미덕 등에

신의 대표 미덕이 나에게 하는 말을 편지 형식

대해 감사명상을 돌아가며 다양한 주제로 하였

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게 하

다.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해했다.

였다. 또 내가 미덕에게 편지를 써서 미덕행동에
대한 바람과 각오, 반성 등의 시간을 통해 자신

2단계로 아이들이 주도하여 앞에 나와서 10개

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씩 선창한 후 따라 하기 명상을 하였다. 그 과정
에서 한 아이는 우리 반 지적장애 3급 친구에

3)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점 돌아보기

대해 “한 반이 된 것이 처음에 싫었는데 이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우리는 한 달 동안 배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아이들 대

우고, 느끼고 깨달은 점을 적어 서로 미덕을 인

부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 나는 아이들이 미덕을

정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내 마음의 변화,

품은 천사가 된 느낌이었다.

내 행동이 변화를 선언하고, 미덕으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마음이 뿌듯한 이 시간을 아이들이 굉

라. 미덕 대화 5단계 품기
아이들이 서로 의견이 상충하여 다툼이 일어났

장히 좋아했다.
바. 버츄프로젝트 부모교육

을 때, 갈등이 생길 때 우리에게는 해결할 힘이

3월 첫 만남인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아이들 내

있음을 믿는다. 뇌의 3층 구조를 알려주어 화가

면에 52가지 미덕을 일깨우고 그 중 대표미덕

날 때 멈추고, 호흡하고, 겉마음과 속마음을 감정

강점을 찾아주는 1년의 교육을 안내했다. 추가로

카드로 나누었다. 마음 나누기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나 원해서 버츄 미덕교육 안내 부

아이들이었지만 교실 속에서 심리적 안전감을 깨

모교육을 4시간 실시했다. 부모님들이 자율적 참

닫게 된 아이들은 쉽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했다.

여였음에도 불구하고 80% 가 참여하였다. 그 이

그렇게 하고 나서 자신의 바람을 말했을 때 대

유는 가정에서 보여준 아이들의 변화였다. 부모

부분 눈물로 화해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자신의 대표미덕, 성장미덕을 알아차리고 내 아

미덕을 찾아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했다.

이의 대표미덕, 성장미덕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
했다.

아이들의 눈은 다시 서로에 대한 따스함으로 변

아이들의 행동 변화는 부모의 자발적 변화의지

했다.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미덕을 가진

를 불러왔다. 미덕은 교사를 변화시켜 아이들을

힘 있는 존재로 그것을 풀어나가고 소통할 힘이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했다. 변화는 아이들에게,

있는 존재임을 믿게 된 것이다.

또 학부모에게 도미노처럼 퍼져나갔다. 미덕은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가져왔다.

마. 자신에 대해 알아차리기
1) 각종 검사 실시
정서 및 진로발달 검사, 간이 어린이용 MBTI
검사, 다중지능검사, DISC검사, 문장완성검사 등
을 실시하였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세상
에 하나 뿐인 유일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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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이들은 그 아이가 장애아동에게 베푸는
사. 미덕 체온인사

헌신, 사랑의 행동을 보며 모두 놀라고 가슴 뭉클

‘사랑’은 오감 중 ‘촉각’으로 가장 빨리 아이 가

해했다. 그 아이가 6월 말 전학을 갈 때 이 미덕

슴에 전달된다. ‘사랑’받은 아이가 미덕을 빨리 깨

북을 만들어 주었다. 책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표

운다.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와 헤

정은 진지했다.

어질 때 ‘체온 인사’를 한다. 아이들은 아침에 교

까지 떠나는 그 친구가 교실에서 발휘한 미덕 5

실에 오면 내 의자 바로 옆까지 와서 두 손을 모

가지를 찾아주고 그 이유를 자세히 쓴다. 또 한

은 공수인사를 한다. 일어나 손을 잡거나 머리를

쪽에는 떠나는 그 아이에 대한 나의 마음을 편지

쓰다듬으며 아이들을 맞이한다.

로 쓴다. 30명의 아이들, 교사 1명이 만들어주는

미덕북의 내용은 왼쪽에는 지금

62쪽의 이 세상에 하나 뿐인 미덕 북이다.

집에 갈 때는 줄을 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머
리를 쓰다듬으며,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즐거웠는

반 아이들이 내용을 발표할 때 떠나는 친구에

지 묻는다. 아이의 미덕에 대한 칭찬을 한 마디

대한 진심어린 사랑을 새삼 느끼고 아이들이 뭉

하고 서로 눈을 맞춘 후 하이파이브를 하고 보낸

클해 했다. 미덕안경을 쓰고 따뜻한 관찰로 친구

다. 이것은 습관만 들이면 전혀 시간이 추가되는

의 미덕을 찾아주는 일, 그 아이의 미덕, 존재가

일이 아니다. ‘체온인사’를 하는 순간 교사의 가슴

치를 함께 찾아주는 경험이다.

에 ‘사랑 에너지’가 가득해지고 아이 마음에 그대
로 전해진다. ‘선생님은 너를 존중한다. 너를 사랑
한다. 너는 미덕보석, 미덕덩어리 아이야.’ 몸과
마음에 ‘사랑 에너지’를 느낀 아이는 그 행복감에
미덕을 더 빨리 깨운다.

미덕 북은 그 아이에게 평생 자신과 타인에 대
한 사랑을 키워 나가도록 힘을 줄 것이다.
“ 준*아, 선생님은 이 미덕 북에 있는 네가 진짜
너야. 네 미덕을 깨운 너니까. 앞으로도 이 모습
으로 계속 미덕 깨워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아. 미덕 북

헤어질 때 이렇게 말했을 때

지난 해 정서행동 검사 상 우울수치가 매우 높

아이가 답했다. “ 선생님, 죽을 때 까지 이 미덕

아 도움이 필요한 한 아이를 만났다. 눈 맞춤도

북 가지고 살 거예요.!”

없고 수시로 폭력을 쓰던 아이가 미덕의 교실에

Ⅳ. 어떤 변화가 있었나?

서 ‘기적의 4문장’을 들으며 미덕격려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변했다. 교실에서

1. 더 행복한 선생님으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동의 멘토를 자청
해 6주간 진심으로 보살펴 준 것이었다.
지난 4년 간 아이가 보여준 폭력성을 기어하는

가. 나 자신의 미덕을 믿게 되다.
평소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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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실환경은 교사의 행복이다’라는 소신을 갖

칭찬이 즉시 가능하니 아이들의 미덕 인식, 미덕

고 있다. 버츄프로젝트의 ‘미덕 깨우기’를 만난 후

민감성이 향상되었다. 미덕 통장을 통해 칭찬을

우선 교사로서 더욱 행복해졌다. 내 자신이 교사

수업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등

로서 얼마나 많은 미덕의 보석들을 이미 가지고

모든 시간에 미덕을 찾고 깨우고 칭찬하는 활동

있는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 중에서도 ‘사랑’ , ‘존

을 지속할 수 있었다. 작년 5학년 아동 적용 시

중’ 등의 미덕은 이미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깨달

일체 비교, 평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미덕칭찬통장

았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찾아 낸 미

을 기록하게 한 결과 가장 적은 통장 권수는 12,

덕의 향기는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더 많이 향상

가장 많은 통장 권수는 25이었다. 25권 받은 아

시켜 주었다. 앞으로도 내가 계속 깨울 미덕의 원

이의 부모님이 고맙다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왔다.

석들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고 느끼게 되었다.

통장 안에 누적된 교사 칭찬 횟수가 1250번이었

또 그 전에 잘 보이지 않던 아이들의 미덕이 눈

다. 아이의 칭찬 기록을 보신 부모님은 많이 놀랐

에 들어왔다. 미덕을 찾아주게 되고, 수시로 불러

고 감동했다. 매일 매일이 감동 교실, 행복이었다.

주고 격려해주게 되었다. 모든 아이의 내면에 가
득한 미덕 원석을 불러주는 것이 내 미덕에서 시

라. 수 교사에서 용 교사로 전환되다.

작된 일임을 알았다. 아이의 미덕을 깨워주는 일

어떤 아이가 실수나 실패를 하면, 이제 야단을

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치는 것이 아니라, “네 미덕이 졸고 있었구나” 라
는 말로 그 때가 배움의 순간임을 알려준다. 예전

나. 아이들의 미덕을 믿게 되다.

과 다르게 <미덕 깨우기 타임>을 깨닫게 되었다.

행복교육은 ‘가르침’ ‘교육’으로 가능하다 생각

예전에는 아이가 실수했을 때 야단을 맞는 것은

했다. 그러나 버츄프로젝트 ‘미덕 깨우기’를 통해

책임을 지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30명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즉 아이들에게 무언가 가

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야단을 맞는 것은 교육

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그들의 존재 내면에

적인 일일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결론

이미 미덕의 원석이 있음을 믿는 일이 더 중요하

은 그 행동은 일어설 수 있는 아이도 ‘수치심’의

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믿음은 ‘미덕의 언어’를

독으로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의

교실에서 지속하게 만들었고 매 순간 아이들에게“

의식발달 중 수치심이 가장 낮은 단계이며 가장

이 보석덩어리! ” “넌 보석을 가지고 있어!” 라는

오래 치료해야 하는 감정이다. 아이를 사랑한다

말을 습관처럼 쉽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하면서 수치심 덩어리를 무의식에 남겨주는 죄를

예전에는 문제아동을 보면 걱정이 앞섰지만 지

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금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
“ 저 아이는 잠자고 있는 미덕 중 어떤 것을 제일
먼저 깨울까? 아이에게 어떤 미덕을

과제물이나 학습지를 항상 꼴찌로 제출하는 아

젤 먼저 다

이가 둘 있었다. 기다려주고 화내지 않는 것으로

이아몬드 만드는 기쁨을 느끼게 도와줄까?” 문제

나름 그 두 아이를 배려하긴 했지만 상황은 나아

아동이 아니라 미덕의 존재만 보게 된 것이다. 더

지지 않았다. 한 아이는 ADHD이고 다른 아이는

평온했고 행복했다.

Aspergers 증후가 있는 아이였다.
움직이지 않던 아이가 변했다. “OO야, 네 안에

다. 하루 종일 미덕 칭찬을 하게 되다.

끈기 미덕이 자고 있구나. 얼른 깨워야지! 넌 힘

그 동안의 칭찬이 “최고야”, “잘했어”, “멋지다”

이 있어, 깨울 수 있어”라고 말했을 뿐인데 아이

정도였다면 ‘미덕 깨우기’ 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의 태도가 그 날로 바뀐 것이다. 실수했을 때 기

<미덕사방칭찬>을 수업시간 내내, 하루 종일 할

회를 주고, 수치심을 주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성품-영향-질문칭찬이 그

아이의 양심을 자극하면 아이가 바뀐다. 바로 이

것이다. 수업시간에도 구체적이고, 다양한 미덕

것이었다. “네 미덕이 자고 있어서 못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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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 아이들은 야단맞아야 하는데, 야단은

가. 강점을 다이아몬드로 만들다. (낙관성)

커녕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고 격려를 받으니 미

아이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자신

안함, 양심에 자극이 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에게 보석이, 미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

잘 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미덕은 수치심대

다. 스스로 미덕의 4가지 힘, 즉 미덕의 입으로

신 즉시 양심을 일깨운다. 행동을 스스로 바꾸게

말하는 힘, 미덕의 눈으로 보는 힘, 미덕의 귀로

한다. 한 아이가 바뀌자 다른 아이도 바뀌었다.

듣는 힘, 미덕의 손으로 행하는 힘을 발휘해 미덕

바로 아이 내면에 잠자고 있는 미덕을 깨울 수

을 꺼내 쓸 수도 있고, 닦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있는 위대한 존재가 용 교사임을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매 학기말 아이들이 깨운 ‘미덕 다이아몬드 발표

마. 더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다.

회’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다이아몬드를 5개~20개

미덕을 깨우는 교사는 존경받고 사랑받는다. 매

라고 발표했다. 더 놀라운 건 나머지

일 행복한 게 아이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존

원석 미덕도 곧 다이아몬드를 만들 계획을 가진

경받는 느낌 때문이다. 아이들의 미덕을 깨우지만
아이들도 교사의 미덕을 깨워준다. 아침에 등교하
면 저만치서 아이들이 달려와 안긴다. 아이들이
담임교사인 나를 만난 게 젤 행복하다고 할 때,
집보다 학교가 더 좋다고 말할 때 뭉클했다. 아이
들과 하루 하로 보내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
간이 아니라 매일 매일 서로의 미덕을 찾아주고,
사랑하며, 미덕으로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다. 참
행복했다. 교실에 내 실존이 미덕으로 살아서 움
직이고, 우리 교실에 아이들의 미덕이 살아서 나
를 울렸다. 아이들과 교사인 내가 미덕으로 함께
성장했다. 교사라서 행복하다.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1년의 미덕 깨우
기가 아이라 평생 자신의 미덕을 매일 깨우는 삶
을 원하고 그 과정을 믿고 있었다. 아이들의 삶에
대한 낙관성이 향상되었음을 깨달았다.
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다. (자존감)
버츄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자아탄력
성, 감성지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연
구한 이은정(2014),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최지영(2015)의 연구에서는 미덕프로그램
은 자아탄력성, 감성지수를 향상시키며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아이들도 자아존중감의 큰 변화가 왔다. 3월
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아존중감 검사를 했다.

2. 더 행복한 아이들

그 결과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이 15% 이상 수치

초등학생의 행복감 구성요인을 자기존중감, 낙관

가 올라갔고 30% 이상 높아진 아이도 있었다.

성, 친구관계, 가정환경의 4가지 구성 요인을 추

‘이건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의식까지

출한 박영하(2008)의 행복감 요인을 기반으로 교

변해야 올라가는 자존감이 그처럼 많이 올라갔다

육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는 것은 분명 미덕교육이 아이들의 무의식까지
바꾸어 준 것이다. 결과나 성공 중심에서 과정,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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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가치 등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가치가 아이들

을 깨달은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했다. 아이들의

가슴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된 것이다.

관계가 친밀해지고 따뜻해졌다. 더 행복한 교실이

학기 마무리활동으로 ‘나에게 주는 상’발표를 했

되었다.

는데, 제일 많았던 상이 ‘감사’상이었다.
라. 힘든 아이를 돕다.(자존감, 친구관계)
다. 다툼이 없어지다. (친구관계)

작년 교실에 지적장애 아동이 1명 있었다. 그 아

일주일에 5건 이상 나오던 교실 SOS(도와주세

동을 자진해 내가 맡았다. 처음엔 눈 맞춤도 안

요)쪽지가 10분지 1로 줄었다. 첫 해 6월 23건,

되고, 수업시간에 이리 저리 뛰어다니고 소리를

7월 21건, 9월 3건, 10월 2건이었는데 11월과

지르는 그 아이를 아이들이 피했다. 아이들이 미

12월엔 아예 없었다. 다음 해도 마찬가지다. 학기

덕을 깨우면서 아이들이 서로 그 아이의 멘토가

초부터 미덕교육을 진행한 결과 고학년에서 많이

되겠다고 나섰다. 2주마다 15여명의 과목별 멘토

나오는 이 쪽지가 3,4월 10건이었고 이후 1년 내

가 따뜻하게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진심을

내 한 건도 없었다. 다툼이 거의 없어졌다. 작년

나누어 주었다. 11살까지 무섭다고 운동장 땅을

5학년 아이들이 다툰 건 가벼운 말다툼 2건 뿐이

밟지 못했던 아이가 아이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

었다. 그래서 동학년 선생님이 많은 시간 다툼을

으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멘토 아이들 손에 이끌

중재할 때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 매일 교실에

려 미덕칭찬, 미덕 격려를 받으며 운동장에 발을

서 쓰는 언어가 다 미덕으로 바뀌고 나서 가장

들여놓은 지 일주일 후 운동장 50미터 완주를 했

빨리 오는 변화는 아이들의 평온함이었다. 화가

다.

많이 줄었다는 고백을 일기장에서 수시로 들었다.
서로 “너의 미덕은...”이라고 릴레이 미덕 칭찬을

멘토 아이들은 담임인 내가 시킨 적도 없는데

하고 미덕을 찾아주니 서로 다툼이 주는 건 당연

그 아이의 미덕을 깨우기 시작했다. 지적장애 아

한 것이다.

동이 미덕통장을 쓰기 시작했고 책을 읽기 시작
했다. 아이들이 수시로 옆에 끼고 미덕으로 격려
해주고 사랑해 준 결과였다.
그 아이가 생일파티를 못했을 때 아이들과 부모
님들이 찾아가 생일파티를 해 주었다는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또 세 번이나 아이가 교실에 구토
를 해 놓았을 때 단 한번도 내가 치울 기회가 없
었다. 예전 같으면 냄새난다고 아이들이 다 피하
는 상황이었는데 미덕의 교실은 달랐다. 구토했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미덕이 미덕을 낳는다. 미
덕으로 생각과 언어가 바뀌면 소통이 된다. 소통
이 되면 갈등은 저절로 줄어든다. 갈등이 줄어드
니 에너지 소모가 없어 아이들 이 더 행복하다.
다툼이 줄었고

아이들이 진실해졌다. 9월 첫 날

행복한 관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미덕을 울타리
세울 때 반 아이들 19명이 ‘진실함’의 울타리를
원했다. ‘진실함’ 미덕이 주는 기쁨, 소통, 친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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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리를 듣고고무장갑을 끼고 교실로 달려가면
벌써 반 아이들이 다 치우고, 아이까지 씻기고 있
었다. 학기 말 <가장 기억나는 행복한 순간> 한
아이가 발표를 했다. “ 처음에 *영이가 토했을 때
사랑의 미덕으로 치우긴 했지만 냄새가 너무 심
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치울 때 도 냄새
가 나서 힘들었어요. 세 번째 치울 때는 냄새가
안 났어요. 그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 사랑의 미
덕이 다이아몬드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 발표를
듣고 뒤에서 사진을 찍다가 놀라서 앞으로 달려

(사) 한국버츄프로젝트 이사, 전 손곡초교사 권 영 애

가 그 아이를 안아주었다. “ 네 사랑이 다이아몬
드구나” 라고 말해주었고, 곧 눈시울이 젖었다.

학기 말 반 아이들을 모두 위인으로 등극시켜
<28명의 위인 선포식>을 열어주었다. 케익 2개
를 사오게 해 나누어 준 후 위인 선포식을 거행
했다. “ 위 28명 어린이 **,**는 한 아이 *영이가
쓰러져있을 때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사랑해주어서 *영이가 지
적 장애아동으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운동,
공부, 놀이...무엇보다 더 행복해지도록 마음을 안

2월 새 학기 반 편성을 하는 날 그 아이를 6학
년에 가서도 돌보기 원하는 아이들이 있는 지 물
어보았을 때 6명이 자원했다. 이유가 감동이었다.

아주었고.. 변화시켰습니다. 이 28명의 살아있는
위인들을 축복합니다. ” 아이들이 모두 눈시울을
적셨다.

“ 한 해 돌봤기 때문에 더 잘 돌볼 수 있어서”. “
처음에는 사랑미덕을 깨우느라 돌봤지만 지금은
내 마음이 더 행복하다는 거 깨달아서 돌볼래요.”
3주씩 그 아이를 멘토해 준 아이들에게 미덕 칭
찬스티커를 주려하니 80%의 아이들이 거절했다.

“ 11살 동안 잘 한 게 없는데 나는 오늘 위인이
되었다. 앞으로도 위인으로 살 거다.”
“ 선생님, 평생 위인으로 살아갈게요.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이렇게 기쁨인 걸 몰랐어요. 저를 위인
“ 선생님, 대가없이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무
의식에 다 저장할 수 있는 데 왜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더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아
이들을 볼 때 너무나 감동해 할 말을 잊었다.
한 아이가 변하는 그 과정에서 교실은 감동이
넘쳤다. 아이들도 그 아이가 변할 때 마다, 성장
할 때 마다 감동하고 그 아이 엄마도 아이가 변
했다고 울면서 감동하고, 우리 반 엄마들도 고맙
다고 감동하고, 담임교사인 나는 아이들에게 고맙
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 우리 반 모두 서로
에게 감동했다. 아이들 내면에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배려’, ‘존중’의 미덕이 살아서 움직이
고 있음을 깨달았다. ‘사랑’ ,‘배려’미덕이 다이아
몬드가 되어 아이들 삶에서 깨어난 것을 봤다.

으로 등극시켜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도 울
었다. 고마워서, 행복해서.
3. 더 행복한 학부모
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하니 그 행복이 학부모에
게까지 전염되었다. 릴레이 편지, 버츄 미덕 통장
을 본 부모님으로부터 감동문자가 많이 왔다. ‘감
동적이다’, ‘존경스럽다’, ‘제 아들에게 이렇게 장
점이 많은 줄 몰랐다’, ‘다른 아이들의 보석을 찾
아주는 게 감사하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아이들

은 이제 자신의 엄마, 아빠도 미덕으로 칭찬하고
감사한다. 거꾸로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덕을 찾아
미덕통장에 써 주시기도 한다. 아이와 부모님도
서로의 미덕으로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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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덕 깨우기로 인한 아이의 변화는 가정에도 이
어진다. 300자 학부모 평가서 내용에‘시키지 않아
도 가족을 도울 줄 안다.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어 소통이 잘 된다. 버츄라는 좋은 자료를 주셔
서 온 가족이 마음공부를 한다. 서로 이해하는 계
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이가 자기 마음을 잘 표현 한다’, ‘아이가 밝아
져서 좋다’는 학부모님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았

4.

학교에 전해진 미덕

다. ‘전과 달리 아이와 소통이 잘 되어 좋다’며 울

미덕 깨우기가 전해 준 행복은 학교에까지 전염

먹이는 어머님 전화에 같이 울컥한 적도 있다. 다

되었다. 다른 동료교사들이 미덕을 배우겠다고 17

음 이야기도 아이들에게 버츄프로젝트를 적용하

명이나 교실에 찾아온 것이다. 그것도 생기부 결

기 시작한 첫 해 일어난 일이다.

재가 있는 교사가 가장 바쁜 시기, 2015년 12월
24일 오전, 갑자기 공지한 강의였다. 그야말로 크

“선생님, 저희 엄마도 버츄를 배우면 행복해지실

리스마스이브에 찾아온 기적이었다. 모두 퇴근시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도 가르쳐 주세요.”몇몇 아

간도 넘기고 늦게까지 미덕 깨우기 교육을 경청

이가 이렇게 나를 졸랐다. 처음에는 그럴 시간도

했다. 그에 그치지 않고 8시간 워크숍 과정을 배

없고 용기도 나지 않아 한 귀로 흘려들었다. 그런

우고 싶다는 교사들이 있어 2월에 워크숍을 열었

데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었

다. 교육 마친 소감문을 보면서 또 놀랐다.

다. 그래서 용기를 내 날짜를 잡고 ‘아이 공부와
미덕교육에 대해 공개강좌를 여니 참석하기 바란

“아이들을 기다려 본 게 언제였는지 ... 아이들이

다’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행

기다려집니다.” 이 외에도 감동어린 내용이 참 많

여 부담감을 가질까 염려되어 ‘이번에 못 들으면

았다. 미덕은 교사를 먼저 변화시킨다. 교사들이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먼저 배우려 열망하는 미덕교육의 힘이 놀랍다.

쉬어야 할 토요일, 어머니들이 21명이나 참석해

버츄프로젝트를 활용한 <미덕 깨우기>에 대한

나를 놀라게 했다. 그 중에는 “엄마가 행복해지려

아이들의 변화는 혼자 음미하기엔 너무나 놀라운

면 버츄를 배워야 한다”는 자녀의 강권에 못 이겨

것이었다.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블로그

온 어머니도 적지 않아 아이들의 미덕사랑에 더

를 시작했다.

욱 놀랐다.
학기말 말 무기명 교원평가 결과는 더욱 놀라웠
다. 28명 어머니 중 23명의 어머니가 300자 평가
에서 ‘우주최고 선생님’, 감사, 존경, 사랑 등 극찬
의 말을 남겨 주셨다. 평가서엔 미덕 때문에 변화
한 아이들에 대한 감사가 제일 많았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글은 “무너졌던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회
복시켜 주셨다”는 구절이었다. 미덕이 아이, 교사,
학부모를 서로 소통하게 해 주었고, 모두 행복하
게 만들어 준 것이다.

<http://blog.naver.com/jjayy>에

소개한

미덕교

실 운영내용을 보고 문의가 많아 놀랐다. 그 열기
가 2017년 아이스크림 연수원 <학급의 기적, 미
덕의 힘이다!> 라는 30시간 직무연수로 만들어졌
다. 그리고 2018년 <자존감 효능감을 만드는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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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버츄프로젝트 이사, 전 손곡초교사 권 영 애

츄프로젝트 수업>으로 출간되어 현재 8쇄라는 폭
발적 반응으로 이어졌다.

행복교육은 ‘가르침’이 아니라 ‘깨우기’가 답이다.
아이들 내면에는 이미 미덕이 있다. 있는 미덕이

미덕을 통해 행복교실을 운영하기 원하는 교사

깨어나게 교사는 돕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

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았고 아이들 내면의 미덕

면 아이들은 스스로로 자신의 미덕을 깨운다. 그

을 깨우는 과정의 힘을 믿게 되었다. 무엇보다 한

과정에서 행복한 아이들, 행복한 교사, 행복한 학

국 교육의 희망을 나는 보았다.

부모, 행복한 학교가 서로 손잡고 연결되는 기적
이 일어난다.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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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교사, 학부모, 학교 모두를 이렇게나 감동시키

3. 고영미(2010) 긍정 심리학 기반의 행복 증진

고 행복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결론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행복감과미치는 영

다음과 같다.

향.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4. 제니 후퍼(2014) 아이의 행복 플로리시, 한국

첫째, 쉽다. 누구나 쉽게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

긍정심리연구소.

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심리학이나

5. 김미숙(2016)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교육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미덕통장 하나만

행복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잘 활용해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임인선(2014) 초등학생의 성격강점 지각이 주

둘째, 언어가 바뀐다. 아이들의 언어가 미덕의 언

관적 행복감과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서

어로 바뀌면 아이들의 생각도 바꾸고 무의식도

울교대석사학위논문.

바뀐다. 아이들이 자신을 볼 때, 타인을 대할 때

7. 린다 캐벌린 포포프 저, 김영경·박소정 역

미덕을 통해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 아이들

(2013) 버츄프로젝트 교육자용 안내서. 서울: 한

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써본 도구 가

국버츄프로젝트

운데 버츄카드 같은 강력한 도구는 없었다.

8.최지영(2015)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셋째, 매일 할 수 있다. 365일 데일리 프로그램이

아존중감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

다.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미덕카드를 뽑고, 미덕

교 석사학위 논문.

통장에 잠들 때 까지 자신의 미덕을 찾아 적는다.

9. 국버츄프로젝트(2010) 버츄프로젝트 트레이닝

교사가 힘들지 않게 매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

워크북. 서울: 한국버츄프로젝트.

다. (4방 미덕칭찬, 울타리치기, 미덕 깨우기 등)

10. 한국버츄프로젝트(2007) 미덕의 언어로 만드

넷째, 아이들 중심이다. 교사 중심이 아니라 아이

는 아름다운 세상 버츄프로젝트 워크숍 실습용

들이 주도하기에 더 좋아하고, 내면이 바뀌는 근

교재. 서울: 한국버츄프로젝트.

자

본적인 힘이 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
다섯째, 서로가 연결된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영
향을 미치고,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시 선생
님에게 영향을 준다. 미덕은 서로를 변화시키고,
서로를 연결시키는 힘이 있다. 내면의 선함은 우
리 인간의 공통적 지향이기 때문이다.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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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7
질문놀이터에서 다함께 크는 행복4C UP

김 희 자 | 경북 석전중학교 교사
Ÿ 안동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
Ÿ 2017 인성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도1등급 수상, 전국 2등급 수상
Ÿ 2016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도 2등급 수상
Ÿ「한국창의재단 2016 수학교사 한마당」우수 수업사례 특강
Ÿ 2016 교육부(사.) 미래교실네트워크 전국 거꾸로교실 연구회 수학과목장
Ÿ 2017 교육부 (사).미래교실네트워크 전국 거꾸로교실 집중캠프 캠프장
Ÿ 전국수학문화연구회 경북대표
Ÿ‘거꾸로 교실에 담은 행복수업’전국강의 50회 진행
<
Ÿ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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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대구교육청 비쥬얼씽킹 수업 자료집, 2017
미래엔 교과서 거꾸로교실 지도서 전학년 통합본, 2017
미래엔 교과서 거꾸로교실 지도서(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개정본)
중1, 중2, 2017-2018

경북 석전중학교 교사 김 희 자

질문놀이터에서 다함께 크는 행복4C UP
김희자 | 경북 석전중학교 교사
Ⅰ. 들어가며
1. 우리는 행복한가?

어느 따뜻한 봄날, 갓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과 수업 중 창
밖의 봄 오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얘들아~! 지금 창밖을 보렴,
들리니?”하고 두 손을 귓가에 대며 퍼포먼스로 웃음을 주려고 했
었다. 이 때 아이들은 나의 기대와는 달리 어떠한 표정도 반응도
없었다. 이후로도 나의 적극적인 자극에 반응이 없는 아이들을 만
나며 나는 작은 충격에 휩싸였다. 뭔가 교육이 잘못되어 가고 있
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 강의식 수업을 돌아보게 되었다. 집중하
지 못하는 아이들, 흥미를 잃은 모습으로 버티며 앉아 있는 아이
들, 무표정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이들을 흔히 만나
게 되면서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었고 해가 갈수록 학
교와 수업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는 아이들과 나를 만나면 만날
수록 행복한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
고
싶은
마음은
점점
간절해졌다.
- 수업 일기 중 그렇다! 새학기 자기소개서에 좋아하는 것, 잘하
는 것, 하고 싶은 일 모두 “없다” 라고 말하는 아
이들은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 등으로 인해 철저
히 삶의 동기, 소중한 꿈까지 잃어버리고 살고 있
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느껴야 하는 감
정까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복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최근
“취업성공 청년, 미래 삶의 만족도 62점” 이라는
신문기사를 접하며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현재 청년들이 행복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는 근
본원인은 뭘까? 어릴 적부터 받아온 입시위주의
강의식 수업 및 획일적 교육으로 인한 성적 압박
등 즉 바로 우리의 지난 교실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공부
를 하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일까?
나는 지난 강의식 수업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을 발견하고 진단하게 되었다.

진단 1 교실에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꿈이 없다고 말
하는 아이들을 흔히 만나다.

진단 2 교실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아이
들을 만나기 힘들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진단 3 침묵속에서 혼자 개별문제 풀이에만 익숙한 아
이들을 만나다.

교사진단 그런 무기력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었고 강의
식 수업에서 아이들과의 관계스트레스로 마음과 몸이 아팠다.

아이들은 똑같은 내용과 방식의 수업을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받으며 부모의
과중한 성적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수학과
목의 특성상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해서 교실에
서는 무기력한 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흔히 만나게 되고 이는 교사, 학생 모두에게 수학
수업을 고통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학교에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하루의 대부
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는 불행한 인
생을 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며 버티
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실
현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리게 되
었다.
처방 1 물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라고 우리는 흔히 말해왔지만 이제는 저 바다
를 동경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처방 2 교실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질문의 장을 만
들어 수업에 몰입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하지 않을
까?

처방 3 비구조화된 협력학습 구조로 모둠 및 학습공
동체 속에서 4C 등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행복하게 길러
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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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처방

전국교사연구회 및 지역별 모임을 통

다. 행복4C UP: 궁금한 점은 자유로운 질문으로, 모

한 배움, 수업나눔 및 협업활동으로 수업혁신을

둠별 협업 프로젝트로 스스로 수업을 만들어가면서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즐겁고 행복하게 미래역량인 4C를 기르는 것을 말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AI의 등장으로
어떤 것도 예측하기 힘든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2.이론적 배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

고 한다. 특히 교육분야에서 AI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고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1)거꾸로 교실

는 이런 변화무쌍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ʻ거꾸로 교실ʼ이라는 용어는 ʻflipped classroomʼ을 한

있게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핵심역량을 강조

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교사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집

하고 있다.

에서 시청하고, 과제로 주어지던 활동을 수업시간에
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수업방식을 뒤집었다는 의미
로 전통적인 수업에서 주를 이루었던 교과의 기본
Ⅱ. 질문놀이터 수업의 개요

내용을 교사가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그것을 학생들
은 수업전 미리 학습하고,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의

1.질문놀이터 수업의 목적

활동으로 채우며 학생주도적인 배움중심 수업을 말

소통놀이&인성수업으로➜ 자기 주도성 UP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수

학습공동체 세우기를 위한 소통 놀이 및 마음 세

업의 형태에서 학생의 배움을 중시하는 수업의 형태

우기 - 꿈 세우기-모둠 세우기 활동으로 자신의

로 뒤집히는 거꾸로,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는 수

삶의 주인의식을 일깨워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게

업에서 지식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수업으로의 지식

하자.

을 바라보는 관점의 거꾸로, 기존의 전통적인 교사
질문놀이터 활동수업으로➜ 수업 몰입도 UP

다양한 색깔과 문제 선택활동, 질문포스트잇 만들

와 학생의 관계가 뒤집히는 거꾸로로의 의미까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 질문깃발 만들기, 게임수업으로 질문놀이터

2)뇌를 격동시키는 하브루타

활동수업을 펼쳐 수학수업에 빠지게 하자.

손이 밖으로 나온 제1의 뇌라고 하면 제2의 뇌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행복4C UP

입이라고 한다. 대화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는 끊

프로젝트 수업으로 아이들이 진짜 세상에 대비하

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고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말

기 위한 미래핵심역량인 4C(비판적 사고능력, 소

에 대해 반박과 논리를 치열하게 만들어 내야 하므

통, 협업, 창의력)을 행복하게 기르게 하자.

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게 되며 다양한 생각을 공
유하면서 창의력도 높아지게 된다. 하브루타식 질문

<용어의 정의>

하고 설명하는 공부법인 또래 동료 가르치기는 생각

가. 질문놀이터 활동수업: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하는 능력과 기억력을 길러주어 강의식의 18배의

과의 관계세우기 활동을 실시 한 후 수업 중의 활동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

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창의적인 질문들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허용적 분위기와 교사학생간

마구 마구 쏟아지는 수업을 말한다.

의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

나. 4C: 미래 사회에 대비를 위해 우리 학생들이 길
러야 할 핵심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능력(Critiacal
Thinking),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협업
능력(Collaboration),창의력(Creativity)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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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이에 학생간의 인간적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거꾸로교실을 통해 하브루타 공부법인 또래 친구 가
르치기를 실현하면서 효율적이면서도 행복한 수업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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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역할
변화

3.질문놀이터 수업의 중점 실천과제
주제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우리는 지식의

소통놀이 및 인성수업으로 공동체 역량 및 자

전달을 넘어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내는 역
량기르기로 교육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기주도성을 기른 후 매 단계 자유롭고 창의적
비전

21세기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Communication), 협업능력(Collaboration), 창의력
(Creativity)｣를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에 교
사의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ʻ학습자 중심 교육ʼ패러다

학습지를 푸는 수업형태로 단순히 구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 지향점을 21세기 스킬에 두고 아이들과

몰입하는 수업을 펼치고 프로젝트 수업으로
UP을 실현할 수 있다.

목표

자기주도성UP

수업몰입도UP

인 성

긍정,자율,

소통,책임,

덕목

소통

자율

4C 준비하기

4C 펼치기

행복4C UP

질문놀이터

프로젝트로

임으로의 전환을 맞고 있다. 거꾸로 교실은 학생들이
수업동영상을 미리 보고 수업에서는 활동을 하거나

인 질문이 넘쳐나는 질문놀이터 활동수업으로
아이들을 만들어가면서 행복하게 미래역량 4C

현실에 적용시킬 수있는 기본스킬이 필요하고 4C ｢
비판적 사고능력(Critiacal Thinking), 의사소통능력

질문놀이터에서 다함께 크는 행복4C UP

실천
단계

질문놀이터
수업준비하기

행복4C UP
책임,소통

수업으로 4C

함께 크는

UP

행복4C UP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거꾸로 교실은 21세기 스킬이라는 교육적인 목표

Ⅲ. 질문놀이터 활동수업 실천하기

와 SOLE(SelfOrganizedLearned Environment)이라는
형태의 교육철학을 Flipped Classroom의 기술적인 방

실천1. 질문놀이터 활동수업 준비하기

법으로 구현한 것으로서 교육테크놀러지를 이용해 교
실을 가장 인간화시키는 방법이다.
거꾸로 교실에서는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서 학생

가. 소통놀이를 통한 우리의 소중함 깨닫기
1) 꼬인 팔 풀기 남녀 팀별 게임

으로 이동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미리 공부한 동영

남녀 두 팀으로 나누어 각 팀별로 왼팔을 오른팔 위로

상을 바탕으로 활동수업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된다.

꼬아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둥글게 안쪽을 보고 선다. 이

하지만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

상태에서 꼬인 팔을 먼저 푼 팀이 우승하게 된다. 이 때

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디

꼬인 팔이 다 풀린 최종상태는 모두 원 안쪽을 바라보고

자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교

있어야 한다. ➜ 각 팀별로 리더가 드러나게 되었고 몇몇

사는 수업에서 주도적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의 리더들에 의해 팀이 움직이게 되는데 서로 협력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고 먼저 풀어야 한다는 긴장감으

게 되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더욱 요구되므로 많은

로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꼬인 팔이 풀리는 순간 모두

연구를 하게 된다. 강의 중심 수업에서 수동적인 학

들 박수로 기쁨을 표현하며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습자였던 학생들은 수업의 주체가 되어 수업동영상
을 보며 시청노트 정리 및 질문을 적어오고, 수업시
간에는 그 질문에 대해 모둠 활동을 하며 교실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남,녀 두팀으로 나누어 진행
하니 남자팀에서는 먼저 게
임에서 우승하고 싶은 마음
에 가짜로 풀린 척 연기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사이 여학
생팀에서 먼저 꼬인팔을 풀
며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
다.

2) 우리는 하나-실타래 던지기 활동: 의자를 원으로 배치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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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둘러앉아 실타래를 풀면서 자기소개를 한 후 건너
편의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타래를 던진다. 받은 친
구는 실타래를 풀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같은 방법으로 실
타래를 던진다. 마지막에는 학생수 만큼의 다각형모양의
하나의 실이 완성된다.
자! 모두들 잡고 있는 실을 들어 보세요~ 실은 모두
몇 개인가요? 하나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끈으로 연결된 운명공동
체, 학습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활
동
1

실을 밀거나 당겨보세요~ 연결된 여러 친구에게 영
향을 미치지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중
한 존재인 것입니다.

활
동
2

긴장감이 감도는 학기초의 교실
을 신나는 놀이터 같은 분위기
에 아이들도 놀란 모습이다. 교
사로서 그런 생동감 있는 아이
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천상의 구름, 일출, 갓 태어난 아가의 얼굴을 보며 아이들은
순수한 본성을 되찾게 됨
“눈을 감아 주세요~ 지금부터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날거예요~작년의 나의 생활을 떠올려봅니다. ..점점 과거로.. 내가
방금 엄마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 때 엄마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과 보석을 얻은 듯 너무나 행복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에서 찾은 자존감 시나리오

활동2

감사동영상 시청 ➜ 포스트잇 감사 글 적고 모둠 내
나누기 활동
감사글1: 나를 존재하게 해 준 모든
것에 감사하다.

나.마음세우기-꿈세우기-모둠세우기 활동으로 자
감사 나누기 활동

기주도적 인간 형성
차시 주제

마음
1

세우
기

2

꿈
세우
기
모둠

3

세우
기

감사글2: 영상을 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과 가지고 있는 것, 학교를
다닐 수 있는것에 감사하게 여기고
항상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활동 내용
활동1
활동2

과거로의 시간여행에서 찾은 자아존중감
감사동영상 시청 ➜ 포스트잇에 감사 글 적기
➜ 모둠내 나누기활동

활동1

꿈 동영상 시청 ➜ 꿈용지 작성 ➜ 1∶1 대면 상담

활동2

꿈사다리 만들기 ➜ 타임캡슐 보관 행사 ➜ 연말

(2학기)

개봉식

활동1

모둠 풍선치기 활동, 눈으로 말해요

활동2

협력 보석맵 만들기

2)꿈세우기-“꿈을 사랑하는 만큼 삶을 사랑하는
것이
활동

다”
꿈영상 시청 ➜꿈 용지 작성➜교사 1:1대면 상담
➜꿈의 사다리 만들기➜타임캠슐 보관

1)마음세우기-“저 하늘의 태양은 나를 위해 빛난
다!”
활동1

영상과 함께 음악 감상 ➜눈을 감고 교사의 시나리오
듣기➜자신의 모습 되돌아보기

꿈 영상 시청

꿈 용지 작성

꿈의 사다리만들기

타임캡슐에 보관하기

3)모둠세우기-“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
면
멀리 간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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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업시작 5분을 잡아라!-OX퀴즈로!
인성교
육및
역량

목적
모둠 풍선치기

눈으로 말해요

차원
도덕성

역량

도입 단계
2015개정
핵심역량

핵심가치(덕목)

책임있는 의사결정
능력

책임

자기관리 역량

수업 시작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시에 잠재우며 선생
님의 퀴즈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➊ 수업 시작 시 OX퀴즈판 PPT를 화면에 띄워두고 OX
퀴즈 문제를 출제한다.

활동
내용
및
협력보석맵 활동

협력보석맵 결과물

활동
모습

실천2.질문놀이터 활동수업으로 행복4C UP

가.호기심 담기 활동으로 4C UP

➋ 교사는 퀴즈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불
러준다.
➌ 5번 퀴즈문제까지 내려오면서 O,X를 포스트잇에 표
시해 둔 것을 보고 그대로 OX퀴즈판 에서 순서대
로 따라 내려오면 그 아래의 숫자가 정답이 된다.
➍ 교사는 5번 퀴즈문제까지 불러준 후, 교사의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 포스트잇을 동시에 높이 든다.

시청률
부진에
따른

1)수업 동영상-디딤영상: 수업동영상을 미리 시청하게 함

극복방

으로써 수업시간에는 활동수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

안

디딤영상 시청률 부진에 따른 불가피한 설명을 교사
의 일방적 주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ox퀴즈
를 실시하여 정답을 고르게 하여 호기심을 가득 가지
게 한 후 feedback을 해주는 형식으로 1번부터 차례대
로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시작하여 설명식 수업의 한
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고 개별 및 심화 수업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활동 효과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고
른 숫자가 정답이면 선생
님의 칭찬과 함께 스티커
를 얼굴에 붙이게 되고 정
답이 아니면 스키커 및 보
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스스로 책임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길러지게 된다

활동효과

OX 퀴즈판

나.자유로운 질문 & 개별 탐구활동으로 4C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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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유로운 질문을 위한 허용적 분위기
인성교
육및
역량

목적

차원
감성

역량

핵심가치(덕목)

자기 인식 능력

긍정

도입 단계
2015개정
핵심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질문의 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교실내에서의 허
용적 분위기 조성이다.

➊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 따라서 누구나 모르는
것이 있기 마련이고 이에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그 질문에 대해 아는 친구들
질문
은 나눔의 자세로 친절하게 친구들에게 알려주어야
놀이터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2) 모둠별 질문 깃발 만들기
인성교
육및
역량

목적

활동
내용

차원
도덕성

역량

전개 단계
핵심가치(덕목)

책임있는 의사결정
능력

책임

2015 개정
핵심역량
공동체 역량

모둠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 발견시 모둠별로
비치되어 있는 질문깃발에 질문을 적을 적을수 있
게 하여 교사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다.
➊ 모둠별 협업으로 문제를 풀거나 학습지를 해결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➋ 교사는 모둠 사이를 돌아다니며 질문 깃발에 질문
이 적혀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질문에 바로 바로
대답해 준다.

수업

➋ 개별활동 또는 모둠활동 중에 질문이 발생했을 때
➜ 아이들은 언제든지 손을 든다.
교사와 ➌ 교사는 항상 아이들의 질문 손들기에 달려갈 자세
다.
학생의 를 갖춘

에서

자세

효과

➍ 교사의 1:1지도 시 바로 정답을 알려주거나 교사가
직접 풀어주기보다는 관련 문제나 근거 지식을 물
어보며 아이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
유를 준다.
학기초 교육놀이 등 모둠,학급세우기 활동을 함으로써
수업시작시 호기심 가지기 활동에서는 자유로운 질문
이 쏟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수업에서 본
격적인 질문이 있는 활동을 시작하면 교실은 질문의
도가니로 변했고 아이들에게서 뿜어내는 힘찬 에너지
를 느낄 수 있어서 교사 또한 힘을 얻는 수업이 진행
되었다.

활동 효과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이
유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도 직
결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교
실에서 질문에 답하는 것에만 익숙
하고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부끄러움
때문에 아이들은 질문을 하지 않는
다고 한다. 또 제한된 시간내에 질
문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즉, 질
문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
다. 이에 질문을 하게 하기 위한 허
용적 분위기 조성으로 교실에서 질문
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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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대
응방법

효과
및
반성

교사는 모둠을 돌아다니며 질문 깃발의 질문을
확인하고 미니칠판 등을 이용해 설명해 주었다.

질문깃발에 질문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다그치
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질문을 적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 때 본인의 사전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이 모르
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질문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한 공부
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 효과
질문의 도가니로 변한 교실에서는
아이들끼리의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도 많지만 질문있다고
교사를 부르거나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질문할 때 선생님을 계속 부르거나
팔아프게 손을 들고있지 않아도 되니
좋아요!”
또, 적극성이 부족해 자신을 크게
드러내며 질문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질문깃발을 많이
이용하였다.

질문깃발 비치 활동 모습

경북 석전중학교 교사 김 희 자

3) 질문 포스트잇 붙이기
인성교
육및
역량

목적

차원

역량

감성

전개 단계
핵심가치(덕목)

자기관리 능력

자율

2015 개정
핵심역량
자기관리역량

‘궁금한 것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호
기심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목
적이 있다. 깊이있게 탐구해야 하는 단원에서는 이런
질문 만들기 활동으로 메타인지력을 높이면 자기 스스
로를 관리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다.함께 성장하는 메타인지 활동으로 4C UP

1)얼굴스티커 쟁탈전으로 질문 공격하기
인성교
육및
역량

목적

차원
사회성

역량

정리 단계
2015 개정
핵심역량

핵심가치(덕목)

대인관계능력

소통

의사소통역량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며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어 교사 학생 관계회복에 도움을 준다.

➊ 수업 시작 시 포스트잇을 한 장씩 나누어준다.

활동
내용

[ 수업 전 단계 ]

➋ 각자 지난시간이나 수업내용이나 혹은 디딤영상의
궁금했던 점을 찾아본다.

실수와 수직선단원
디딤영상으로 공부

➌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어 질문 포스트잇을 작
성한다.

[ 수업 시간 ]
➊ ox퀴즈 후 활동지를 배부한다.

➍ 칠판에 게시되어 있는 모둠판의 자기자리에 각자
직접 나와서 붙인다.
➎ 또는 각자 만든 질문지를 모둠내에서 2명씩 머리를
맞대 해결하고 추후 모둠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질문지 한 장 또는 두 장을 칠판의 모둠판에 붙일
수도 있다.

효과
및
반성

각자 만든 질문지를 모둠내에서 해결한 후 모둠내에서 미
해결된 포스트잇을 붙이도록 하니 아이들의 적극성이 떨어
지는 현상을 보았다. 각자 개별로 질문 만들기를 한 후 모
든 아이들이 나와서 질문포스트잇을 붙이게 하는 것이 훨
씬 적극적인 활동이 되었다. 질문을 하게 하면 자신이 아
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스
스로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메타인지가
발달하게 되고 수업을 의미있게 시작할 수 있었다. 수업시
작 시 아이들의 질문만들기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문제
의식을 표면으로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었고, 학습의 선
택권을 학생에게 부여하게 되는 셈이라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활동 톡!
학생:선생님! 질문 만드는 것이

➋ 교사는 열심히 공부하는 모둠에게 다가가서 얼굴에 스티커
를 붙여준다.(모둠별 총8개)
➌ 20분 동안 활동지를 완성한 후 게임을 시작한다.

활동

➍ 2가고 2남기 활동을 위해 가위바위보로 이동할 2명을 선정

내용

➎ 2가고 2남기 이동 후 이동한 모둠에서 상대팀과 2명씩 짝
을 지어서 문제에 대해 질문한다.- 서로 각자의 문제를
설명하게 한다-->상대방이 설명을 못하면 상대방 얼굴의
스티커 한 개 떼기(상대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 때도)
➏ 종료시 모둠원들의 얼굴에 남은 스티커 개수의 총합이 가
장 많은 모둠이 우승 ➜ 보상
➜ 활동지를 열심히 완성할 때 교사가 사랑의 말과 함께 붙여
주는 스티커로 아이들은 자존감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고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다른 모둠으로 이동시
미니칠판을 이용해 질문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만난지 얼마 안 된 새 학기에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효과

세우기 활동으로 부드러운 교실 분위기형성에 아주 효

및

과적인 활동이었고 질문공격을 서로 주고 받으며 수학

반성

적인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되면서 점점 수업에 빠져드
는 모습이 보였다.

너무 어려워요!
교사:그래?,OO야,우선

활동 효과

교과서를

뒤지면서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

학생:질문 만들 때는 어렵다고 생

교사로서 아이들에 대한 사
랑을 수업중에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
활동이후“사랑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고 쉽게 표
현할 수 있게 되었고 한 학
기동안 이런 말을 많이 들려
주었더니 이제는 아이들에게
서 “사랑해요~ 선생님!”이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면서
“아! 이런게 바로 교육의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

각했는데

을 문득 해 보았다.

분이 뭔지 생각해 보아라. 또 네
가 어떤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그 부분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거
라.
그래도 안되면 여러번 고민해도
진짜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를
질문으로 그대로 써도 된단다.
학생: 아! 네~ 선생님!
교사:질문을 만들려고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자체가 공부가 되는 거
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
도 된단다.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 알게

얼굴스티커 쟁탈전
활동영상 QR-6

미니칠판을 이용해 질문하는
역동적인 모습
교사 학생간의 관계 세우기에
서 아이들로 하여금 교사의
사랑과 관심을 알도록 하는
것은 감수성이 풍부한 중학생
에게 매우 중요하다.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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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7 질문놀이터에서 다함께 크는 행복4C UP

2)멘토멘티 활동
인성교
육및
역량

목적

차원
사회성

정리 단계
역량

핵심가치(덕목)

대인관계능력

소통

2015 개정
핵심역량
의사소통역량

또래 가르치기 활동에서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풀이과정을 정리하면서 설명하게 되므로 설명+풀
이과정 정리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친구의 설명을 들으
며 나의 오개념을 바로 잡을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

3)크로스 문제카드 활동
인성교
육및
역량

목적

➊ 모둠장은 나와서 자기 모둠수*5개만큼의 포스트잇을 가져
가 5장씩 배부한다.
➋ 각자 5개의 포스트잇에 한 문제씩 5문제를 출제하게 한다.

활동
내용

활동
내용

역할을 정하게 한다.

대인관계능력

소통

의사소통역량

어러 명의 멘토를 만나므로 많은 친구들과 인간적인 만
남을 이룰 수 있고 다양한 문제를 배우며 정리할 수 있
다.

크로스
문제카드
활동영상
QR-13

➊ 모둠장들 모두 나와 가위바위보로 순위를 결정한다.1등한
모둠부터 차례대로 나와 문제카드를 각자 1개씩 선택해
가져간다.(1등한 모둠원들 모두 나오세요! 카드를 1개씩
골라가세요, ‘2등한 모둠원 모두 나오세요,’문제카드를 1
개씩 골라가세요!)

후 활동지를 절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멘티가 다시 똑같

➍ 자신의 활동지에 만난 친구의 이름을 쓰고 그 친구의 문제
를 적고 풀이과정을 적는다.
- 풀이과정을 적을 때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최대
10명의 친구를 만나 문제카드 교환)

은 문제를 설명하며 풀이과정을 적게 한다.

➎ 종료시 크로스 문제카드 활동지를 교사에게 제출한다.

설명한다. 이 때 멘토가 먼저 설명하며 풀이과정을 적은

(➜ 포트폴리오 평가 반영)

➏ 모든 문제가 설명, 풀이과정 쓰기가 완료된 후 포스트잇을

➜ 모둠원이 모두 나와서 문제카드를 직접 고른 후 돌아다니

활동지에 붙여서 교사에게 제출한다.
➜자신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면서 교수님같은 진지한 모습을

며 친구들을 만나는 모습이 마치 파티장에 온 듯한 신나

보였고 문제추출회의를 하면서 쉬운 문제는 서로 가르쳐주며

는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설명해준 친구의 이름을 활동지

제외하고 어려운 문제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문제를 멘토가

에 적고 카드를 교환하면서 모두가 주인공이 된 듯 자존

직접 풀이과정을 적으면서 설명해주니 멘티가 명확하게 이해

감도 향상된 모습이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를 출제할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니 아이들이 힘

반성

사회성

➌ 친구를 만나 자기 문제를 설명하고 문제카드를 서로 교환

➎ 멘토멘티 활동지에 5문제를 각자 한 문제씩 적으면서 서로

및

2015 개정
핵심역량

➋ 선택한 자신의 문제를 풀게 한다(제한시간:5분)

➍ 두명이 자신들이 출제한 문제들을 모아두고 회의를 거쳐
10문제⇨5문제를 추출.

효과

핵심가치(덕목)

[ 수업 시간 ]

※문제 출제 조건

➌ 출제를 완료한 순서대로 두 명씩 짝을 지어 주고 멘토멘티

역량

다항식의
인수분해
연습문제,종합문제를
다양한 색깔의 색지
에
프린트 후 도화지에
붙여한문제씩 잘라문
제카드를만든다(학생
수만큼)

멘토멘티
활동영상 QR-12

OX문제 1문제, 5지선다형 2문제, 서술형 2문제.

차원

[ 수업 전 단계 ]

[ 수업 전 단계 ]
다활동지와
멘토멘티
활동지, 포스트잇을 준
비한다.
[ 수업 시간 ]

정리 단계

들어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다음반 수업부터는
범위를 줄여주었더니 훨씬 수월하게 해 내었다. 또 멘
토가 먼저 설명하며 정리한 후 멘토의 풀이과정이 보
이지 않도록 반드시 반을 접은 상태에서 멘티가 설명
하며 풀이를 적도록 하여야겠다.

활동 효과
문제 출제시에는 이 단원에서 명쾌
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출제하라고 안내하였고 10문제에서
5문제를 추출할 때는 쉬운 문제를
제외하게 되는데 이 때 문제풀이 방
법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으므
로 총10문제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
였다. 문제 출제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경우는 이미 나와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된다고 일러주며
진행을 독려했다.

효과
및
반성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자신의 문제를 풀고
난 후 확인할 수 있게 정답을 비치해두고 각자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신의 문제를 푼 후 풀이
과정에 확신이 없는 경우는 교사에게 확인을 받도
록 미리 안내하였고 문제를 쓰는데 시간이 너무 많
이 걸리는 경우는 문제의 핵심만을 간단히 줄여 적
도록 안내하였다. 멘토멘티가 한명의 친구를 만나
활동하는 것인데 반해 크로스 문제카드 활동은 여
러명의 멘토를 만나 서로 코칭해주는 식이니까 더
욱 흥미롭고 역동적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몰입도 및 흥미도도 높아졌다.

활동 효과

멘토멘티 활동모습
“선생님! 이 멘토멘티 활동으로 친구
에게 설명을 들으면서 적으니까 적으
면서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서 할 수
있어 이해가 잘 되고 좋아요”

모둠별 문제 카드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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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만나 서로 설명, 카드교환

경북 석전중학교 교사 김 희 자

실천3. 프로젝트 수업으로 함께 크는 행복4C UP
가. 이차방정식 프로젝트 수업으로 행복한 주인공되기

나.통계 프로젝트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
단
원

단
원

Ⅲ. 이차방정식 - 이차방정식의 풀이

단계

통
계

프

로

젝

젝

트

트

0.5
1

주제

진

획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또는

밴드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은? 에 대해

공지
공지

회의하기
계획서에 포함되야 할 목록을

배부
계획

모둠장에게 미리배부

서작

프로젝트 계획서 뒷면

흐
름

프

교

이전에 받은 목록을 참고로 계획서
작성하기(B4)

성

2

젝트
구성

행
프로젝트 계획서 앞면

지도 내용 및 지도상 유의사항

반별

프로

계

기

0

프

로

하

Ⅶ. 통계 – 통계 프로젝트

3
4

교실,빈교실,홈베이스 PC로

PPT

작성

설명
판

필요한 재료 배부, 모둠별 작성

모둠 구성원 모두 나와서 발표,
발표
게임

[코칭사례1]

진행하기
우리모둠이 조사한 통계표로 지식시장
게임하기
교무실로

코칭을 받으러 찾아온 급

로

사

젝

의

식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겠
다는 모둠에게..요즘 이슈

트

코

가 되는 살충제 계란 등

칭

불량음식에 대해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정도와 급식만

구

보상을 주며 참여를 이
창의적인 구성이 돋보인
성 끌어낸 설명판 제작
파워포인트 제작

하
기

퀴즈를 마친 모둠에게
점수부여를 위하여 돌림판에
후 학생이 퀴즈를 맞히면
나온 수 만큼의 점수를
뽑기봉투에서 제비를 뽑아 부여해주었고 돌림판의 숫자가
높게 나와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보상을 줌.
모습이 인상적임.

역
할

족도를 함께 조사해보는
건 어떻겠니?

[코칭사례2]

(수학수업

만족도를 100명의 대상으
로 조사하겠다는 모둠에
게) 그럼 아이들이 생각하
는 개선하고 싶은 점도
함께 조사해서 항목별로
%를 낸 후 각각 수준별
샘들에게 전달한다면 정
말 의미가 있는 통계프로
젝트가 될 것 같구나!

설명판으로 개념설명을 한

프
로
젝
트

프
로

구

젝

성

트

하

계획서작성을 위한 회의

통계 포스터 작성

학생들의 수업집중시간과
성적관계에 대해 : 해결방안을
3가지로 제시

양사선생님의 교체로급식만족도
를 맛과 양으로 나눠 조사

기

진
행
및
발
표
하
기

온라인게임용어를 이
용, 참여를 유도한사례

문제풀이용 게임을 직접
만들어 수업한 사례

정답을 맞히면 해당포스트
잇을 떼볼 수 있고 보석이
계급별로 나옴. 최종 계급
이 가장 높은 모둠이 우승
모둠이라고 박수를 쳐줌.

마리오게임으로 문제를 풀게
하는데 진행자가 각 모둠에게
직접 풀 문제를 선정

프
로
젝
트
발
표
하
기

문제발견,조사,해결방안 제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추측,
시
가설 설정 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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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7 질문놀이터에서 다함께 크는 행복4C UP

Ⅳ. 질문놀이터 활동수업 마무리하기
1.행복 4C UP
소통놀이 및 인성수업으로 공동체 역량 및 자기주도성을
기른 후 매 단계 자유롭고 창의적인질문이 넘쳐나는 질문
놀이터 활동수업으로 몰입하는 수업을 펼치고 프로젝트
수업으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수업을 만들어가면서
행복하게 미래역량4C UP을 실현할 수 있었다.
2.행복한 교실을 꿈꾸며
3년 여 동안의 실천과 경험으로 이제는 교실에서 아이들
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지 조금
은 알게 된 것 같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1:1로 마주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나 스스로 교사로
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생동감 넘치는 아이
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자체가 교사인 나를 의미있게
또 살아있게 만들어 주었다. 만족감과 뿌듯함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표정과 행복감속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로운 교
사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또한 활동수업을 연
구하는 수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교사공동체로서
소통과 협업의 가치와 힘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 인지
를 알게 되었고 이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실천하게 하면서
작은 소망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힘들고 무기력한 많은
교실이 생동감 넘치고 행복한 교실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다. 수업 나눔을 통해서 말이다. 교사로서 첫 발을 내딛었
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다졌던 바로 그 소명의식이다.
참 고 문 헌
∙ 박광철(2010), 협력놀이, 즐거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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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
위기시대의 오바마와 말의 힘(言力)

이어령 | 전 문화부장관,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Ÿ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국문학 학사
Ÿ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석사
Ÿ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박사
Ÿ
Ÿ
Ÿ
Ÿ
Ÿ
Ÿ
Ÿ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일본 동경대학 객원연구원
국제 일본문화 연구센터 객원교수
이화여자대학 기호학 연구소장
문화평론가 문단데뷔(문학예술지)
초대문화부장관 역임
중앙일보 고문

Ÿ 現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
Ÿ 現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소장
Ÿ
Ÿ
Ÿ
Ÿ
Ÿ
Ÿ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일본문화디자인대상
대한민국 맹호훈장
대한민국 녹조훈장
대한민국예술원상(문학부문)
자랑스러운서울대인 상 外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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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 위기시대의 오바마의 말의 힘(言力)

위기시대의 오바마와 말의 힘(言力)
이어령 | 이화여대 명예 석좌교수
미국의 새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의 당면한 역사

化)시켰다. 이러한 연설들을 분석해 보면, 오바마

적 고민을 안고 취임했다. 세계는 그의 리더십에

대통령은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를 변증론법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과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정치가임을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

알 수 있다.

다임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모두의 관심
사가 아닐 수 없다.

21세기 ‘글로벌리제이션’이 수반하는 혼혈의 시
대, 경제를 넘어 융합의 시대가 오고 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은 사람의 마음을 잡는

의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강력한 말의 힘(言力)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흑

(hybrid)”,

“매쉬

업(mash

up)”,

“크로스오버

인 중에서도 ‘왕따’로 취급받는 흑백혼혈 흑인, 아

(crossover)”, “인터랙션(interaction)”과 같은 이

프리카 케냐인 아버지에게 날 때부터 버림받고

종(異種)간 교배와 통합을 상징하는 말들이 차지

백인가정 외가에서 은근한 멸시를 웃음으로 넘기

하고 있다.

며 자란 혼혈의 오바마 대통령이 인종의 벽을 넘
어서 젊은이나 빈민층, 부유층 등 폭 넓은 미국인

상품의

특성

역시

원

소스

멀티

유스(One

들을 매료시킨 것은 링컨, 케네디 전 대통령들의

Source Multi Use)로 시장의 시스템도 수직에서

‘재림’으로 평가되는 그의 명연설에서 찾을 수 있

수평으로 변화되어 간다. 또한 경계영역 역시 한

다.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 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공급사슬관리(Supply

“진보적 미국, 보수적 미국은 없고 다만 미합중

Chain Management) 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

국이 있을 뿐이다. 흑인을 위한, 백인을 위한, 히

이 등장하고 있다. 로컬화와 글로벌화가 동시에

스패닉을 위한, 아시아인을 위한 미국도 없다 :

이루어지고 있는 이종격투기장과 같은 변화된 시

다만 미합중국이 있을 뿐이다.” (“Thers’s not a

장에서는 이제 단순한 ‘경쟁’원리만 가지고서는

liberal America and a conservative America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외

ther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s

로운 섬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업 간의 얼라이언

not a black America and white America and

스(alliance)전략이나 상품간의 상호 의존관계를

Latino America and Asian America : there’s

넓히는 협력적 경쟁(co-petition)을 통해 윈-윈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n-win)할 수 있는 균형원리의 게임을 전개해

“이 선거는 흑인 대 백인의 싸움이 아니라 과거

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핵심적인 거대 담론

대 미래의 싸움이다.”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중요

은 융합의 철학과 그 기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중

그 융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문화의 힘이다.

요하다.” “이 세상 어딘가에 돈이 없어 배를 곯는
노인이 있다면 나 또한 가난한 것이다.”

쓰러져가는 미국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제1의 힘인 군사력에 의존할 수 없고 제의 힘인

오바마는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體

134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경제력만 가지고 안 되고 제3의 힘인 말의 힘(言

이화여대 명예 석좌교수 이 어 령

力)이 옆에서 거들어 저야 한다. 군사력과 경제력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을 hard power라고 한다면 말의 힘, 즉 문화의
힘은 soft power 이고 이 hard power와 soft
power를 변증론 법으로 통합한 힘이 바로 smart
power이다. 이 smart power가 융합력, 창조력,
상상력을 정치와 경제 분야에 불어넣어 글로벌

<위의 글은 ‘한국선진화포럼 제 33차 월례토론

경제위기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동력 역할

회’에서 ‘위기 시대의 오바마와 말의 힘(言力)’이

을 하게 된다. 바로 출생부터 혼혈인 다문화가정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별 초청된 이어령 석

에서 태어난 오바마 대통령이야 말로 이질적 요

좌교수 특별강연에서 요약한 내용이다.>

소의 융합력을 갖춘 지도자인 것이다.

이어령 이화여대 학술원 명예석좌교수는 “요즘같
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불어 넣으려면 정치인의 ‘말의 힘(言力)’이 절실

‘말의 힘’으로부터 무엇을 감지할 것인가? 정치가

합니다.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언어가 아닌 이종

들이 말의 힘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두

(異種)간 교배와 통합을 상징하는 말이 돼야합니

가지이다. 첫째로, 국가가 “말”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라고 역설하면서 정치인들은 ‘통합의 언어’를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가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배워야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말만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tool이라는 점이다. 금융 쓰나미

출처

가 스치고 지나간 후에 실업의 거대한 파고가 다

http://www.kfprogress.org

가오는 경제위기상황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
망과 용기와 사랑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정치
가의 강력한 ‘말의 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삶과 말이 일치하는 진
실한 언어를 강조하고,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배
려하며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고 애쓰는 따뜻한 말 문화를 가꾸어 왔다.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은 말을 잘
해 큰 빚을 갚는다는 뜻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천냥의 가치를 지닐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하고 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쏠림의 언어들을 어떻게 중용의 언
어로 바꿔가는가,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이 통합의 언어에 의해 넓혀가고 갈등이나 분열
을 넘어 힘을 모으는가 하는 긍정의 언어, 창조언
어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우리도 말의 부정적 힘에 기대어 막말하는 사회
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창의적 언어
를 물려줄 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 그래야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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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 용 | 이화여자대학교 13대 총장
Ÿ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Ÿ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사 석사
Ÿ 서강대학교 대학원 한국사 박사
Ÿ 현재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위원장
Ÿ 현재 영산대 석좌교수
Ÿ 현재 코피온(해외봉사단체)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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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16대 원장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2대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대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13대 총장

<
Ÿ
Ÿ
Ÿ
Ÿ
Ÿ
Ÿ

저서 >
구한말 광산이권과 열강
한국 근대광업 침탈사 연구
한국사회사상사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 이해
한국 역사 속의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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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첨예하게 극단적 대립과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는지
요즈음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있다. 안보위기, 경제

참담하기만 하다.

위기, 인구위기, 정치 리더십 부재 등 난마같이 어려

6.25전쟁의 폐허에서 70달러도 안된 경제상황이

움이 얽혀있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

지금 3만 달러 시대를 육박해도 우리는 전혀 행복하

하기만 하다. 많은 사람들은 100여년 전 구한말시대

지도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우선 교육에

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은 더 상황이

서 경쟁에 이기는 것만 가르쳤지 인성을 잡아주지

나빠진 위기가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

못했다. 또한 서로 돕고 다 함께 가는 따뜻한 공동

이 쇠락해가던 시절이고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고

체적인 미풍양속이 사라졌다.

교육에서 애국심과 민족공동체 의식이 살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잘 가르치지를 못해서

그러나 지금은 각박해져가는 인심에서 이기심이 난

그렇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켜 오면서 간직

무하고 매몰찬 경쟁 사회에서 나라사랑하고 지키는

해 온 정신문화에는 우리가 올바른 미래를 열어가기

정신이 사라졌다. 물질만능 풍조에 젖어서 소유에

위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다. 한국의

대한 욕망이 절제가 안 되어 상부상조하는 정신문화

전통적인 정신문화는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

가 황폐화 되었다. 더구나 주변의 국제 정세를 보면

으로 인간과 인간다움을 생각하며, 역지사지하며 타

중국은 강성해져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일본의 역

인 및 자연과의 관계를 폭넓게 조망하는 가치체계를

사왜곡은 물론 미국, 러시아, 주변국들의 한반도를

보여준다. 바로 한국의 정신문화에 깃들어 있는 소

바라보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모두 자국의 이해관

통과 화합의 정신, 인간주의적 사랑, 인간과 자연의

계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처해진 현

조화, 나눔과 배려, 생명 존중과 평화의 정신은 4차

실이다.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필요한 시대적 가치이다.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할 것인가? 인도의 영혼이라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자세

는 간디는 1939년에 7가지 해소해야 할 사회 폐단

가 필요한 지를 가르쳐야 한다. 우선 첫째는 항상

으로 첫째는 책임 없는 정치, 둘째는 노력 없는 부,

미소를 띠우는 자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가르치

셋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넷째는 인성 없는 지성, 다

자. 필자가 국가브랜드위원장 시절 우리나라 국가브

섯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째는 윤리 없는 상업,

랜드가 기대보다 훨씬 낮아서 외국인들에게 그 이유

일곱째는 희생 없는 신앙을 들었다. 필자는 이에 덧

를 물어보았더니 이구동성으로 한국인들은 미소가

붙여 준비 없는 미래, 역사 잊은 민족, 애국심 없는

없고 친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인들은 사

지도자를 들고 싶다.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해소해

귀어보면 속 깊은 정은 있는데 표현이 인색하다는

야 할 사회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것이다. 20세기 일제 식민지를 겪고 또 6.25 전쟁을

107년 전에 빼앗겼던 나라이다. 그러나 35년 만에

치루고 극복하다 보니 긴장하고 얼굴이 굳어질 수밖

되찾은 나라이다. 불과 얼마 안 된 역사임에도 우리

에 없었다. 관광 한국을 위해서도 미소 띤 친절한

는 먼 나라의 옛 이야기처럼 역사의 기억을 잊어버

국민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미소는 세계적 언어

렸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목숨 바쳐 다시 찾은

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나라인데 광복 7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직도 동

둘째는 사물을 보는 긍정심과 사명감을 심어주는

족끼리의 미움과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이 이렇게

것이다. 우리 역사에는 시련도 많았다. 그러나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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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면 된다,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세상을 바꿀

하는 사람을 말한다. 덕을 베푼다는 것도 쉬운 일이

수 있는 역사의 힘이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봉사하는

배가 12척 밖에 아니라 신에게는 12척이나 되는 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귀한 사람이다.

가 있다는 긍정심으로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다. 35

아홉째, 초심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년 일제치하도 민족의 자존심으로 빼앗긴 나라를 찾

초심이 본심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처음 먹은 마

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

음에서 한참 멀어질 수 있다. 이리저리 따지다가 아

이다. 그리고 내가 내 나라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심

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겪어왔다. 매사

어주어야 한다. 바로 긍정심의 궁극적인 귀결은 나

를 심플하게 생각하면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균

라사랑하는 애국심이다.

형과 조화의 지혜를 갖춘 심지 있는 인재를 키우는

셋째는 스트레스가 와도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한

것도 인성교육의 과제이다.

다. 개인이나 나라나 다 시련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

열 번째, 항상 감사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으

나 빨리 해법을 찾아서 풀어야 한다. 그 속에 함몰

로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작은 것부터 감사, 매일

되면 길을 찾을 수 없다. 한번 객관적으로 관조하면

매일의 감사가 사랑을 낳고 나눔을 낳고 행복을 만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

들 수 있다.

넷째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다. 인간은 혼자 살

이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교육에서 행복의 덕목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태어나서부터 부모, 형제,

가르치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공유하면 행복은 배가

친구, 스승, 제자, 선배, 후배, 이웃, 직장 동료 등

되어 희망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게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올해로 광복 72주년을 맞이하고 3.1운동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연의 소중함이다. 좋은 능력

지 98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금 우리는 선조들이 자

도 좋은 인연으로 얽힐 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

주독립을 선언하며 꿈꾸었던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는 것이다. 역지사지 상대방을 헤아리면서 함께 가

그 꿈은 자손대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

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생의 큰 자

한 나라이고 동양의 영원한 평화, 더 나아가 세계

산이 된다.

평화와 인류 행복을 염원하는 나라였다.

다섯째는 어떤 환경에서나 잘 적응할 줄 알아야 한

이제 자손대대로 풍성한 삶의 행복을 깊이 누릴 수

다. 세상 살다보면 비단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돌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자유를

리에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할 때 위기대처 능력을

지킬 수 있는 안보가 튼튼해야 하고, 행복한 삶을

길러주어야 한다. 당황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영위할 수 있는 경제력이 동시에 뒷받침 되어야 한

의연하게 주어진 환경을 잘 다스리고 정의롭고 조화

다. 그러나 풍요로움만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 다시

롭게 아우를 줄 아는 인성을 잡아 주어야 한다.

진정한 정신문화를 되살려내야 할 시점이다. 진정한

여섯째, 지덕체라고 지성과 덕성 그리고 신체의 건

문화운동을 펼칠 때 우리는 세계 평화와 행복을 리

강이 중요하다. 바로 운동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드하는 문화국가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어려

키워주어야 한다. 정신건강은 신체적 건강에서 출발

운 시대에 위기는 기회로, 좌절은 도약으로, 갈등은

하는 것이다.

상생으로, 경쟁은 열정으로, 분열은 화합으로 이끌면

일곱째, 종교를 가지기를 권유한다. 어느 종교나 선

서 우리 후손들을 위한 희망의 숲, 행복의 숲을 만

택은 자유이다. 인간은 때로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

들어 가야 한다. 그러할 때 대한민국의 성장과 성공

에 무언가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를

뿐만 아니라 인류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통일로 변화

통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선한 가치를 배울 수 있

시키는 지혜와 마음을 모아 세계로, 미래로 전할 수

다.

있어야 한다.

여덟째, 봉사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옛날에
도 오복(五福)을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
하였다. 바로 유호덕(有好德)은 덕을 베풀기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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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행복, 행복의 교육
김주성 |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1. 세 가지 에피소드

생각해도 어린 아이가 알아들을 것 같지 않았는
데, 한참 지나서 보니 신기하게도 아이는 마음을

30년도 더 지난 1980년대 중반 어느 날 미국 텍

정리한 듯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 나오는 것이

사스의 주도인 오스틴에서 신기하게 눈 여겨 보

었다.

았던 일이 있다. 늦은 나이에 미국유학을 떠났었
기 때문에 당시에는 벌써 아들내미가 3살 남짓했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와서 둘러보니 우연

고 연년생인 딸내미가 2살이었다. 식료품을 사러

히도 세 가족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손찌검을 당

수퍼마켓에 가서는 딸내미를 쇼핑 카트에 앉히고

한 아이는 내내 시무룩해져 있었고, 장난감을 손

아들내미와 손잡고 상품 진열대 사이를 누비곤

에 쥔 아이는 의기양양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하였다. 가끔 장난감 진열대를 지나칠 때는 아이

있었다. 그런데 엄마 얘기를 듣고 마음을 정리했

들이 장난감에 눈길을 빼앗기곤 하였다. 바로 그

던 아이는 환한 얼굴로 엄마 옆에 붙어 서있는

때 부모들의 서로 다른 대처방법이 눈에 들어왔

것이었다. 내 아들냄과 딸냄은 장난감 보다는 부

다.

엌살림을 가지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해서 다행히
이런 고충은 없었지만, 장난감 진열대에서 맞닥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강제형이었다. 아이

린 세 장면은 잊을 수가 없다. 유학을 마치고 돌

가 칭얼대자 카터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눈을 부

아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자 더더

라리다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손찌검을 하는

욱 음미하게 되는 교육소재가 되었다.

것이었다. 어찌 보면 야만스럽기도 했는데, 효과
는 만점이었다. 아이는 금방 울음을 그쳤고 쇼핑

2. 교육의 행복

내내 조용했다.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양보
형이었다.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칭얼대니까

아이들이 칭얼거릴 때 차분히 설득하거나 단호하

안 된다고 하면서 달래다가, 결국 아이가 울음을

게 혼내는 목적은 부모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터뜨리자 안 되겠다 싶었던지 장난감을 얼른 집

아니라 모두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아이가

어주는 것이었다.

잘 커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어느
부모나 원하는 것이고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설득형이었다. 진열

일이다. 아이가 삶을 잘 이끌어 가려면, 무엇보다

대 구석에서 엄마가 아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도 욕심을 자제하는 힘을 키워주어야 할뿐만 아

한참이나 얘기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지나는

니라, 수퍼마켓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길에 눈 여겨 보았더니, 엄마는 아이를 세워놓고

는 조용히 해야 하는 규범의식을 키워주어야 한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장난감을 사

다. 교육목적이 같더라도 교육방법은 부모마다 때

러온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사러

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오자는 내용이었다. 물건을 살 때는 계획을 세워
서 사야지 그냥 맘에 든다고 덥석 사면 살림이
어려워진다고 차근차근 설득하고 있었다.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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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장 좋아 보인다. 그런데 강제형의 교육방
법과 양보형의 교육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

설득형의 교육방법은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은지에 대해서는 마음이 잘 서지 않는다. 물론 공

것이지만 최고의 교육방법인 것은 두 말할 필요

공장소에서 손찌검을 하는 행위는 선뜻 교육행위

가 없다. 이런 교육방법으로 키워진 자제력과 규

로 보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다. 요즈음의 기준으

범의식은 밖에서 이입된 것이 아니고, 아이의 내

로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면에 이미 잠재하고 있었던 것을 일깨운 것이기

그러나 전통사회에서는 이런 교육행위가 널리 퍼

때문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져있었다. 이집트 속담에 ‘아이들의 귀는 등에 붙

대부분의 정상적인 아이들의 내면세계에는 잠재

어있다’라는 말이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우리

적으로 존재하는 미덕이 있다. 잠재된 미덕을 일

나라에서와 달리 종아리가 아니라 등어리를 때렸

깨워 의식화시키는 작업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

던 것 같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등어리를

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회초리로 때렸던 것이다.
세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아이를 교육하면서 보
일단 아동학대라는 혐의를 벗겨내기 위해서, 손찌

람을 얻는 부모는 누구일까? 아마도 양보형의 부

검을 혼내기로 완화시켜보자. 혼내기의 교육방법

모는 자신의 교육의지를 꺾었기 때문에 보람을

은 부모가 아이에게 자제력(self-control)의 미덕

느끼지 못할 것이다. 아이는 의기양양해졌을지 몰

과 공공장소의 규범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제력을

라도 부모는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형의 부

동원하는 것이다. 강제력으로나마 교육목적을 달

모는 어떨까? 교육의지를 실현하고 교육목적을

성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양보형의 교육방법보다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은 안도할 수 있을 것이다.

는 나아 보인다. 양보형의 교육방법은 교육목적을

그러나 아이가 부모의 깊은 뜻을 가슴에 아로새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칭얼대다가 부

겼는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 아이가 내내

모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시무룩한 얼굴을 하는 것을 보면, 단기적으로 교

부모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소란을 잠재우고자

육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장담할

얼른 아이에게 장난감을 쥐어주었다. 여기에서 아

수 없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사춘기에 반

이는 떼쓰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

항심리가 커지기도 하고, 어른으로 성장해서 부모

을 것이다. 자제력을 키워주지도 못했고, 공공규

에게 섭섭한 마음을 지닐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범도 가르쳐주지도 못한 것이다.

설득형의 부모가 가장 보람을 느끼리라는 것이다.
아이가 마음을 정리하고 환한 얼굴로 엄마 손을

강제형의 교육방법을 받은 아이는 자제력을 얼마

꼭 잡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나 키우고 공공규범을 얼마나 내재화할 수 있을
까?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입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3. 행복의 교육

반항심리가 싹텄을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아이
의 자제력과 규범의식은 불완전한 것이다. 물론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길고 긴 인생살이에서는 어떤 때 크게 혼나서 인

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교육을 하면서 부모도

생행로가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혼나는 것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제2차적인 목적에

이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나지 않는다. 제1차적인 목적은 아무래도 아이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그렇다고 이런 경우를 강

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

제형의 특별한 교육성과로 보기도 어렵다. 혼낸

문에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결과라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은 결과이기 때문이

않고, 아이가 잘 크도록 어떤 때는 혼내거나 눈물

다.

로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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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사랑만 받다가 세상물정 모르고 나대다가
세 가지 교육방법 가운데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크게 실패하고 나서 깊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방법은 어떤 것일까? 우선 강제형의 교육방법이

많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이기도 하

아이에게 당장 행복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

고, 인간이란 어떤 경우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

명하다. 아이는 혼나고 나서 시무룩해 질 수밖에

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깨

없다. 혼나고 나서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달음은 양보형의 교육효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물론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혼나고

이다.

나서도 속으로 새기려고 노력한다. 반항심리가 생
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말

결국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을 따르려고 한다. 아이가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된

것이다. 설득형의 교육방법이 가장 훌륭한 까닭이

다면, 당장은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삶을

여기에 있다. 아이의 내면세계에 잠재하는 미덕을

살아가는데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강제

일깨워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도록 설득하는 교육

형의 교육방법은 아이에게 당장의 행복을 주지는

방법은 현재에도 아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뿐

않지만 미래의 행복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

만 아니라 미래에도 행복을 얻게 하는데도 첩경

다.

인 셈이다. 인간이란 스스로 깨달을 때 가장 기쁘
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존재이다. 자신의 삶을

부모가 아이에게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

책임지는 사람도 오직 자기일 뿐이다. 그러기에

모의 혼냄은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계기

교육이란 아이들에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삶을

가 된다. 부모에게 준엄하게 혼나며 자라는 아이

책임지게 하려는 차가운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들이 오히려 성숙한 경우가 많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아이에게 화풀이 하듯 혼내면 정 반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라고 해서

대의 교육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아이를 일부러 구렁텅이에 넣을 부모는 없을 것

을 혼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부모가

이다. 물론 부모가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반면교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

사를 삼아 깨달아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없지는

이들을 혼내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

않다. 그렇지만 반면교사를 목표로 할 수는 없는

했다가도 점점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피하기

노릇이다. 모든 교육가들은 정면교사로서 성의를

어렵다. 강제형의 교육방법이 위험한 까닭이 여기

다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인도하는 까닭이 여기에

에 있다.

있다. 예전에는 혼내는 방법도 많이 써왔다. 그렇
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 그런 방법에는 많은 약

양보형의 교육방법은 아이들에게 당장의 행복은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아이들이 스

줄지 모르지만 미래의 행복을 얻게 할 수는 없다.

스로 깨닫도록 대화롤 통해서 설득하는 교육방법

아이들이 자제력을 잃게 만들고 사회규범을 내면

을 많이 쓰고 있다.

화시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당장은 자기 욕
심을 채울 수 있어서 의기양양해지겠지만, 견물생

문제는 아이들을 대화로 설득하는 방법이 어렵다

심을 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욕구를 충족

는 것이다. 어려운 까닭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라게 되

아이의 조급증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성

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안하무인격으로

급함 때문이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욕심을 채우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다. 결국 성장해서 크나큰

려고 한다. 어린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쉽지 않

인생의 좌절을 맛볼 것이다.

다. 아이가 떼쓰기 일쑤이고, 그러면 부모도 화내
기 쉽다. 아이의 조급함은 부모의 성급함을 불러

물론 좌절을 맛보고 크게 깨달을 수도 있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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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모가 인내력을 발휘해야 한다. 부모 자신이

설득형의 교육방법을 익혀야 한다.

깊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를 차분하게 설
득할 수 없다. 아이의 교육은 부모의 성숙도에 따

우리에게는 미래의 삶을 위한 프로젝트가 교육이

라 좌우된다. 행복교육이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라는 생각에서 현재의 삶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많다. 어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교육을 통해
서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연결시킬 수 있

4. 교육과 행복

을 것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행복감을 누
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도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에게는 부모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야하

미래 삶을 행복하게 설계해 나갈 것이다.

는 존재라는 생각이 많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무릅쓰려는 부모의 마음은 어쩌면 본
능인지도 모른다. 아이를 키우면서 언제나 불안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아이를 위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남보다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이는
잘 크고 있는지, 이런 저런 걱정으로 부모들은 언
제나 스트레스에 빠져있다.
부모의 삶이란 아이들의 삶이 향하고 있는 마지
막 종착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아이
들과 함께 하고 있는 현재의 삶이 행복해야 한다.
시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이들의 미래모습이란
결국 부모의 현재모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
다. 아이들도 미래에는 자식을 가진 부모가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아이들을 키
우는 부모의 현재 삶이 행복할 수 있어야, 자식들
을 가진 아이들의 미래 삶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이와 함께 하는 현재 삶이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자식들을 갖게 될 아이
들의 미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재산이
많든 적든 출세를 했든 못 했든, 아이들과 함께
하는 현재의 삶 자체에서 반드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불행해야 될 까닭이 없
다. 아이들과 함께 누리는 현재의 행복으로 아이
들의 미래 행복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고 혼내는 교육방법이
나, 당장의 욕구를 채우도록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교육방법은 피해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라도 아이들과 함께 현재 행복을 누리려면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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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행복: 정치철학자의 행복론을 중심으로
김영래 |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I. 정치란 무엇인가?

제의 복합성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정치가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제1차적인 목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적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치지도자들은 물론

정치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정치를 하고 있는가?

플라톤과 같은 고대정치철학자들도 대체로 동의

정치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권력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다.

위하여 행사하는 것인가? 정치지도자들은 사익을
추구하는가 또는 공익을 추구하는 하는가?

국가

현대사회는

정치화의

시대(Age

of

Politicization)이며, 이는 정치가 우리의 일상생활
37)

란 어떤 존재인가? 국가가 공동체 구성원을 위하

의 구석구석을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대를 맞이하여 끊임없이 정치의 굴레 속에서

이런 질문은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질문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그리고 또한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구성원의 행

다양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

복을 위하여 자신을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등

향을 미치고 있다. 위와 같은 질문은 지금까지 수

공직에 선출하여 주면 행복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많은 정치사상가 또는 정치지도자들에 의하여 되

체를 만들 수 있다고 선거 때마다 무수히 공약하

풀이 된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였지만, 그러나 이들의 공약(公約)은 제대로 지켜

답변은 아직까지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가 쉽지

지지 않는 공약(空約)이 오히려 국민들은 정치에

않으며, 또한 수긍할 정도의 답변을 얻고 있지 못

실망하고 있다.

하고 있는 논쟁적인 주제이다.

한국은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과거 조선

이는 정치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의

시대와 같은 왕조국가에 있어 백성의 행복은 전

성에 우선 기초하고 있다.36) 정치란 주어진 환경

적으로 절대통치자인 왕의 통치방식 여하에 달려

과 지도자가 제시하는 비전, 정치체제를 구성하고

있었다. 때문에 정치를 통한 행복이란 의미 자체

있는 국가의 역사와 전통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

가 구성원 스스로의 노력이나 투쟁에 의하여 이

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

뤄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에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

때문에 행복 수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려웠다.

제가 아니다. 어느 정치학자의 지적과 같이 정치

그러나 절대왕조가 무너지고 민주국가가 성립

학자의 수(數) 만큼이나 정치학이 존재하고 또한

된 이후 구성원의 행복의 개념은 정치지도자의

정치체제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정치운영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다.

의 경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러한 정치에 대한 다의적인 해석에도 불구

구성원의 행복은 정치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고 하나의 합의된 정치에 대한 해석은 공동체

되었다. 행복이 단순히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기

구성원의 행복(Happiness)의 추구인 것이다. 행

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유, 인권, 정의 등과 관

복이란 용어에 대한 해석, 또한 이를 위한 정치체

계를 갖게 되었다. 이는 이승만 정부 이후 지금까
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 의하여 요구되어 온 행

36). 정치의 기본 개념은 「정치학 대사전」(서울:박영사,
1975); 참조.

37). 이극찬, 「정치학개론」(서울: 법문사, 1999),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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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과 관련된 정치의 주요 의제였다.

각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이러한 정치와 관련된 행복의 문제는 지금도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오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제2차대전 이후 신

히려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생국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수행,

행복은커녕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되었다. 더구나 원조를

지난 10월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변하여

단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G20정상회의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정도로 발전하

국민들이 탄핵찬성과 탄핵반대로 분열되어 소위

였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추운 날씨에도 참석하

그러나 최근 발생한 소위 청와대 비선 실세

느라 고생을 하였다. 직접 이런 집회에는 참석하

‘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야기된 탄핵정국에서

지 않았지만 집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또는 각종

보는 것과 같이 정치체제는 국민들의 삶을 행복

모임에서 탄핵여부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국민들

하게 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9일

이 받은 스트레스를 보면 정치가 국민의 일상적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

인 생활은 물론 행복지수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

되고 그 후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헌

을 주고 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탄핵소추가 인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정부

용되어 대통령에서 파면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

출범 이후, 4대 국정기조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

38)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발표한

국정기조에서

‘국민이 행복한 정부’라는 슬로건

다임의 시대로 명명하면서, '신뢰받는 정부'를 추

아래 정부를 운영하였지만 탄핵사태 등으로 오히

진기반으로 명시했다. 즉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

려 국민들의 삶의 행복도는 더욱 낮아져 오늘과

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4대 국정기조를 정

같은 정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들
4대 국정기조는 모두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한 생

II. 정치화의 시대와 행복

활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탄핵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삶

정치가 오히려 공익(公益)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 하나이다. 사회라는 커다란 공동체는 정치이외

특정인이나 특정정치세력을 위한 사익(私益) 위

에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가지 분야가

한 행위로 전락하여 국민의 공분을 삼으로서 오

한데 어울려져 이루어지는 단위이기는 하지만, 이

늘과 같은 국정혼란이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국

중 우리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들은 정치와 정치인에 대하여 신뢰하기 보다는

정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사회를 정치화의 시

오히려 불신 내지 증오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 얼

대라고 칭하고 있다. 정치를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마나 불행한 상황인가.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선출되고 또한 이들이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신뢰도를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법을 제정하고 또한

조사한 바에 위하면 이들의 신뢰도는 최하위를

이를 집행하기 때문이다.

나타내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3월 16

때문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

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28명을 대상으로 지

때만 되면 입후보자나 정당들은 자신들만이 국민

난해 6~8월 동안 주요 7대 직업군(정치인·고위공

을 위하여 일하는 머슴의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

직자·경제인·법조인·언론인·교육자·종교인)에 대한

하면서 동시에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정치인은 1.89점으로 전체
직업군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발표했다.

38)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재석의
원 299명 중 234명 찬성, 부결 56명, 무효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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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연합뉴스」(2017.3.16.)

39)

심지

전 동덕여대 총장, 아주대 명예교수 김 영 래

어 일부 조사에서는

“길가다 만난 낯선 사람보다

7.522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이슬란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다는 조사 결과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

가 있다”며 “이런 사태는 국회 신뢰는 물론 의원

주, 스웨덴 등의 순이었다. 가장 불행한 나라는

들이 만드는 법에 대한 신뢰도도 낮추는 결과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었다. 150위권에는 이 밖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에 토고, 시리아, 탄자니아, 브룬디가 있다. 일본

지난 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한 사회통합 실

은 한국보다 5계단 높은 51위를, 중국은 79위를

태 조사도 들여다보면, 가족에 대한 신뢰 인식은

차지했다. 이밖에 미국은 14위, 독일은 16위, 영

4점 만점에 3.6점으로 가장 높았다.

40)지인(2.9

국은 19위, 프랑스는 31위를 차지했다.

점), 이웃(2.6점)에도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

유엔세계행복보고서는 2014년부터 2년간 여론

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신뢰 인식은 4점 만점

조사 기관 갤럽이 진행한 기대수명, 자유, 소득, 사

에 1.7점으로 가장 낮았고 중앙정부부처(2.0점),

회적 지원 등의 조사 결과와 유엔 인권지수 등을

검찰(2.0점), 법원(2.1점)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

토대로 순위를 정했다. 유엔의 행복지수 분석에

는 내 사람까지는 믿을 수 있는데 사회를 특히

따르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이 상위

공공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정서라고 볼 수 있다.

권을 기록,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명성을

이런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수치가 더욱

높이고 있다. 반면, 지역적으로 같은 경제 공동체

충격적인 건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시가 ‘최순실 게

에 속해 있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행복 지수는

이트’ 이전에 조사된 데이터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에 비해

금년에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훨씬 뒤져 있다.

정치에 대한 신

유엔에서 조사하는 행복지수는 1인당 GDP, 사

뢰도 조사 결과는 더욱 최악이 될 것이다. 이는

회적 지원, 건강기대 수명, 삶에서 선택의 자유,

한국정치가 경제수준에 비하여 아직도 후진적 수

관대함, 부패인지도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준에 머무르고 있어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

의하면 개인의 행복은 개인만이 결정하는 것이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아닌 개인이 아닌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

있다.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따라서 우리가 일반
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지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III. UN행복보고서와 한국인 행복지수

는 하지만 그러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자료는 될 수 있다.

유엔(UN)은

매년

세계행복보고서(World

동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복지수의 표준

Happiness Report)을 발표하여 세계 각국의 행복

편차는 2.155로 전체 조사 국가의 표준편차 순위

에 대한 관심을 지구촌의 주요한 관심사로 부각

에서 9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표준편차가 가

시키고 있다. 유엔은 해마다 국가별 행복지수를

장 작은 국가인 부탄의 1.294과 크게 비교되는

계량화해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한다. 유엔 산하

것으로 이와 같이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행복

자문기구 '지속가능한 발전해법 네트워크'(SDSN)

불균형도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수치가

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2017 세계행복보고서'

2005~2011년과 비교해 0.011로 증가하고 있으

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55개국 중 56위이

며, 이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다.41)

유엔 보고서에서 행복지수가 84위인 부탄이 가끔

한국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5.838점을 기록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언급되곤 하는 데,

했다. 가장 행복한 국가는 노르웨이로 7.537점을

그 가장 큰 이유가 행복에 편차가 작기 때문이라

받았으며,

고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1위였던

덴마크는

이런 조사의 대표적 사례의 하나는 '자살'이다.
40) 「프레시안」(2017.4.11.)
41) 「연합뉴스」(2017.3.20.)

선진국

모임으로

불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 중 한국은 '자살률' 부문에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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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위로서 이 분야에서 13년째 가장 높다. 지난

그러나 이 중에서 삶의 만족도와 국가 투명도,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

자살률, 합계출산율, 여가, 출생 시 기대수명 등으

명당 자살자 수는 28.7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로 측정한 국민 행복도는 0.348점에서 0.133점으

인 12명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두 번째 순위인

로 크게 떨어졌으며, 국가순위도 30위에서 33위

일본의 18.7명과 비교해도 큰 격차가 난다.

로 하락했다. 즉 이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이는 경쟁에 지나치게 노출된 환경에서 오는

행복도 33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한국의 복지 수

심리적 압박감, 편 가르기나 빈부격차에 따른 소

준은 지난 5년 동안 소폭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

외감, 경제적인 준비가 덜 된 노년층의 확대 등으

끼는 행복감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는 연구 결

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과를 나타내고 있다.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유엔
의 세계행복지수 2017 보고서 내용과 유사하다.

이는 청소년에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2016 제8차 어
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IV. OECD와 행복보고서

따르면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낮은 점수

유엔 이외에도 OECD에서도 유사한 행복지수

인 82점으로 확인됐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

를 발표하고 있다. 즉 OECD는 객관적 지표와 주

리나라 어린이·청소년 중 20%가 ‘자살충동’을 경

관적 만족도를 합쳐 계산하는 OECD의 ‘더 나은

험했다는 것이다.43)

삶(BLI) 지수’에서 한국은 38개국 중에서 2011년

한국 학생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세계 꼴

26위, 2012년 24위에 이어 2016년 발표에서 28

찌 수준이라는 최근 OECD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관적 만

OECD가 지난 4월21일 공개한 ‘국제학업성취도평

족도만을 비교한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가(PISA) 2015년 학생 행복도’ 조사 결과에 따

전 세계 158개국 중 2010~2012년 평균 41위로

르면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지수는 10점 만

이웃 일본이나 대만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점에 6.36점을 기록했다. 한국 학생들의 만족도

그러나 2012~2014년 평균 47위, 2013~2015년

지수는 OECD 회원국 평균(7.31점)보다 낮았다.

평균 58위로 계속 낮아지며, 이런 결과는 일본과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회원국은 오랜 반

대만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순위

정부 시위로 정국이 불안한 터키(6.12점) 뿐이었

가 2013년에 31위였고, 2016년 29위였던 것에

다.44)

비한다면 소위 행복을 기준으로 한 우리 삶의 질

한국 학생의 22%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뜻하

은 경제적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는 4 이하 점수를 줬다. 이는 OECD 평균(12％)

나타내고 있다.

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또 한국 학생의 75％

이와 같은 행복지수에 대한 조사는 지난 4월

는 ‘학교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에 대해 걱정한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서도 나타났다.

다’고 답해 OECD 평균(66％)보다 9％p 높아 한

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국가의 복지 수

국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

준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 수준

고 있다. 학습 성취 욕구는 높지만 삶의 만족도는

은 34개 OECD 회원국 중에서 2011년 23위에서

낮은 학생들, 한국의 교육 현실이다.

2016년 21위로 두 계단 올랐다. 이는 연구원이

한국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 역시 OECD 국가

‘경제 활력’과 ‘복지 수요’, ‘재정 지속’, ‘복지 충

중 꼴찌라는 보도가 있었다. 교사도 학생도 행복

족’, ‘국민 행복’ 등 5개 부문의 23개 지표로 각국

하지 않은 나라, 우리 교육에 큰 문제라고 볼 수

의 복지수준을 측정한 결과다.

42) 「중앙일보」(2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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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매일경제」(2016.5.3.)
44) 「경기일보」(2017.4.24.)

전 동덕여대 총장, 아주대 명예교수 김 영 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행복 지수’ 아닌 ‘불행

고 도로가 없던 시절에 주택을 건설하고 도로를

지수’는 이제 성인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전

확장하는 것은 GDP와 삶의 질을 모두 높이는 것

염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미래 한국사회 발전에

이었지만 지금은 주택 건설이나 도로 확장 등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이다.

GDP 증가보다는, 오히려 교육환경, 문화여건, 환
경보존과 같은 문제가 더욱 공동체 구성원의 행

V. 정치체제와 공동체의 행복

복한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정치제도 이런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행복은 다분히 주관적이다. 그러나 정치사회

있는 정치체제가 형성되는 것이 오늘날 각국이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행복지수는 다양하게 변화

지니고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단기

할 수 있다.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

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정치체제의 실

권을 잡으면 정치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따

험,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정치지도자의 리더십과

라서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한 삶도 영위할 수 있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치세력의 정치운영에 대한

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 공동체 구성원들은 정치

경험 등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

지도자들의 선거공약이 다분히 정권장악을 위한

이다.

임기응변적이고 또한 현실서이 떨어지고 있는 것

따라서 이에는 지금까지 정치에 대한 각종 철

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일시

학이나 이론을 정립한 정치철학자들의 행복론을

적으로 현혹되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행

우선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 정치이

복한 세상을 꿈꾸게 하는 것이다.

론도 그 근원을 보면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선거 후 이런 유권자의

스토텔레스와 같은 정치철학자들의 이론을 기초

착각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정치지도자

로 그 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

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불신에도 불구하고 국민

화 또는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들은 때로는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 구
성원의 삶의 질은 변화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런

VI. 정치철학자들의 행복론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때문에 우
리는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향한 변화가

행복이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려면 구성원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영향

심신의 요구가 충족된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이

을 주는 정치체제, 경제구조, 사회구조와 같은 국

런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정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행복을 개인의 감성적 요

즉 국정 평가의 기준과 선거 공약, 정책결정의

구의 만족, 즉 쾌락과 동일시하는 공리주의적 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며, 이렇게 하기 위하여

각, 소극적으로 고통이나 불쾌함이 없는 상태, 또

정치지도자들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더욱 많은 대

는 자족, 무욕과 같은 정신적 독립의 상태를 생각

화, 토론, 발표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단순

하는 스토아학파의 시각, 자아나 인격의 전체적·

히 경제적 측면의 국내총생산(GDP) 수치보다는

영속적 만족이라고 간주하는 플라톤적인 시각 등

지니계수, 노동시간, 삶의 만족도, 신뢰 수준과 같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은 일상적인 삶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을 논해야 된다.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처럼

45)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행복에 대한 시각에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경제가

성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하여 정

GDP가 늘어나면 국민들이 더 행복해진다고 믿는

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더 행복해져야 경제도 성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치와 행복

장하고 GDP도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
식을 전환시켜주어야 한다. 과거에 주택이 부족하

45) 이극찬, 「정치학개론」(서울: 법문사, 1999).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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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리적 이론은 정치철학자들에 의하여

정치를 설명하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왜

제공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인간은 정의롭게 행동해야 하는가? 형벌이 두려

다소 변화는 있지만 근본적 이론체계는 유지되면

워 정의롭게 행동하는가? 신의 보복이 무서워 떨

서 오늘날 민주정치와 같은 각종 정치체제 형성

고 있는가? 왜 강자는 약한 인간들을 법의 이름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으로 다스리는가? 정의는 상벌과는 상관없이 그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

1. 플라톤의 행복론

가? 국가에 정의가 필요한 것인가?” 등과 같은 수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과정에서 국가가 구

정치철학자 중에서 정치와 관련된 행복의 문
제를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다룬 철학자는 플라

성원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설
명하고 있다.

톤 (Plato:기원전 427~346)이라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이런 차원에서 이데아를 볼 수 있는

플라톤은 정치뿐만 아니라 철학 등 다양한 영역

능력을 가진 자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에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그의

진리 자체가 된 자로서 항해를 떠난 배의 선장으

국가론은 정치와 행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저서

로 비유, 당시 유행하던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있

이다.

‘국가론’ (The Republic)은 플라톤의 철학

다. 그는 당시의 민주주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과 정치학에 관한 주저로, 기원전 380년경에 스

는 달리 일종의 선동주의나 다수주의에 가깝다고

승 소크라테스 주도의 대화체로 된 것이며, 이 저

보면서 다수의 투표로 뽑은 선장이 해로에 대한

서는 철학과 정치이론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

지식이 없다면 그 배는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보

지며, 플라톤의 저작 중 가장 잘 알려진 책이다.

고 철인왕에 의한 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47)

플라톤이 제시하는 최선의 통치는 법률에 의

46)

플라톤의 허구적 대화에서 주인공 소크라테스

한 통치가 아니다. 최선의 통치는 지혜를 갖춘

를 비롯한 다양한 아테네인과 외국인들은 올바름

‘왕도적 치자’에 의한 통치를 말하고 있으며, 이를

(正義)의 정의에 대해서 논하고, 철인왕(哲人王:

동굴에 우화에 비유하여 철학자의 정치참여를 독

Philosopher King))과 수호자들이 다스리는 이상

려하고 있다. 플라톤은 철인왕은 누구보다도 정치

사회를 지칭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를 잘 할 수 있으며, 이는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더 행복한지를 논하고 있다. 또 이 저서

사사로운 욕심이 없기 때문이기에 공동체 구성원

는 철학자의 역할, 이데아론, 시가의 위상, 영혼의

은 행복할 수 있다고 본다.48) 이러한 이상적인

불멸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가를 건설하려는 플라톤의 철인왕은 현실세계

스승 소크라테스와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잇

에 존재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인간의 행복을

는 서양철학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플라톤은 국

우선시 한다는 측면에서 철인왕의 존재를 이해하

가와 정의가 무엇인지,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야 할 필요가 있다.

를 설명하며 이상국가를 실현하려 노력하는 철인
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철

2.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인왕이 지배하는 이상국가를 논하고 있으며, 철학
자가 마음만 먹으면 권력과 철학이 결합하여 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기원전 384~322)

상적인 지도자가 되어 이상국가를 건설, 공동체

는 오늘날 학문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사가로서 ‘만학(萬學)의 아버지’로 지칭할 정도

플라톤은 ‘국가’와 ‘철인왕’에서 행복과 관계된
46) 플라톤의 국가론은 플라톤 저, 이병길 역, The
Republic(국가론)(서울: 박영사, 1996); 플라톤저, 이
환역, 「국가론 」 (서울: 돋을 새김,2014)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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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배철현, “ 플라톤 철인정치;플라톤이 말한 철인왕은
도대체 누구인가,”「주간조선」(2017,1.23).
48) 서병훈,「위대한 정치」(서울: 책세상, 2017), 17-18
쪽.

전 동덕여대 총장, 아주대 명예교수 김 영 래

로 여러 가지 학문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을 나누면 공동체의 행복이 달성되고, 다른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정치

에게 먼저 베풀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함으로서

학>(The Politics)에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

공동체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아

가 선의 추구이며, 이는 덕의 정치(The politics

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인간의 이성적 기능을

of virtue)로서 이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

통하여 얻어지는 즐거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정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49)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의 행복 추구에 있어

그는 행복의 문제를 주관적인 쾌락에서가 아

입법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입법가의 역할은

니라 이성적 활동의 측면에서 논의한 고대 그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선행에 익숙해져 올바른 성품

스의 철학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복이란

을 형성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의 지속적 병행을 통한 자기실현이다.

못하는 입법가는 자신에게 부여된 목적 달성에

플라톤과 그의 사상을 계승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패한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좋은 정치체제와

행복을 올바르게 행위하는 윤리적인 삶이라고 규

나쁜 정치체제가 구분된다고 보고 있다.

이 일을 해내지

정하며 여기에서 행복에 대한 논의가 윤리적 논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서구 정치체제의 사

의로 이행했음에 주목하여, 윤리적 삶을 위해 몸

상적 기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바, 특히 행

소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

복추구를 위한 정치체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

한 행동을 직접 함으로써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고 있다. 개인이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해

지, 도덕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도 사회제도나 전체적인 사회구조가 비도덕적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사

따라서 도덕적 행위가 행복을 구성하는 것이

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

기 때문에 행복의 성취는 역시 부단한 노력을 요

서 이것이 바로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사회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

전체의 도덕성도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측면

해서는 도덕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억지로가 아

에서 정치체제가 도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운영

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다른 실리적 목적을 위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정치체제의 하

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행동 그 자체만을 목적으

나가 일종의 공화주의인 것이다.

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누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행복의 보편적 정

동일한 품성 바탕을 갖고 태어난다고 본다. 성선

의를 잘 말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인간의

설 입장도 아니고 성악설 입장도 아니며, 따라서

행위는 여러 수단과 목적의 연쇄체계로 구성되어

성선과 성악은 오로지 성장과정과 교육이 어떠한

있고, 그러한 수단과 목적의 연쇄체계의 마지막

가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탁월한 품성은 성

단계에는 인간의 궁극 목적에 도달할 것이고, 그

장과정에서 여러 감성과 행동의 경험과 학습에

궁극 목적에 이르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 즉 최

의해 길러지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

고선이며, 최고선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최고의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감정과 행위

행복이라고

최고선

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도록 습관화 하는 교육의

(Goodness)이며, 이것에 의하여 행복이라는 방정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따라서 자발적 노력이 어려

식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탁월성으로 유

주장하면서

궁극목적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있어서 공동체
와 이성을 강조하였다. 즉 공동체 사회 속에서 타
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

도해 내기 위한 규제적 입법 및 정치체계도 필요
하다고 말한다.
이런 정치체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적 요
소와 귀족적·과두적 요소의 혼합을 가장 바람직한

49) Aristotle, The Politics (나종일 역)(서울: 삼성출판
사, 1981) 참조

정치체제로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으로
하여금 유덕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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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polis)이며. 이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조장

를 이루는 자연법사상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비

해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아리스텔

판을 가하였다. 또한 그는 1808년 밀(J.S.Mill)을

레스는 정치는 국민을 일정한 성질의 인간으로,

알게 되었으며, 벤담의 사상은 밀에 의하여 한층

즉 선한 인간, 고귀한 인간, 아름다운 행위를 할

더 발전되었다.53)

50)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 쾌락을 행복과
동일시한 벤담의 공리주의 행복론은 20세기 후반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니코마커스

개인의 성격 등을 중시하는 심리학에 의해 허점

의 윤리학>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노출되었다. 즉 이는 외향적 성격·신경증적 성

데, 이곳에서 최고선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최고

격·내적

선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표·천성과 환경 등이 개인의 행복과 밀접한 상관

그자체가

목적인 궁극의 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최고의 선으로서

행복에 추구에 있다는

것이다.51)

통제·낙천주의·유머감각·자부심·삶의

목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벤담의 철학은 쾌락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쾌
락주의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동은 쾌락과 고통이
지배하며, 쾌락은 곧 선이며 행복이라는 것이다.

3. 벤담의 공리주의 행복론

반면 고통은 악이고 불행임으로 따라서 올바른
행위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쾌락의 양을 늘리는

벤담(Jeremy Bentham: 1748-1732)은 영국

것이고, 잘못된 행위는 쾌락의 양을 줄이는 것이

의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사회사상가이다. 본래 법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옳고 잘못되었

학자였는데, 정치 · 경제 · 교육 등 다방면에 많은

는지는 쾌락을 계산해 밝힐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업적을 남겼으며, 변호사가 되었지만 기존의 해석

강도·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지속성· 순수성 등

법학에 흥미를 잃고, 로크(John Locke)와 흄

6가지이다.

(David Hume)의 경험론철학의 연구에 몰두하였

벤담은 여기에다 쾌락의 일곱 번째 기준으로

다. 프리스틀리(J.Priestley)의 「정부론」(1968)

범위를 추가한다. 사람에게는 이기적 쾌락뿐만 아

을 읽고 이 책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니라 인애(仁愛)라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구절을 발견하였으며, 그는 이에 대하여 '공사(公

얻는 쾌락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私)의 도덕에 관한 나의 주의가 확립된 것은 이

사람에게 쾌락을 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소책자의 이 구절에서였다'고 말하고 있다.

것이며, 이런 윤리적 행위는 공동체의 최대 행복

1776년 「정부론 단편」을 익명으로 출판하고
그 후 1789년에는 「도덕 및 입법원칙에 대한 서
론」을

공표하였다.52)

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저서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그는 이 저서에서 공리의

은 처음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사람들의

원리를 가지고 개인적 도덕행위 및 사회적 입법

관심이 같은 해 일어난 프랑스 혁명에 온통 쏠렸

을 구명하고 있다. 벤담에 있어서 도덕과 법률은

던 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선거, 비밀선거

일치하는 것이며, 양자의 기초원리는 공리주의,

등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벤담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

의 사상은 뒤몽(Pierre Étienne Louis Dumont)

한다. 그는 프랑스 혁명이 무정부적 혼란을 반복

에 의해 혁명의 핵심 세력에게 충분히 영향을 끼

하는 것을 보고 프랑스 혁명사상, 즉 혁명의 기초

쳤다.

50) 이극찬, 앞의 책, 83쪽.
51)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최명관 역)(서울
서광사, 1984) 참조)
52) 제러미 벤담(강준호 역),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
한 서론」 (서울:아카넷, 2013) 참조

53)「경제학사전」, (서울: 경연사, 2011) 참조
54) 스위스의 정치가·저술가인 뒤몽은 1782년 보수파의
압박으로 스위스를 떠나 페테르스부르크를 거쳐
1786년 런던에 건너갔음. 1789~1790년 파리에 머물
다가 프랑스혁명에 관계하고, 잡지를 편집하였으며,
1814년 제네바로 돌아와 시의회 지도자로서 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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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런 이유로 1792년, 프랑스 국민 의회

전 동덕여대 총장, 아주대 명예교수 김 영 래

는 벤담에게 명예시민 자격을 부여했다. 벤담의

경제학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가 저술한 <정치경

저작도 뒤몽을 통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영국보

제학 원리>는 고전경제학의 완결판이라는 평가를

다 프랑스에서 더 큰 명성을 얻었다.

받으며, 고전경제학을 계승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분배의 개선과 사회의 점

4. 밀의 공리주의

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론을 담고 있다. 논리학
에서도 실증주의적인 사회과학 방법론을 체계화

존

스튜어트

1806-1873)이

밀(John

철학사상은

Mill,

하는 성과를 남겼다.

행복으로서

밀은 행복, 쾌락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표현된 쾌락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리주

오히려 도망간다고 말하면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

의 철학의 대표자로서 벤담(Jeremy Bentham,

이고 행복이 행위의 기본 동기이자 준칙이 되는

1748~1832)과

Place,

것이긴 하나, 자기만을 위한 행복을 목적으로 하

1771~1854) 등의 도움을 받아 고전을 폭넓게

지 않고 타인의 행복, 이를 테면 인류의 진보와

읽어 그의 사상의 영역을 넓혔다. 사회주의 사회

개선, 기술, 직업 등 그 자체를 하나의 이상으로

개혁가인 생 시몽(Saint-Simon, 1760~1825),

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전심전력을 기울일 때에

콩트(Auguste Comte, 1798~1857)등 과의 교류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를 통하여

주창한

Stuart

플레이스(Francis

영국 사회에 실증주의 사상을 확산시

따라서 보다 질적으로 높은 행복을 얻으려면

키는 데 큰 영향을 준 밀은 공리주의 사상과 정

현실적인 바깥 것이 눈치를 보지 말고 나만의 고

치경제학, 논리학 등 다양한 학문을 섭렵할 수 있

유함, 나만의 내적 이 피가치를 존중하는 자기 수

었으며, 이는 <자유론(On Liberty)>(1859)등에

양과 훈련 필요하다고 밀은 강조하고 있다. 즉 '

잘 나타나 있다.

쾌락의 진정한 고급화를 추구하라' 가 공리주의

55)

밀은 철학뿐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논리학,
윤리학 등의 분야에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으며,

완성자로서 밀이 제시하는 진정한 행복론의 요체
라고 말할 수 있다.56)

폭넓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자신의 대부이자 스

밀은 사회적 입법을 통한 개혁을 주장하며 현

승이었던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의

실 정치에도 직접 참여하였는데, 특히 노동입법이

영향을 받아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

나 단결권의 보호, 지대(地代) 공유 주장 등을 통

를 사상의 기초로 하였으나, 쾌락의 계량 가능성

해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와 사유재산 보호의 틀

을 주장한 벤담과는 달리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안에서 점진적인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는 영국

주장하며 벤담의 사상을 수정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밀은 인간이 동물적인 본성 이상의 능력을 가

사회적 공리의 실현을 위해 보통ㆍ비밀선거에 기

지고 있으므로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

초한 의회와 선거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여

구한다고 보았다. 법률에 의한 정치적 제재를 중

성에게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자유

시한 벤담과는 달리 양심의 내부적인 제재로서

와 경제적 기회도 똑같이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

인간이 가지는 인류애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밀의

다.

사상은 벤담의 ‘양적(量的) 공리주의’와 구분하여
‘질적(質的) 공리주의’라고 불린다.

57)

밀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
여하였는데, <자유론>에서 밀은 ‘다수의 전제’로

또한 그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비판하

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사상의 자유’

며 사유재산을 보장해 주면서도 자본주의의 모순

와 ‘행복추구권(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강

을 시정하기 위한 제한적인 정부개입을 옹호하는
비에 힘썼음.「두산백과사전」(2010)참조.
55) 존 스튜어트 밀(서병훈 역),「자유론」 (서울:책세상.
2005) 참조.

56) 이정호 엮음, 「행복에 이르는 지혜」, (서울: 한국방
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3), 참조
57) 서병훈, 「위대한 정치: 밀과 토크빌, 시대에 부름에
답하다」(서울: 책세상,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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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어떤 사상이 옳든 그르든 사상의 자유와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

5.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론

는데, 이는 인간 정신이 토론과 경험을 통해서 잘
못을 시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
이다.

20세기 대표적 지성으로 꼽히는 철학자 버트런
드 러셀(1872-1970)은 행복론(The Conquest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다면 개인의 행

of Happiness)에서 인간의 삶을 통한 행복을 주
59)

위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장하고 있다.

러셀은 그이 저서에서 불행한

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 개성이 발달되면 한 개인

현실의 벽이 왜 만들어졌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도 더 활기 넘치게 될

하면 그 벽을 부술 수 있는지를 알려주며, 그 벽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개인이 한 인격체로

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등을 이야기 하

성장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권은 반드시 보장되어

고 있어 일종의 행복지침서라 할 수 있다. 러셀은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그는

어려운 철학 용어나 딱딱한 논리는 배제하고 노

사회나 국가가 개인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이 도

벨 문학상을 받은 문필가답게 쉽고 명확한 문장

덕적으로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는 한계에 대해 논

으로 불행의 원인과 행복의 비결을 설득력 있게

했다.

설명하고 있다.

밀은 행복의 정의와 실현방법은 무엇인지 살

러셀은 자기몰입, 염세주의, 경쟁, 권태, 피로,

펴보고 한걸음 더 나아가 공리성의 원리와 자유

질투, 죄의식, 피해망상, 여론에 대한 두려움 등

의 원칙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과 보

아홉 가지를 불행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이를

완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복을 설명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으며, 행복은 공리성의 원

하고 있다. 또한 삶에 대한 열정과 폭넓은 관심,

리와 자유의 원칙의 상호의존과 보완을 통해서

사랑, 가족 등을 행복의 비결로 꼽으면서 특히 러

더 큰 행복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셀은 삶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자신의 내면이 아

이는 밀이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것이며 자유의

니라 바깥 세상으로 돌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증진을 통한 개인의 행복이 사회 전체의 발전과

강조하는 그의 행복관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그의 진보적 사회관의
근본 원칙과도 부합한다. 한다.

러셀은 모든 불행은 의식이 분열되거나 통합
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면서 반

밀은 공리성의 원리와 자유의 원칙을 규명하

면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고 개별성을 행복의 근본요소로 보고 자유는 행

한 성원임을 자각하고, 우주가 베푸는 아름다운

복과 상충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광경과 기쁨을 누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음속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공리성

깊은 곳의 본능을 좇아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

의 원리와 자유의 원칙의 상호의존과 보완을 통

에 충분히 몸을 맡길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해서 행복의 최대화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생각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고 있다.

러셀은 사소하고 즐거운 일에 집중함으로써

밀은 ‘좋은 정치’를 추구했으며, 이것을 이상적

경쟁에서 문제에서 벗어나 상당한 시간 눈을 돌

인 정치라고 보면서, 그이 <대의정부론>에서 정

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더욱 열정

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 형

을 불태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셀의 경험

태는 최고의 권력이 국가 구성원 전체에 있는 것

과 주장대로 취미는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훌륭

이며, 또한 모든 시민이 전국 차원에서 공공의 임
무를 수행하며, 정부에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하여 구성원이 행
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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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8) 서병훈, 위의 책 참조
59) 버트런드 러셀(황문수 역),「러셀의 행복론」(서울: 문
예출판사, 2001); 버트런드 러셀 (이순희 옮김), 「행
복의 정복」 (서울: 사회평론, 2005) 참조

전 동덕여대 총장, 아주대 명예교수 김 영 래

한 도구이며, 열정은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

특히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국가의 권력을 어

한 열쇠라고 보면서 러셀 특유의 행복론을 펼치

떻게 사용하느냐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단순히

고 있다.

국가의 권력이 왕조시대와 같은 개인의 사유물로
취급되어 사용될 때 구성원은 왕과 백성의 주종

VII. 국가와 행복

관계로서의 위치에서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으
며,

개인의 행복은 시대적 환경과 개인이 가지고

따라서 개인의 존재는 무시된 상황에서 생

활, 불행할 수 밖에 없다.

있는 시각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서구의

그러나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민주정치체제에

경우, 앞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정치철학자들은

서 선거와 같은 정치과정을 통하여 구성원의 선

개인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삶의 방식에 따라 행

택에 의하여 국가를 운영, 수평적 관계로서 상호

복에 대한 수준의 차이는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의존적 관계로 인식되고 또한 권력의 사용이 사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서구 정치철학자들은 국

익을 아닌 구성원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

가와 개인을 대립시켜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며, 이런 과정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소속감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

을 가질 때 행복도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

하는데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한 정치 지도자의 국가 경영철학은 현대 민주정

그러나 근대국가관이 형성되면서, 특히 국가의
존재가 더욱 증대되면서 국가와 행복에 대한 관

치에서 추구하는 이념인 것이며, 우리는 이를 통
하여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계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2차세계대전 이후 대부

개인보다는 사회가,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

분의 정치체제에서는 국가에 의한 정치관이 개인

의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공동체

의 행복과 깊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국

와 이성을 강조한 고대 정치철학자 아리스토텔레

가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안보의

스의 말과 같이 불행한 사회 속의 개인의 행복은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은 행보한 삶을 영

결코 행복일 수 없다는 것을 정치지도자들은 깊

위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점증하고 있다.

이 인식해야 될 것이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에 걸

60)

이는 국가의 목적, 기능, 그리고 존재 양식에

맞은 시대정신에 따라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행복

관련된 모든 것을 정치라고 해석하는 기본적 전

한 것이 선진복지사회라는 인식 하에 정치지도자

제하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는 물론 정치제도 역시 이를 추구하는 정치운영

기원을 언제부터 기준하느냐에 따라 해석상에 차

방식을 고민해야 될 것이다.

이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어
느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국민이

되기 때문에

VIII. 맺음말

국가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으
며, 이를 통하여 개인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르다. 개

이러한 국가현상설에 기초한 개인의 행복관은

인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국가가 어떠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운영되느냐에

있고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행복한 가정

따라 개인이 행복 수준도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

국가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정치라고 본다면 이에

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톨스토이의 말

구성원인 개인은 국가가 하는 일에 따라 운명을

과 같이 각자의 사정의 따라 행복과 불행이 달라

같이 하게 되면 따라서 개인의 행복 수준도 결정

진다.

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60)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서
울: 박영사, 2002)참조

61)

이런 논리는 국가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61) 이민규, 「행복도 선택이다」(서울: 더난출판,2013), 6
쪽.참조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155

특별기고 4 정치와 행복: 정치철학자의 행복론을 중심으로

즉 불행과 행복에 대한 이런 개인의 선택과는 달

범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을 의미하고

리 국가라는 공동체에서의 구성원의 행복은 정치

있기 때문에 정치지도자 자신들 스스로가 이런

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각종 제도와 과정을

강한 공동체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어떻게 구성하고 또한 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가 다원화되고 개인의 욕구가 점증
하는 현대사회에서 정치의 중요성과 이를 운영하
는 정치지도자의 지도력과 운영방식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북부 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국가의 행복지수에서 불 수 있다. 예로 덴마
크의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1의 크기이고, 날씨
가 나쁘기로 유명하며, 천연자원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와 같이 유엔이 발표한 세계행복
지수를 보면, 2012년 이래 작년까지 행복지수 1
위를 기록하였고 금년에도 노르웨이에 이어 2위
를 차지했다.
덴마크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6개의
키워드로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을
꼽았으며, 또한 ‘개인’은 자존감을 ‘우리’는 연대의
식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이는
국민들의 행복은 경제적 풍요보다는 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나라
라는 것을 느낄 때 가능한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62)

이들 국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 교육제도와 같은 정치체제
의 운영방식은 국민이 행복한 삶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의미하고 있는데, 보다 통합되고 상호의존적인 관
계에서 개인이 삶의 의미를 행복과 관련 부여하
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공동체주의에서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위한 제도적 틀로서 ‘강한 공동체’를
주장하고 있다.

63)

공동체주의는 시민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적 이해를 강조하고 또한 윤리적 규
62) “염홍철의 아침단상”, 「중도 일보」(2017. 4. 19).
63)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서
울: 박영사, 200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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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원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밀, 러셀과 같은 정치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치와
관련된 행복론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새롭게 음
미할 필요가 있는 귀중한 이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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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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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면 왜 행복해지는가?
제갈정웅 | 감사나눔연구소 이사장

I. 서론

방주사와 관련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
타난 것을 밝혔다. 이 실험에 57세에서 60세의

감사나눔신문에 "해, 나무, 새, 지인, 가족 그리고

52명의 여성이 참가했다. 이들은 모두 1957년도

‘감사‘로 살아 났어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

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으로 46년이 넘는 긴

다. 2015년 7월 23일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췌장

세월동안 연구에 참가하고 있다. 그들은 살아오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별로 진전이 없

동안 가장 긍정적이었던 사건과 가장 부정적인

는 것을 친구가 보고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아보

사건을 종이에 썼다.

자고 제안을 해서 세브란스병원의 췌장암 전문의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 위하여

도 찾아갔다. 그곳에서는 더 절망적인 진단을 했

오른쪽 전전두엽 피질에 전기충격을 주었는데 충

다. “수술해도 1년, 안 해도 1년 정도 예상한다”

격이 클수록 6개월 후에 면역력이 더 약했다. 좌

는 것이었다. 그런 췌장암 환자가 1년 8개월 후에

측 전전두엽이 더 활성화 될수록 더 강한 면역력

완쾌되어 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투병기를

을 보였다.

쓴 것이다. 부친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는 환자

위스콘신

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감사가 자신을 췌장

데이비슨 (Richard Davidson) 박사는 이전 연구

암에서 회복시켜준 원동력이라고 했다.

64)

대학의 감성뇌과학연구소장인

리차드

에서 오른쪽 전전두엽 피질이 화, 공포, 슬픔 등
부정적 정서에 반응하고, 왼쪽 전전두엽 피질이

감사를 비롯한 긍정적인 생각이 건강에 도움을

낙관, 열정, 활력 등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

활성

준다는 것이 지금은 거의 상식처럼 받아드려지고

화됐다.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14년 전인 2003년만 하드

데이비슨 박사가 “긍정적인 생각이 건강에 도움을

라도 많은 의학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면역력에

준다”는 연구결과를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회의적으

학회지에 실은 것은 이것이 최초의 사례다.66)67)

로 받아드려졌다.65)

인간의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을 생리학적인 원

그 후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며 심리작용이 생리

인에서만 찾지 않고 심리학적인 원인에서도 찾는

작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들이 알려지

것이 심신의학(Psychosomatic Medicine)이다.

고 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 심

인간을 심신양면에서 전인적인 고려가 언제나 필

장병과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것과

요하다고 하는 종합적인 입장이 바로 심신의학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감기나 독감에 더

것이다.

fMRI로 찍은 뇌사진과 함께

잘 걸리고 병에 걸리고 난 후에 증세도 더 심하
다.
그리고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자들이 뇌의 부정정
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활성화된 경우 독감예
64) 감사나눔신문 1면과 2면 제 169호, 2017.2.1
65) Power of Positive Thinking may have a health
benefit by Erica Goode on Sept. 2. 2003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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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Th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2003
67) Davidson, R. J.; Kabat-Zinn, J.; Schumacher,
J.; Rosenkranz, M.; Muller, D.; Santorelli, S.;
Urbanowski, F.; Harrington, A.; Bonus, K.;
Sheridan, J. F. (2003). "Alterations in Brain and
Immune Function Produced by Mindfulness
Meditation". Psychosomatic Medicine. 65 (4):
564–570.

감사나눔연구소 이사장 제갈정웅

감사는 인간의 정신적인 면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가히 기적이라 할 수 있겠다.

면에서도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감사는 심신의학
적인 효과를 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서울 루터교회에서 Thanks

인간의 몸이 병들어 있는데 행복할 수가 없다. 따

Forum이라는 행사를 하며 감사쓰기를 생활화 했

라서 몸이 병들지 않게 하기위해서도 감사가 필

는데 조그마한 정육점을 운영하는 권사님이 감사

요하다.

를 생활화 하면서 매출액이 두 배로 늘었다고 했

행복은 악기를 배우는 것이나 테니스나 골프처럼

다.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
질 수 있다. 인간 두뇌의 신경가소성(神經可塑性,
Neural Plasticity)을 이야기하는 신경과학계 학자

II. 감사와 몸건강

들은 인간의 뇌는 행복을 연습함으로서 뇌에 변
화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1월 25일 방영된 KBS 생로병사의 비밀 프
로그램에 감사의 힘으로 혈액 암을 극복한 오숙

신경가소성은 뇌의 신경회로가 외부의 자극, 경

경 시인의 야야기가 담겨있었다. 172%에 달했던

험, 학습 등에 따라 구조 및 기능적으로 변화하거

백혈병 유전자 지수가 이제 거의 정상인에 가까

나 재 조직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오케스트라 단

운 0.01% 수준으로 회복 되었다. 담당의사인 가

원의 뇌를 자기공명영상으로 분석해 보면 음악과

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는 “

언어적 기능을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이 일반인보

이정도면 거의 완전유전자 반응 즉 약을 끊어도

다 더 크다. 점자를 익힌 시각장애인들은 집게손

괜찮을 정도의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암

가락을 지배하는 뇌 부위가 확장돼 있다.

환자들이 상당히 우울해 하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가소성의 원리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 생각을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암세포를 극복할

지속적으로 할 경우 뇌가 구조적으로 바뀐다는

수 있는 면역력도 증가될 수 있고요, 둘째는 백혈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

병처럼 매일 약을 먹어야하는 경우 복용 순응도

꾸면 기존의 생각에 관련된 뇌세포들 간의 연결

가 좋아집니다.

은 약해지고, 새로운 생각과 관련한 뇌세포들 사

그래서 매일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게 되니까 치

이의 연결은 더욱 강화되고 공고하게 된다.

료 효과도 좋아지게 됩니다.“라고 했다.

데이비슨 박사는 2006년 뇌파측정(EEG)과 기능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고 캠퍼스의 폴

성 자기공명영상(fMRI)으로 ‘감정을 지배하는 뇌

밀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건강에 미

반구 결정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치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심부전증 환자 186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든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명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감사를 잘 느끼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다.

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기능

네패스(Nepes)의 이병구 회장은 매일 직원들의

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심부

80%이상이 7 감사를 써서 5000 감사 이상의 감

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일기를 쓰게 했더니 감

사가 쌓이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다.

사일기를 쓴 그룹은 염증지수가 22% 정도 떨어

그 기적의 한 가지는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QLED

졌는데 일반 치료 그룹은 오히려 4% 정도 염증

TV를 생산하는데 네패스를 파트너로 한 것이고

지수가 올라갔다.68)

또 한가지는 미국의 AI 생산 업체가 일본의 도시

이와 같이 긍정적인 생각은 건강을 좋게 하고 수

바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네패스와 하기로 한 것

명을 연장시킨다.

이라고 했다. 네패스가 찾아가서 하자고 해도 힘
든 일들인데 자기들이 찾아와서 하자고 했다니

68) 감사나눔신문 2017. 2.15일자 제 170호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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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몸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받는

맞았을 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잘 견디도

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건강에 위기

록 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는 그녀는 제2형 당뇨

가 찾아왔을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체계를

병 환자 49명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마음 훈련의

북돋우고 우울증과 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여

온라인 코스를 거친 사람들은 혈당 조절을 더 잘

러 연구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는 혈압, 혈당,

했고 신체 활동과 건강한 식이요법이 늘어났으며

심장질환, 체중의 조절을 용이하게 하는 건강상

흡연이 줄어든 것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방암 말기의 여성 39명의 연구에서도 온라
인 훈련을 받은 사람은 우울증이 감소했고, 치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 파인버그 의대의 의과

환자들의 간병인들에게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

사회학 교수인 주디스 T. 모스코비츠는 긍정적인

다고 덧붙였다.

감정을 북돋우는 8가지의 기술을 개발했다. 이 훈

그렇다면 평소에 늘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로 살

련을 H.I.V.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실시한 결과 바

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러스 수치가 낮았고 좀더 약도 잘 먹었으며 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

우울제를 처방하는 일도 줄었다고 한다. 이 이야

릭슨은 아주 작은 긍정의 순간들을 쌓아두는 훈

기는 김동욱 교수의 이론과도 일치한다.

련을 통해 긍정의 힘을 기르는 이론을 발표했다.

이 훈련은 건강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좀더 행복

즉 매일의 활동에서 반복되는 작은 긍정적인 감

하고 안정되며 만족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정의 순간들이 모이면 건강의 위기를 맞았을 때

것이 주요 목적이고,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맞서 싸울 힘을 길러준다는

연

장되는 것은 보너스다. 환자들은 아래의 8개 기술

것이다.

중에서 최소 3개를 지키고 하루에 한번 이상 훈

누구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할 수는 없다. 보통사

련할 것이 요구된다.

람의 생활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고개
를 드는 상황들이 있게 마련이고 걱정, 슬픔, 분

1. 매일 긍정적인 사건을 찾아낸다

노 등에 빠지기도 쉽다. 그러나 항상 물 잔이 반

2. 그 사건을 잘 생각해보고 일기에 적거나 누군

이나 비어있다고 보는 시각은 정신적으로나 육체

가에게 이야기한다

적으로 해롭고, 불가피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

3. 매일 감사 일기를 쓴다

력을 억제한다.

4. 자신이 가진 힘을 적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사
용했는지 써본다

뇌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작동하는 부분은 편도체

5.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진척사항을 기록한

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공포와 불안 등의 감정도

다

진행된다. 위스컨신 대학의 신경과학자 리처드 J.

6. 너무 심하지 않은 스트레스를 기술하고 그것을

데이비슨에 따르면 편도체가 천천히 회복되는 사

긍정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는다

람은 빨리 회복되는 사람들보다 건강에 다양한

7. 매일 작은 친절을 베풀고 이 행위를 기억한다

문제를 가질 위험이 훨씬 크다. 그러나 사람의 뇌

8. 매일 명상하면서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

는 새로운 세포와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

기’에 집중한다.

에 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촉진하는 회로도 훈
련이 가능하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닥터

모스코비츠가

이

훈련을

개발한

동기는

AIDS와 제2형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자들 중

예를 들어 닥터 프레드릭슨 연구팀이 동정심과

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친절함에 집중한 명상을 6주간 훈련을 실시했더

연구결과 때문이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

니 긍정적인 마음과 사회적 유대감이 증가하고,

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건강이 위기를

주요 신경의 기능 개선이 이루어져 심박수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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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는 것들은 놔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69)

또 데이비슨 박사 연구팀은 불과 2주 동안 같은
훈련을 실시했는데도 관대함과 같은 긍정적인 사
회적 행위와 연관된 뇌의 회로에 변화가 나타났

III. 감사 실험

다고 보고했다.
두 사람은 2015년 NIH 보고서를 통해 “시간을

그동안 밥실험을 시작으로, 감자, 양파, 고구마,

들여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기술을 배운다면 더

우유, 열대어, 명월초, 포도주 등 다양한 소재로

건강하고 사교적이며 탄력있는 삶을 살아갈 수

감사의 힘에 대하여 실험을 하며 감사가 파동이

있다”면서 “웰빙이라는 것도 삶의 기술이라 연습

며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즉 긍정의 생

밥실험 결과를 전자현미경으로 50배 배율에서 시

각을 촉진하는 기술을 배우고 규칙적으로 연습하

작하여 3000 배율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관찰

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한 결과는 나를 놀라게 했다. 같은 밥에 한달간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다른 말을 했을 뿐인데 한달후에

프레드릭슨 박사 팀이 제시하는 긍정의 마음을

전혀 다른 물질이 되어 있었다.

키우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특히 명령어가 대상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유를 두컵

1.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라. 무거운 짐

에 붓고 “감사합니다”와 “공부 좀 해라”를 써붙이

을 들어주거나 낯선 이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등

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야기하고 3개월 후에 보

의 사소한 행동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았더니 “감사합니다”컵의 우유는 계속 우유 냄새

2. 나를 둘러싼 주변의 세상을 감사한다. 새와 나

가 나면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공부 좀 해

무,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 아름다운 옷 입은 사

라”컵의 우유는 새카맣게 썩어서 컵에 단단하게

람을 즐겁게 여긴다

붙어있었다. 그래서 그 곰팡이들을 현미경으로 관

3. 관계를 만들고 잘 키워나간다. 친구 혹은 가족

찰했더니 “감사합니다”컵의 곰팡이 모양은 동글동

과의 튼튼한 커넥션은 자존감을 높이고 건강과

글 했는데 “공부 좀 해라”컵의 곰팡이는 냄새도

삶의 질을 개선한다

역했지만 부패곰팡이의 모양을 보였다.

4.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책을 더 읽는다는

그다음은 우유를 세 컵에 붓고 “감사합니다”, “짜

지 테니스 실력을 올린다든지 등 현실적인 목표

증나”, “공부 좀 해라”를 써붙이고 3개월 후에 결

를 세우고 정진한다

과를 보니 “감사합니다”는 썩지 않았는데 “공부

5. 새로운 것을 배운다. 스포츠, 언어, 악기 혹은

좀 해라”와 “짜증나”는 아주 새까맣게 썩었다. 그

게임 등 성취감과 자신감, 그리고 인내심을 키워

래서 각 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곰팡이 물이

줄 수 있다

우러나게 했다. 그랬더니 짜증나의 컵의 물의 색

6. 결점과 약점을 포함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받

깔이 진한 맥주 색갈이 었다. 세 컵에 붉은 장미

아들인다. 그러나 불완전함보다는 긍정적인 성격

를 꽂아보았다. 그랬더니 “공부 좀 해라”의 물에

과 성취에 집중한다

꽂은 장미가 가장 먼저 시들었다. 그래서 다시 실

7. 탄력적이 되도록 연습한다. 스트레스, 상실, 실

험을 하고 노란 장미를 꽂았는데 노란 장미 역시

패, 트라우마가 나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

“공부 좀 해라”가 가장 먼저 시들었다.

히려 그것을 경험과 디딤돌 삼아 배우는 기회로
만든다
8. 명상을 연습한다. 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난관
들만을 생각하면 정신력이 고갈되고 현재의 즐거
움을 누릴 기회를 빼앗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

69) A positive Outlook May Be Good for Your
Health by Jane E. Brody of NYT on March 27.
2017.
Positive Emotions May Extend Life on page D5
of NYT on March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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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5 감사하면 왜 행복해지는가?

이 실험 결과는 학부형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놀

함정이되었고, 네패스에도 전해져서 스퍼터 사례

라움을 주었다. 그런데 같은 실험 결과를 듣고 네

를 만들었다. 그리고 육군 1포병 여단에도 전파되

패스의 이병구 회장께서는 회사의 경영관리에 일

었다.

대 혁신을 이루었다. 중간 관리자들과 임원들에게
절대로 이것해라, 저것해라고 명령하지 말고 지원
을 하라고 했다. 20년 이상 아랫 사람들에게 지시

IV.감사와 뇌과학

만해온 간부들에게 명령을 하지 말고 도와 줄 것
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간부들이

감사가 심리학 특히 긍정심리학을 발판으로 많은

방황하는 것을 보고 이병구 회장은 코칭교육을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실제로 큰 영향을 받은

도입하여 간부들에게 코칭 교육을 시켰다.

것은 뇌과학이다. 컴퓨터의 반도체가 하드웨어이

감사실험을 통하여 그동안 말로 되어 있던 감사

고 소프트 웨어가 프로그램인 것 같이 감사에 있

를 이미지로 보여주게 된 것이 사람들에게 큰 신

어 심리학이 소프트웨어라면 뇌과학은 반도체 같

뢰를 주게 되었다.

은 하드웨를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의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양자물리학 책

발달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이루

을 보면서 원자보다 작은 미립자의 세계에 대하

어지듯이 감사는 소프트웨어인 심리학이 긍정심

여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더불 스릿 시험을 보면

리학으로 발달하고 하드웨어인 뇌과학이 영상으

서 고전물리학의 세계와 양자물리학의 세계를 움

로 뇌 속을 관찰하게 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

직이는 법칙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고 있다. 영상 장비들이 1.5테슬라에서 7.5 테슬

감사가 물질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가 거짓

라로 정밀도가 올라가고 머지않아 13.5 테슬라까

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자 그 파

지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 뇌를 수술하지 않고도

급 효과는 상당했다.

뇌 속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관찰 할 수 있게 된

내 강의를 들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양파

다. 아직까지 감사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많은 작

두알과 컵을 가져와서 “감사합니다”와 “짜증나”를

용들을 하는데 다른 호르몬들과 합력함으로서 그

붙이고 실험을 했다.다른 사람들은 장난으로 각각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까지만 알지 구체적인 메카

병에다가 “감사합니다”와 “짜증나”를 말했는데 “감

니즘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노스캐로나이

사합니다” 양파에서는 싹이나고 ‘‘짜증나’’ 양파에

나 대학의 사라 앨고어 교수팀은 인간에게 감사

서는 썩은 냄새가 나며 물이 뿌옇게 변하는 모습

유전인자인 CD 38 유전인자가 있고 이 유전인자

을 보고 놀랬다. 처음에는 양파 상태에 따라 그럴

의 있고 없음에 따라 감사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수도 있으려니 생각하고

만드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밝혔다.70)

똑 같은 실험을 했는데

또 같은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밥으로

그리고 버클리 대학의 줄기세포 연구소 팀들이

실험을 해보았는데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

옥시토신 호르몬이 세포 재생에 관여하는 것을

래서 엉뚱한 발상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고장이

밝혔다. 비록 아직은 실험용 쥐에서 이루어진 결

잦은 코일카(coil car)라는 긱에 “감사합니다”를

과 이지만 쥐의 늙은 세포에 옥시토신 호르몬을

붙여보자는 것이었다.‘“감사합니다” 스티커가 붙은

주사했더니 젊은 세포의 80% 수준까지 재생된

기계앞을 지날 때 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한달

것을 현미경으로 찍어서 발표하여 장수사회로 가

에 13번 고장나던 기계가 그다음 달에는 3번 고
장이 나고 그후에는 아주 고장이 나지 않았다. 이
실험은 포스코 3 선재공장 태종성 부공장장이 했
던 것인데 당시 정준양 회장께까지 보고되었다.
그후 이사례는 해군의 진해함 이주용 함장에게도
알려져서 함포에 적용하여 포술대회에서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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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Algoe, S. B., &Way, B. M. (2013). Evidence for
a role of the oxytocin system, indexed by
genetic variation in cd38, in the social bonding
effects of expressed gratitude.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9(12), 1855-1861.
[nst182]. DOI: 10.1093/scan/nst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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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정에 희망을주고 있다.71)
감사는 전반적인 심리적, 사회적 및 신체적 건강

V. 감사와 행복

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는 생물학
적, 경험적, 개인적, 관계적, 가정적 및 문화적 다

이먼스(Emmons)와 미쉬라(Mishra)는 94편의 논

양한

분석

단계에서

최적의

기능을

문을 분석하고 감사와 행복관계의 10가지 가설을

(Emmons & McCullough, 2004).

유발한다

세웠다. 그 가설들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감사는
삶의 전반을 통해서 행복과 정신적 건강의 기초

성격적 감사는 주관적 행복에 독특하고 점진적으

로 작용한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감사가 심리적

로 기여하고, 일반적으로 긍정적 감정을 초월해서

및 사회적 행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이익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적 감사는

과학적인 증거가 축적되었다.

또한 공감, 용서,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 등 친

결국, 감사는 긍정적인 정서와 기타 바람직한 삶

사회적 특성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

나타났다. 자신을 감사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업의 직원들, 심장질환자, 대학생, 고혈압 환자,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난 1개월 동안 친구에

사춘기 청소년 등과 같은 다양한 표본을 통해서

게 공감적 행위와 정서적 지원으로 표현되는 보

입증된 바와 같이 부정적인 정서와 문제 기능을

다 친사회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했다.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 감사(state gratitude)와 사회적 행복 사이에
도 유사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로젠버그(Rosenberg, 1998)는 감사를 일종의 특
성(trait), 감정(emotion) 및 기분(mood)으로 나

감사가 특성(trait)으로 연구되기도 했지만 감사는

누어 설명했다.

또한 감사하고 싶은 마음 등 특정 순간의 감사감
정이나 이와 동등한 일종의 상태(state) 로 연구

첫째 특성(trait)으로서의 감사는 감사하고 싶은

되기도 했다. 상태 감사를 일기쓰기를 통해서 실

마음은 감사를 경험하는 한계점을 낮추는 안정적

험적으로 작동시켜 보았다.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인 정서이다.

행복에 관해서 실험적으로 유도된 감사하는 생각
의 이익을 조사하는 첫 연구에서는 감사 유도를

둘째 감정(emotion)으로서의 감사는 타인으로부

다툼 및 중립적 생활 조건과 비교했다. 일기와 주

터 받는 이익의 수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예리하

간 일기쓰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정서를 개발하면

고 강렬한 비교적 짧은 정신생리학적 반응으로

건강문제가 줄어들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해된다.

증가하는 등 행복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감사
조건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툼 및 중립 조건에 참

셋째 안정적인 기분(mood)으로서의 감사는 의식

여하는 사람에 비해 감사행위가 늘어났고 삶을

에 미묘하고 폭넓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1일 동안 감사가 일일 기분에 어떻게 기여
71)

Christian Elabd, Wendy Cousin, Pavan
Upadhyayula, Robert Y. Chen, Marc S.
Chooljian, Ju Li, Sunny Kung, Kevin P. Jiang &
Irina M. Conboy (2014) ,Oxytocin is an
age-speciﬁc circulating hormone that is
necessary
for
muscle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nature communications

하는가를 조사하는 연구에 의하면 감사는 탁월한
정신 및 기타 긍정적인 외향성과 같은 정서 특성
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
은 실험실 연구와 현장 연구 조사에서는 감사방
문이나 감사서신 같은 감사활동이 행복 등 심리
적 건강, 우울증 및 물질주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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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5 감사하면 왜 행복해지는가?

영향이 확인되었다.

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 장애를 겪는 퇴역군인과

감사와 행복 간의 밀접한 연관관계가 대두됨에

비교해서 외상후 스트레스가 없는 퇴역군인이 여

따라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는 이유를 연구하는

섯 항목으로 구성된 질문서에 더 많이 감사한다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감사가 행복을 증

는 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시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메카니즘은 무

감사는 또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환자 표본에서

엇인가? 많은 가능성 있는 설명이 제시되었으나

신장 제공자, 제공자의 가족 및 신장 수술팀에 대

이 모든 설명이 철저하게 조사되지는 못했다. 아

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제

래에서 감사와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가

중 하나로 등장했다

설들을 검증해본다.

9.11 테러사건 후유증을 앓는 대학생들을 조사하
는 한 연구에서 감사는 주요주제 중 하나인 것으

가설 1: 감사는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하게 한다.

로 밝혀졌으며 회복력과 위기 후 대처에 기여한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만한 상황을 되새기는 습관

것으로 밝혀졌다73)

은 급성 및 만성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

마지막으로, 외상 병력이 있는 여자 대학생들을

이다.

포함하는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다행이다,” “감사

본 연구의 첫 가설은 감사가 상실이나 손실을 다

하다,” “평가할 만하다,” “안심된다”라는 항목을 포

루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행복을

함하는 ‘4항목 외상 후 감사 척도’로 측정했을 때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감사와 정서적 성장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는

여기에는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강화하고, 삶에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상 후 감사

누리는 혜택 등에 더 많이 집중하고, 손실이나 상

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수치를 감소시킨다는

실과 같은 부정적인 사실에 불필요하게 집착하지

사실이다.

않게 하는 효과 등이

포함된다72)

따라서 이 증거는 감사가 스트레스 극복에 효과

예를 들면, 감사는 사회적 지원을 모색하거나, 긍

적이며 개인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가설을 강력하

정적으로 재 해석하거나, 접근 지향의 문제해결

게 뒷받침한다.

등으로 독특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이다.

감사쓰기 뿐만아니라 아래의 방법들도 스트레를

감사와 연계된 스트레스 대처법은 혜택에 대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지, 보다 긴밀한 사회적 연대, 친사회적인 동기

아래의 7가지 방법들은 미국 인터넷매체 허핑턴
포스트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제시한 것이
다.

부여 및 상호 이타적 정서로서 감사를 발전적으
로 적용함에 기초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감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극
복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심리적 건강이 퇴역군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첫 연구에서 월남전이나 이락전에 참가
하여 동료 전우의 부상이나 사망을 경험하는 것

1. 신체 스캔 명상
먼저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는다. 그리고
발부터 머리까지 올라오면서 몸의 각 부위를 스
캔을 하듯이 그 상태를 느껴보고, 긴장을 푼다.
이런 신체 스캔 명상을 통해 갈등과 불안감을 없
애고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
2. 자연음 듣기

72) Fredrickson

Gratitude

,

like

B. L.

other

broaden and builds

(

2004 ).

positive

emotions,

. In R. A. Emmons &

M. E. McCullough (Eds.), The psychology of
gratitude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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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145

–

166

Oxford University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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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73) Fredrickson ,B. L
, Tugade
, M. M.
,
Waugh ,
C. E. , &
Larkin ,
G. R.
( 2003 ).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in crisis? A prospective study of resilience and
emotions following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th, 200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84
,
365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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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풍광에서 나오는 소리, 자연음을 1~2분 정
도 들어보라. 고래나 새, 고양이 소리도 좋다. 이
런 자연의 소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산되는
것을 막는다.

질투심이란 타인의 물질적 및 비물질적 성공에
대한 분노, 열등감, 동경 및 좌절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말한다.(Parrott

&

Smith,

1993).
3. 소리 내어 웃기
예전에 재미있던 기억을 떠올리며 짧게라도 웃어
라. 아니면 억지로라도 웃어라. 웃음은 두뇌에서
엔도르핀을 샘솟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준다.
4. 심호흡
1분 정도 깊게 숨을 들이켰다 뱉는 것을 반복해
보라. 정신과 신체가 생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된
다. 심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잠깐만 해도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이 휴식 반응으로 바뀐다.

많은 연구에서 질투심은 불행을 초래하고 많은
부정적 정신 건강 지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 Kim, 2007).
감사가 타인의 선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
에 질투심이나 분노와 조화되지 않으며 감사하는
사람은 타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타인에
게 일어나는 좋은 일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한
다.74)

5. 천연오일
냄새를 처리하는 뇌의 부위는 감정과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위 가까이에 있다. 향기는 즐거운 감
정을 유도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아주 강력
한 수단이 된다.
페퍼민트, 라벤더 향을 책상 주변, 또는 피부에
발라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에 타인이 끼치는

6. 목과 어깨 마사지
목과 어깨는 소위 ‘스트레스 삼각지대’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을 마사지 해보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목과 어깨 부위 근육의 긴장 상태가 풀리
도록 운동, 또는 마사지 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긴
장감이 사라진다.

감사하는 사람은 타인의 성취와 소유에 대해 좌

7. 춤추기
춤을 추면 몸의 긴장이 누그러지고, 기분도 좋아
진다. 어떤 모양의 춤동작이건 엔도르핀을 솟아오
르게 만든다.
컴퓨터 앞에서 물러나 헤드폰으로 자기가 좋아하
는 곡을 들으며 1분 정도만 몸을 흔들어 보자. 기
분이 아주 좋아질 것이다.

했을 수 있는” 보다 운이 좋은 다른 것들과 대조

긍정적인 기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자
신의 결과를 타인의 것과 비교하는 데 덜 집중하
기 때문에 질투심을 경험할 가능성도 더 적다. 질
투심 척도를 이용해서 연구한 바 감사와 질투심
간에는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과 분노를 더 적게 느낀다.
후회는 가능성 있는 사건을 지각하는 데서 발생
하는 반사실적 정서이다. 애석하게도 어떤 행동이
나 사건 또는 상황은 “불행”으로 해석되고 “발생
되기도 한다. 부정적으로 분출되는 형태라는 점에
서 후회는 관련 불유쾌한 상태, 즉 걱정, 불행, 심
지어는 우울증을 초래한다.
감사와 후회를 유발하는 상반되는 인과적 속성이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후회와 감사의 가설적 연
관성을 직접 시험했다는 경험적 증거는 없다.

가설 2: 감사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 비교에서 발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은 삶에서 후회스러운 것보

생하는 나쁜 감정을 완화시킨다.

다 유쾌한 것을 회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삶
의 질을 저하시키는 후회에 대한 보호 방화벽을

감사와 행복의 연관성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가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능성 있는 설명은 감사하는 사람은 질투심이나
분노 또는 후회하게 될 다른 일들과의 비교에서

감사는 현재의 선물을 인식함으로써 과거 후회로

생길 수 있는 상향적 사회 비교를 적게 하게 한
다. 이러한 불유쾌한 비교는 어떤 유형이든지 타
인이 가졌거나 자신이 바라는 중요한 것이 자신
에게는 없다고 느끼게 할 가능성이 있다.

74) Smith , R. H. , Turner ,
T. , Leach ,
C. , Garonzik ,
R. , Urch-Druskat ,
V. , & Weston ,
C. M. ( 1996 ). Envy and
schadenfreude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 22 , 158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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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유망한 가설이긴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주고, 자신의

이 가설에 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소유에 더 관대하고, 타인의 물질적 부를 덜 부러

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워하고, 물질적 부가 성공적인 삶과 연관되어 있
다는 생각에 덜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가설 3: 감사는 물질주의적 추구를 저하시킨다.

부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논리를 덜 믿는다. 감
사는 물질주의와 행복의 관계를 중재한다는 사실

감사와 물질주의는 상반되는 동기 부여 목표이다.

을 발견했다. 분명히 물질적 성공은 감사 성향이

감사는 개인 성장, 관계 및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높은 사람에게는 행복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아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행복

니며 이에 따라 본 가설은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을 촉진시킬 수 있다. 행복을 강화시키는 수단으
로서 감사는 물질주의적 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물질주의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에 손해를 입힌다.

가설 4: 감사는 자존감을 높인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인은 삶의 불만족, 불
행, 낮은 자존감, 타인의 복지에 대한 보다 저조

자존감은 행복의 강력한 상관요소로 부상했다.

한 관심, 보다 낮은 관계성, 자율성, 역량 및 삶의

감사는 은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는 노

의미, 보다 심한 우울증상 및 질투심을 나타내는

력이 자존감과 자기 존중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경향이 있다.

에서 중요할 수 있다. 본 가설은 폭넓게 검증되지

물질주의적 성인은 생활수준, 가정생활, 그리고

는 않았지만 기존 데이터가 뒷받침하고 있다. 예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의

를 들면, 감사하는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자존감

양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을 나타낸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높은 수준의 자
기만족을 나타내고 3개월과 6개월 후에도 그러하

감사는 “빈번하게 개인적 접촉을 갖는 사람의 복

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타인에

지를 유지 및 강화시키려는” 성향인 자선과 “만인

의해 지탱 및 유지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의 복지와 자연을 위한 이해, 인식, 관용 및 보호”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느끼고 자신의 자아상을

로 정의되는 보편주의의 가치와 가장 밀접하게

강화하기 위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할 가능성이

연관되어 있다. 더욱이, 인간 강점의 행동가치 분

더 낮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한 일시적인 성공과

류체계에서 감사는 상위 미덕인 초월성의 5가지

실패 경험에 덜 의존하는 더 안정적인 자존감을

강점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가치 성향들은 물질주

가지는데 이는 가설 1에서 논한 바와 같이 스트

의와 가장 일치하는 본 이론의 두 가지 가치인

레스에 대처할 능력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직

권력(“사회적 지위와 위세, 사람과 자원에 대한

이러한 관련성의 방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통제나 지배력”) 과 쾌락주의(“자신을 위한 쾌락

없다. 높은 자존감은 타인의 은혜에 긍정적으로

과 육체적 만족”) 와 정반대된다. 따라서 가치 이

반응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감사 감

론은 상반되는 가치체계에 근거해서 감사와 물질

정을 초래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감사 감정

주의의 반대의 관계를 예측한다.

은 더 긍정적인 자아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미래
연구에서는 후속결과를 밝혀야 한다.

증거에 의하면 감사는 물질주의가 행복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감사하는 사람

가설 5: 감사는 긍정적인 기억을 쉽게 떠올리게

은 자신을 가리켜 비물질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칭

한다.

하고 개인의 성공을 물질적 성취와 소유 측면에
서 정의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특히, 감사하는
166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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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나눔연구소 이사장 제갈정웅

써 행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하는

유대관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감사는 기존 관

사람은 긍정적인 과거 기억을 잘하는 특성을 띠

계를 강화 및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뢰를

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의도적 및 비의도적으로

강화시킨다. 감사하는 사람은 바람직한 친구나 로

긍정적인 기억을 많이 하게 한다.

맨틱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보유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 후 연구

이들은 외향적이고, 유쾌하고, 공감적이고, 관대하

자들의 후속 연구에서도 확실히 나타났다. 보다

다. 더욱이, 감사는 로맨틱 파트너들 사이에 인기

최근의 연구에서는 감사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가 높은 성격적 강점이다.76)

재평가 했다.75) 감사는 불유쾌한 기억을 성공적

애착 관점에서 감사는 애착 안정성과 밀접한 연

으로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행복에 기여하는 것으

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관계를 촉진시키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사는 긍정적인 정보의 구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스라엘 대학생 표본에서

성력을 높임으로써 긍정적인 경험이 기억이 잘

애착 안정성은 자존감이나 신뢰와의 연관성을 초

나게 한다. 감사가 기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월해서 감사 성향에 독특하게 기여했다. 후속 연

은

연구에서 거듭 확인되었다. 불유쾌한 기억을

구에서는 신혼 관계에서 특성 감사와 애착 안정

유쾌한 기억으로 재평가하는 것은 불유쾌한 기억

성 간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남편과 아내 모두에

을 없애고 보다 긍정적인 정서 처리를 촉진시키

게서 배우자의 인정받은 긍정적 행동은 어느 특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에 배우자에 대한 보다 많은 감사와 밀접한

이러한 해석은 부차적으로 개인의 과거 기억을

연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연관성은 신혼부부에게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oss의 연구

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나이 많은 성인 집단에서

(1989)에 의하면, 개인 특성 이론은 자아해석 회

도 어른이된 자녀로부터 보다 많은 사회적 지원

복에 영향을 미치고 기억 편향을 촉진시킬 수 있

을 받는 것이 보다 높은 감사의식과 관련이 있는

다. 또한 자각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거나 비교

것으로 나타났다.

적 안정화될 수 있다. 한 개인의 삶을 해석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상태(state)감사와

감사의 사회적 이득은 또한 Lawler가 제안한 사

특성(trait) 감사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할 수 있

회적 교류의 정서 이론(2001) 측면에서 해석될

다. 특성 감사도가 높은 사람은 특성 감사도가 낮

수도 있다. 이 이론은 사회적 교류 파트너에 의해

은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경험을 더 쉽게 떠올릴

생성된 긍정적 정서는 사회적 결속력과 사회적

수 있다.

연결망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친
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자원을 구축하

가설 6: 감사는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원을 구축

고, 신뢰, 애착 안정성 및 사회교류를 강화시키는

한다.

수단으로서 감사는 중요한 대인관계 정서이다. 따
라서 이것이 없으면 사회적 조화가 훼손될 수 있

감사는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전반적인

다.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
감사는 사고ㆍ행동 레퍼토리를

확대시킴으로써

즉, 우정관계의 시작이나 광범위한 전략적 고려를

가설 7: 감사는 선행과 같은 도덕적 행위에 동기
를 부여한다.

통해서 사회적 자원 구축을 촉진시킨다. 새로운
감사는 긍정적 사회관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75) Watkins , P. C. ,
, H. , & Kolts ,

Cruz ,
R. L.

L. ,
Holben
( 2008 ).

Taking care of business? Grateful processing
of unpleasant memorie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 3 , 87

–

99

.

76) Steen ,
T. A. , Kachorek ,
L. V. , &
Peterson
,
C. ( 2003 ).
Character
strengths among youth .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 32 , 5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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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요소이다. 감사는 도덕적 행위에 즉 다

가설 8: 감사는 종교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

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대인관계를 유지시킨다. McCullough 등

여러 연구에서 종교와 영성 및 감사 사이에 관계

(2011)은 감사는 친사회적 행위를 하는 일과 관

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다 높은 감사 성향을

련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심리적 특징이 있다

가진 사람은 보다 영적이고 종교적인 성향을 나

고 주장했다: 감사는 친사회적 행위의 유익함을

타낸다. 이들은 전통적인 종교심 척도에서 더 높

알게하고 이러한 행위를 강화시키고 동기를 부여

은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신학적 성향

한다. 이러한 기능과 관련해서 감사는 유쾌한 기

과는 무관하게 신적 능력이나 교감 같은 영적 경

분 이상이다. 감사는 또한 동기를 부여하고 활력

험과 모든 생물은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는 정서

을 불어넣는다. 감사는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를 평가하는 비종파적 영성 척도에서도 더 높은

“선물을 선사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긍

점수를 받았다. Emmons & Kneezel(2005)의 연

정적인 심적 상태이다. 따라서 감사는 주는 자와

구에서 모든 척도의 공적 및 사적 종교심은 일일

받는 자 간의 역동적 관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단위로 평가했을 때 감사 성향 및 감사 감정과

역할을 한다. 받은 호의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는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혜자 측이 다시 선행을 하도록 한다. 진화론적

상관관계는 비록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영적 또

으로 말하자면, 감사는 “상향 호혜관계”, 즉 처음

는 종교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덜 영적이거나 종

감사관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에게 혜택을 부

교적인 사람들보다 감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성향

여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감사의 끌어당기는 힘은

이 더 강하다.

부분적으로 수혜자로 하여금 타인의 선행에 집중
하게 하고 친절이 제공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또

신에 대한 감사를 조사하는 연구도 시작되고 있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는 이로운 결과를

다. Krause(2006)의 연구에서는 신에 대한 감사

발생시키는 힘에 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

감정이 고령의 노인들의 경우 건강과 악화된 이

는 능력이 선행을 되갚아주고자 하는 욕망을 불

웃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일으킨다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신적인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Krause(2006)의 연구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들

감사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은

사이에서 더 두드러졌다.
최근의 실험에 의하면 감사는 상호이익의 독특한
촉진제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감사가 도덕적 행위

세계의 많은 종교들은 감사를 바람직한 인간 특

를 촉진시킨다는 증거를 평가한 후, McCullough,

성으로 칭송하기 때문에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사

Kimeldorf & Cohen(2008)은 감사가 사회교류를

람은 감사하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촉진하도록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설득력 있는 한

종교는 또한 감사를 권장하는 글과 가르침 및 전

증거는 감사는 직접적인 상호 이타주의뿐만 아니

통을 제공한다.

라 상향 호혜를 자극하도록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기적적인 치유나 삶의 선물과 같은 의도적인 인

77)

간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긍정적인 상황을 바라
보면서 영적인 사람은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비인간적인 존재, 즉 신 이상의 힘을 가진 어떤

77) Nowak
2007 ).

,

M. A.

, &

Roch

,

S.

(

Upstream reciprocity and the evolution of

존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더 많은
감사를 경험할 수 있다.

gratitude.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 274,

605

–

610

.

영적인 사람은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신의 개입
에 의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78)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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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행동에 기인하지 않는 많은 긍정적인 사
건들, 예를 들면, 좋은 날씨나 자동차 사고를 당

가설 10: 감사는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험을 신에게 감사할 계기
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 예를

감사는 개인의 삶에서 혜택에 대한 의식적인 해

들면, 긴 겨울이나 자동차 사고 등은 신의 탓으로

석이다.

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건강에 해

이러한 원인 전가 방식은 유쾌한 사건의 긍정적

로운 태도와 정서를 억제하거나 보다 건강에 도

인 정서가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확대시킬 가능

움이 되는 내적 상태를 촉진시킴으로써 신체 기

성이 있다.

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몇몇 연
구에서는 감사가 신체적 건강 혜택과 이러한 관

가설 9: 감사는 목적 달성을 촉진시킨다.

계는 부정적인 정서와는 아주 무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 감사프로그램 도입은 육체적 질환을

중요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목표를 향한

감소시키고, 수면 시간지속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진은 장기적인 행복에 필수적이다. 목표 달성이

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 경험의 주요 기준점이다.
Frisch(2006)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서 행

실험에 의하면, 감사는 부교감신경과 심근 조절의

복과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목표, 기준 및

개선

우선순위 수정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목

찰 받기 등 신체 건강의 보다 질적 측면의 개선

표 추구와 감사 또는 감사 성향 사이에는 분명한

을 초래할 수 있다.

연관성이 없었다. 감사와 행복에 관한 어느 실험

McCraty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은 감사는 부교감

에서 감사일기 쓰기를 시작할 때 참여자들에게

신경 활동을 증가시켜 스트레스와 고혈압을 억제

향후 2개월 동안에 달성하고 싶은 간단한 목표

하는 데 효과를 보이고 다양한 자율신경계 반응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학

경로의 “밀착성(coherence)”이나 동조를 개선한다

생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표가 대인관계나 공

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감사 정서를 자주 경

부에 관한 것이었다. 통제와 다툼에 관련된 일기

험하면 몇 가지 직접적인 심리적 유익이 있을 수

를 쓰도록 된 학생들에 비해 감사에 관한 일기를

있다. McCraty에 의해 수행된 이 연구 분야는 긍

쓰도록 된 학생들이 10주 동안에 자신들의 목표

정 정서와 심리적 효율성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에 대한 더 많은 진척을 보고했다. 이 연구의 결

입증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긍정 정서, 건강 개

과는 감사는 수동성과 안일주의를 부추긴다는 경

선 및 장수 간의 입증된 상관관계의 증가를 설명

험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널리 인정된 가설

하는 것일 수 있다.

과 매우 상반된다. 이와는 반대로, 감사는 노력에

위에서 본 10 번째 가설 이외에도 감사가 신체

의한 목표 추구를 강화시킨다. 미래 연구에서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다.

감사와 목표 상관관계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의

감사는 그 자체로 심신을 개선하는 힘이 있다. 감

정서 조절자로서의 감사 정서에 대한 훨씬 더 많

사할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의 활성화

79)

최대 혈압의 하강, 일상적인 증상과 진

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78) Lupfer, M. B. , De Paola ,
, K. F. , & Clement , L.

Making
The

secular

and

availability

S. J. , Brock
( 1994 ).

religious attributions:

hypothesis

revisited

.

79) McCraty
2004 ).

,

R.

, &

Childre

appreciation. In R. A. Emmons &
McCullough

(Eds.),

The

gratitude (pp. 230

,

Oxford University Press .

,

162

–

171

.

D.

(

The grateful heart: The psychophysiology of

Journal for the Scientiﬁc Study of Religion
33

,

–

255).

M. E.

psychology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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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

특별기고 5 감사하면 왜 행복해지는가?

되는 영역이 다르다. 화를 내면 교감 신경계가 자

감사 개입의 능동적 요소는 무엇인가? 이러한 활

극되면서 신경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이 뇌에서

동의 영향이 비교적 구체적인지(예를 들면, 행복

분비된다. 이것이 부신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

증진), 아니면 보다 일반적인지(예를 들면, 육체

몬인 코티졸(Cortisol)을 분비하게 된다. 이로 인

적 건강의 개선이나 부정적 기분의 감소)는 밝혀

하여 혈액이 근육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도 참여자의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된다.

성격적 감사 수준과 관련해서, 즉 개인의 삶에서

반면에 감사할 때는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형성

감사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활동의 긍정

에 관계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화된 개인의 차이

쾌락 회로가 작용해서 감사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와 관련해서 이러한 활동의 영향을 조사한 적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

없다(McCullough 등, 2002). 능동적 요소는 감사

몬이 분비되도록 영향을 준다. 이러한 호르몬들의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든지 이를 기록하거나 표현하는 과정과 관련될

근육이 이완 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수 있다. 이 중 어느 것이 꼭 필요한지 알 수 있

된다.

을 때까지는 이러한 활동이 왜 효과가 있는지 밝
힐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캘리포니아 대학 산디에고 캠퍼스의 폴 밀스 교

있는지에 대해서 가치있는 권고를 하기란 어렵다.

수는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를 부정

미래 연구는 효과를 조절하는 통계적 시험을 통

적인 감정으로부터 멀어지게 도와줍니다. 시간이

해서 점진적으로 정교한 설계를 도입해야 할 필

지날수록 작은 것에서 시작한 감사의 마음이 점

요가 있다.

점 커지면서 이전에는 감사하다고 여기지 않던
일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화나는

감사와 대조하기에 가장 적절한 조건은 무엇인

일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감사를 통

가?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의 약 절반이 일상의

해 마음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라고 KBS

불화 기록하기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생로병사에서 증언하였다.

기술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감사 개입을 지지
했다. 감사 개입은 통제 조건에 비해 제한적인 이

앞에서 검토한 증거가 말해주듯이 성인의 삶에

익을 나타냈다. 따라서 감사 개입이 통제 조건보

감사 개입은 일관되게 긍정적인 이익을 준다. 이

다 우월한지, 이익을 끼치는 부분집합이 존재하는

러한 이익의 대부분은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 감

지 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감사 개입은 다

사 개입은 최대 6개월 동안 억제에 비해 감사, 삶

양한 배경을 가진 집단에 특이하게 효과적이다.

의 만족, 낙관주의, 친사회적 행위, 긍정적 정서및

표본 특성 자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긍정적인

행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

심리 개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추가

킨다. 보다 짧은 추적 기간에 청소년에게서 유사

점수를 얻기 위해 참여하거나 과정 요구사항을

한 결과가

입증되었다80)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하는 대학생 집단에 비해

이러한 고무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

효능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 있다.

은 사실이 많다. 아래에서는 감사 개입을 수반하

개인의 이런 특성이 감사 개입을 통해서 이득을

는 미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소개한다.

볼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조정 효과가

80) Froh
, J. J.
,
Seﬁck
,
Emmons
,
R. A.
(
2008
blessings in early adolescents: An
study of gratitude and subjectiv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
233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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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J.
, &
). Counting
experimental
well-being .
46 , 213 –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성격 요인에 의해 감사
개입의 효과에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특
성 정서와 성격적 감사는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후보군에 속한다.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가
높은 사람은 합리적으로 “정서 최고점(emotional

감사나눔연구소 이사장 제갈정웅

ceiling)”에 도달했을 수 있으므로 행복 측면에서

감사를 상태 감사 개입의 조정자로 놓고 조사한

이득을 경험하는 데 덜 민감할 수 있다. 긍정적

적이 있다.

정서 수치가 낮은 사람은 동료들의 긍정적 경험
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은인에게 감사를 표현하

특성 감사는 또한 특성 정서와 상호 작용할 수

는 것과 같은 더 많은 긍정적인 사건이 필요할

있다. Froh 등의 연구(2009)에 의하면, 대조군에

수 있다. Froh, Kashdan, Ozimkowski 및 Miller

비해 긍정적 정서가 낮은 감사집단에 속하는 개

로 구성된 연구팀(2009)은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인이 감사 개입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았

편지를 써서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은 청소

다. 조정자로서 긍정적 정서의 기여에 관한 최근

년의 경우 긍정적인 정서양식의 개인적 차이가

의 증거를 고려할 때 특성 감사와 행복 사이에

감사 개입의 효과에 변화를 가져오는지 조사했다.

곡선관계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도 적절할 수

89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무작위로 감사 개입이

있다. 예를 들면, 감사 분포의 양극단에 놓인 개

나 통제 조건에 배정했다. 결과에 의하면, 감사

인은 감사 개입을 통해서 가장 적은 이익을 볼

조건에 배정된 긍정적 정서 수치가 낮은 청소년

수 있다.

은 일상 사건에 대해 글을 쓰는 청소년에 비해

감사 그룹 참여자에게는 지시가 필수적이다. 축복

사후 처리에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높은 긍정적

헤아리기 감사 개입은 참여자들에게 각자의 생활

정서 수치를 보고했고 2개월 추적 조사에서는 더

에서 누리고 있는 혜택을 생각하고 기록하도록

높은 긍정적 정서 수치를 보고했다. 감사 조건에

유도한다.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삶에서 현재 누

배정된 긍정적 정서 수치가 낮은 어린이는 통제

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음에 초점을 맞춘다. 하

집단에 비해 실시 후 3주 추적 조사와 2개월 추

지만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좋

적 조사에서 더 많은 감사와 긍정적 정서를 보고

은 것들이 있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는 삶에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린이와 청소년을

서 긍정적인 일들을 정신적으로 박탈당한 후 정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감사 개입 연구의 첫

서적 상태가 더 많이 개선된다는 사실이 밝혀졌

시도이고 감사 개입의 효능을 평가할 때 대조군

다. 사람들은 왜 긍정적인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감사 개

않았을 수 있으며 왜 긍정적인 사건이 놀랍거나

입 문헌을 재해석한 첫 논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신들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확실함에도 전

연구이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을 고려하더라도 조

혀 놀랍지 않는지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결과는

정자로서 긍정적 정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지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 즉 긍정

금까지 알려진 첫 시도이기도 하다.

적인 사건의 있음에 대해 생각하는지(예를 들면,
“와이즈먼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되어 감사하다”),

그런데 성격적 감사가 있다. 감사 유도가 감사하

아니면 긍정적인 사건의 없음에 대해 생각하는지

는 사람이나 덜 감사하는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

(예를 들면, “와이즈먼 교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키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생각”)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후자는 전

있는가? 감사하는 개인은 타인이 자신에게 친절

자보다 긍정적인 정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을 베풀 때 이를 인정하는 데 더 수용적이고 은

대부분의 이전 연구들이 전자 접근법을 채택하고

혜를 보다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데 더 개방적이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사건의 있음에 대해 생각

다. 감사체계를 호의적 평가 성향이 있는 성격적

하도록 요구한 만큼, 행복에 미치는 감사의 영향

으로 감사하는 사람 측의 해석적 편향이라고 주

이 과소평가된 것은 당연하다. Koo 등은 어떻게

장할 수도 있다(Wood 등, 2008). 또는 감사 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

입은 감사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더 많을 수

각하는 것은 놀라움을 촉발시키며 사건의 긍정성

있기 때문에 특성적 감사가 저조한 개인에게 더

을 증폭시킨다는 것이 놀랍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효과적일 수도 있다. 비공개 연구에서는 성격적

맥락에서 최근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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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더 큰 정서적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 밝

이익을 얻어낼 가능성이 더 낮다.

혀졌다.
또 다른 최근의 연구에서는 경험의 결말에 초점

감사 개입은 건강관리 영역에서 자가 유도 치료

을 맞추면 그 결말의 현재 평가가 상승한다는 사

의 선택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감사하는

실이 밝혀졌다. 미래의 감사 개입은 참여자들에게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더 잘 돌보는 경향이 있다

초기 결과가 불확실했을 경우 일어나지 않았거나

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를 증대시키기 위한 개입

일어났을 수 있는 사건을 일기에 포함시키도록

이 몸무게를 줄이거나,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하거

명시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경험이 곧 끝난다는

나, 운동을 하거나, 또는 흡연을 줄이겠다고 한

인식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세 가지 연구를 활용

약속을 지키도록 유도할 것인가? 최근의 한 연구

할 수 있다.

에서는 우울증 질환자를 위한 2주간 개입의 유지
력이 자동적 사고(automatic thoughts)를 기록하

20여 년 전 한 유력한 심리치료 비평논문이 8회

는 것에 비해 감사일기를 완성한 사람들에게서

의 심리치료로 환자의 약 절반이 상당한 결과 개

더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1)

선을 나타냈고 26회의 심리치료로 이 수치가
75%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감사 개입을 위한

감사는 중도탈락을 줄이고 우울증 점수를 낮추는

이와 같은 또 다른 투입량과 반응의 관계를 보여

데 효과적이었으며 일상적인 생각을 기록하는 자

주는 연구가 있는가? 감사 개입에서 참여자들에

들에 비해 유지력을 12% 증가시켰다.

게 매일, 일주일에 몇 번, 10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감사일기를 쓰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연구들
사이에 몇 가지 차이점이 보고되기도 했으나 자

앞으로 감사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문제는

신감 있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는 아직

관련 긍정 심리학 개입과 구별되는 행복 결과에

충분히 실행되지 않았다. 투입량 자체에 대한 정

대한 감사 개입의 독특한 기여에 관한 것이다. 감

의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일회 분을 단 한 차례

사 개입의 독특성은 용서와 희망과 같은 다른 긍

의 감사일기 쓰기로 봐야 하는가? 참여자가 각

정 심리학적 구성과 비교될 수 있다. 감사에 대해

회에 감사일기를 쓰는 데 최소시간을 얼마로 설

서 다른 점은 무엇인가?

정해야 하는가? 축복을 적거나 헤아리는 데 들이
는 노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잠재적 대가도

첫째, 감사의 밑바탕에 깔린 친사회적 및 관계적

커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성질은 부차적으로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키며 행
복으로 가는 길을 촉진시킬 수 있다.

감사의 상호 의존적 및 대인관계적 성질을 고려

둘째, 감사는 희망과 달리 현재 및 과거에 받은

할 때 여성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위를 선물로 인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이익의 추출을 촉진시킬 수

식할 가능성이 더 크고 부부의 로맨틱 관계에서

있는 성취적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희망이 미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여

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 에너지와

성은 관심과 관계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긍정적 동기 상태(Snyder,

남성은 정서적 표현을 권한과 지위의 확대와 추

2000)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희망은 원하는 목표

구에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부부관
계에서 “제공자의” 역할을 더 많이 추구하면 감사
는 남성에게는 취약성이나 위약성 감정을 촉발할
수 있고 남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남성다움이나
사회적 지위에 유해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 결
과, 남성은 관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감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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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을 경우 전향적으로만 성취된다. 희망과는

재해석하여 바꿀 수 있다. 특히 매일매일 쓰는 감

달리 감사는 거의 언제나 회고적 특성을 띠며 이

사일기 보다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50가지나

미 존재하는 이익에 대한 긍정적 인지 구조를 촉

100가지 감사를 몰아 쓰기 함으로서 긍정정서를

진시킨다.

높일 수 있다. 지난날 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았거
나 아빠와 관계가 좋지 않아 성장 후에도, 심지어

또한 감사는 당장의 또는 현재의 생활사건 예를

결혼하여 애들을 세 명이나 기르고 있는 경우에

들면, “오늘 받은 모든 혜택에 대해 감사한다”나

도 본인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과거의 사건, 예를 들면, “2년 전에 아팠을 때 받

라던 주부가 아버지에게 100 감사를 쓰고서 자신

은 사랑과 지원에 대해 감사한다”에서 나올 수 있

감을 회복하였다. 그 후 자신의 디자인 재능까지

으며 이는 보다 확장된 긍정적 정서경험을 촉진

도로 찾아서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시킨다. 입은 은혜에 대한 회고적 인식뿐만 아니

일하게 되어 삶에 기쁨이 넘치고 있다.

라, 감사는 미래의 친사회적 동기를 자극하기도

둘째 몰입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에 헌신하

한다. 예를 들면,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보은하고

는 것을 말한다. 몰입에 대하여 오래 연구하고 있

싶다”

는 황농문 교수는 몰입을 경험하고 나면 주위의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고 했다. 몰입과 감사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하
여 50감사를 쓰게 하였더니 안동에 있는 인덕의

VI.감사와 긍정심리학의 플러리시
우리가 오랜 세월동안 사용해온 행복이라는 단어
는 추상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이 발달하며 행복이라는 단어
의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플러리시

(flourish)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고 측정을 위
한 지수도 개발하였다. 플러리시는 ‘행복의 만개’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속적이면서 점점 더
번성해 행복이 활짝 꽃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긍정심리학은 그 목표를 플로리시로하고 있으며
긍정정서(Positive emotion), 몰입(Engagement),
관계(Relationship),

의미(Meaning),

성취

(Accomplishment)
의 다섯 가지를 핵심 요소로 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핵심요소의 첫 자를 따서 PERMA라고 부르
고 있다.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플러리시의 다섯가지 요소
를 만족시켜 사람들을 행복이 만개한 상태를 경
험하게 하는지 알아보자.

료재단의 간부들이 업무에 몰입하게 되었다고 고
백하였다.
셋째 관계란 혼자가 아니고 타인과 함께한다는
의미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1940년대부터 72년간
814명에 대하여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했더니 관계였다고 행복에 관한 최
장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계가 소원했거나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 100감
사 쓰기를 했더니 관계가 회복되고 심지어 이혼
하려고 했던 커플들이 이혼 대신 제주도 여행가
는 사례도 있었다.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하여 상대의 마음을 읽는 소
위 마인드 리딩(Mind Reading)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Empathy)이 필요한데 상대에 대
하여 100가지 감사를 쓰기 위해서는 세밀한 관심
과 관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내에게
매일 5가지나 7가지 감사를 쓰기 위해서는 마인
드 리딩과 공감이 선행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의미라는 것은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

첫째 긍정정서란 즐거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기
쁨, 자신감, 낙관성 등 우리의 느낌을 말한다. 우
리는 과거나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해치는 것들을

각하는 것에 소속되었다는 것에 기반을 둔다. 업
무 감사를 쓰게 했던바 회사에 다니는 것이 생계
수단을 벌기 위한 것이었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삶의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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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알게 된 것이다.

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결론

포스코의 간부들은 일이나 고객에 대하여 50감사

은 감사와 행복의 관계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와 100감사를 쓴 후에 새롭게 삶의 의미를 알게

는 사실이다.

되었다고 소감문을 작성했다.

특히, 감사가 인간관계를 강화시키고 친사회적 행

다섯째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나 물질 추구만을

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적 자원을 증강시킨다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성취, 정복 등 그

는 상당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자체가 좋아서 그것을 추구하기도 한다. 성공이든
성취이든 정복이든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것에

그리고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PERMA를 감

감사하면 그 파동이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

사를 통하여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긴다는 말

았다.

이다. 어떤 것에 감사를 집중하면 그것이 성공이
든, 성취이든, 정복이든 그것을 끌어 오는 신비한

그동안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뇌 속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긍정심리학에서 플러리

일들이 밝혀지며 심리학에서 연구해온 가설들이

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다섯 가지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핵심 요소인 PERMA는 감사쓰기를 통하여 달성

감사의 습관화 곧, 감사일기 쓰기는 매일 한 가지

할 수 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에서 3가지, 5가지, 7가지씩 감사한 일에 대하여

매일매일 다섯 가지나 일곱 가지 감사일기를 쓰

기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한 달간, 또는 100

고 특별히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

일간 등 일정 기간을 정하여 50가지 또는 100가

하여 집중적으로 50가지 감사나 100가지 감사를

지를 매일 쓰기도 한다. 쓰는 시간도 아침이든 오

써보자.

후든 중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82) 그러나

그냥 다섯 가지나 일곱 가지를 쓸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나 잠자기 전이 좋다. 특히

첫째 영적으로 감사한 것, 둘째로는 정신적으로

잠자기

감사한 것, 셋째는 육체적으로 감사한 것, 넷째

RAS 시스템에 좋은 기억을 줌으로서 잠재의식이

가정적으로 감사한 것, 다섯째 직업적으로 감사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감사로 활성화 되게 할 수

것, 여섯째 사회적으로 감사한 것, 일곱째 경제적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정기예금을 해 놓으

으로 감사한 것 등으로 자신의 삶에서 가치를 두

면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이자가 붙듯이 우리의

고 있는 영역을 다섯 가지나 일곱 가지로 영역을

뇌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정해서 한 가지씩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뇌파를 계속 우주로 송신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전에

감사일기를

씀으로서

우리

뇌의

법칙이 작용하여 같은 주파수의 감사하는 일들이

VII. 결론

일어나고 자신이 바라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감사 학문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감사가 행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

그동안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만 감사가 연구 되어

해하는 데 있어서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

왔으나 이제는 뇌과학의 발달로 아래의 세 가지

다. 이먼스와 미쉬라가 앞에서 제시한 10가지 가

가 밝혀지며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좀 더

설 중 대부분에 대해 상당한 경험적 사례들이 나

명확해졌다.

타나고 있다.

특히 앞에서 보았듯이 심신의학은

10번째 가설에 대하여 다른 가설보다 더 많은 연

첫째 감사유전인자 CD38의 변형이 발견되고 인

구를 해왔다. 따라서 각 가설에 대한 종합적인 평

간에게 감사유전 인자가 있는 사람과 5% 정도의

가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
82) ibid 감사신문 제 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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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인자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 연구가 끝나는 2018년경에는 옥시토신에 대

기업에서 감사를 기업 문화로 도입하려고 할 때

한 종합적인 기능들이 밝혀질 것이다.

5%정도 일부 냉담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물질임은 사실이다.

우리지 말고 적극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하
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도 훈련에 의하

셋째 아주 최근에 버클리대학의 줄기세포 연구소

여 감사 유전인자가 없어도 생활 속에서 감사 거

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옥시토신은 세포 재생기

리를 찾으려하게 된다. 일단 삶의 현장에서 감사

능이 있다. 인생 후반기에만 그 성능이 발현되는

거리를 찾게 되면 행복지수는 올라가게 된다.

호르몬으로 늙은 세포에 주입했을 때 젊은 세포
의 80%까지 재생되는 것이 밝혀져서 장수 사회

둘째 옥시토신이 감사관련 신경전달 물질이며 호

에 큰 복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르몬이라는 것이 새롭게 알려졌다. 인간이 감사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감사하면 몸

표할 때 뇌하수체 후엽에 있던 옥시토신이 분비

과 마음이 함께 건강하게 되어 행복한 삶을 살

된다. 옥시토신은 상온에서 3분 30초 정도 기능

수 있게 된다.

을 한다. 옥시토신은 발견된 지 111년 되는 오래
된 물질로서 커다란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옥시토
신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옥시토신은 수
많은 다른 시스템들을 조절하는 것은 사실이다.
옥시토신은 단독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다른 호르
몬들과 상호 협력함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옥시토신의 기능은 계속
연구 되면서 사랑의 호르몬, 엄마 호르몬, 신뢰
호르몬, 도덕 호르몬, 다이어트 호르몬,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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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6
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복역량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영 |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
∙
∙
∙
∙
∙
∙
∙
∙
∙
∙

현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현재 위즈덤교육포럼 공동대표
현재 국제지도자연합 부회장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심사위원장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자문위원
월드피스코아카데미대학원 원장/교수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EMP 지도교수
대한민국사이버국회 국회의장(공동)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이사장(서울본부)
한국위성교육방송 회장
동기부여 성공학 특강(약22만명 청강)

< 저서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학지사, 전영,노동영,김영순 외 공저(2018)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나, 공저(2016)
행복학과 삶(2012), 한국교육연구원
과학적 영문 독해기술(2009, 어학세계사)
‘현재 미국에서 생생하게 쓰이는 전영
Colloquial Idiom'(영풍문고) 外 21권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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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복역량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영 | 인하대학교 교수
Ⅰ.들어가며

이디어와 기술이 성공적으로 결합된 경우가 대부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분인데(Microsoft, Google, Facebook 등), 창의적
아이디어는 감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인

으로 알려져 있다. 감성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다

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

니엘 골먼(Daniel Goleman)은 인생의 성공에 영

대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했다. 일부학자들은 기업

향을 미치는 비중에 대해 이성(Reason)적인 특징

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TC)을 융합하여 직

을 가진 IQ(Intelligence Quotient: 지능 지수)가

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한

차지하는 비중은 20퍼센트에 불과하며 나머지 80

다.

퍼센트는 감성적 특성을 의미하는 EQ(Emotional

또 다른 학자들은 빅 데이터가 주도하는 차세대

Quotient: 감성지수)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산업혁명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가상세

EQ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

계가 현실과 통합되어 이제는 사물이 지능적으로

의성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80퍼센트의 EQ

제어되는 system이 가능해지는 산업상의 변화가

와 20퍼센트의 IQ가 어우러져 개인의 창의성이

예상된다.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는 지능형

나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상호연결 제품이 거대한 IT변혁을 주도 할 것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경쟁우위는 바로

라고 예견했다. 기존의 변혁이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력에서 비롯된다. 즉 창의성을 갖춘 개인, 집

가치사슬을 바꿔놓았다면, 새로운 물결은 산업의

단, 사회 및 국가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

구조와 경쟁의 본질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하고 부강해 질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물리학,생물학,디지털등

4차 산업혁명은 속도, 범위, 영향력 등에서 앞선

모든 기술의 ”융합“으로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이루

3차 산업혁명과 완전히 다르다. 기술 진보의 속도

어진다는 점이다.이러한 융합기술의 발전으로 우

는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며, 파괴적 기

리 사회는 ‘초지능화’와 ‘초연결성’으로 특정지어

술에 의한 대대적인 기술 혁신은 각국 전 산업

질 수 있다.

분야에서 생산, 관리, 지배구조 등 전체 시스템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제 바야흐로 무선인터넷, 스마트폰, SNS로 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前 KAIST 총장을 지낸

표되는 모바일 시대를 지나 사람과 사물과 정보

로버트 러플린(Rovert B, Laughlin)은 ‘벤처코리

가 모두 지능형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초 연결 사

아 2004’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미래 정보기술

회로의 진입이 시작된 것이다. 시공을 초월하여

(IT)의 핵심은 놀라운 전자제품이나 인터넷 환경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넷 없는 세상을

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 기업의

더 이상 상상도 할 수 없다.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전
략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면 IT란 “기계 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과학 기술
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인

성공한 IT 기업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창의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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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기계, 그리고 시스템을 연계(align)하는 전략

인하대학교 교수 전 영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과학자이면

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서 미래학자인 그가 시장 경제 원리에 바탕을 두

한국은 6.25 전쟁이후 25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고 철저한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힘주어 말하고

이루며 완전히 근대화된 새로운 나라로 등장하였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 측면만 앞 다

다. 프랑스가 200년에 걸쳐 이룩하고, 미국이

투어 지혜 없이 열을 내고 있다.

125년, 일본이 75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한국은

특히 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시대

불과 25년 만에 달성해 냈다. 우리 한국은 초고속

는 인공지능을 제어하는 인간의 능력을 필요로

압축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좌, 우를 살 필

한다. 인공지능을 능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간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다. 이러다보니 남을

의 능력은 인성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

잘 살아가려면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

심이 팽배하게 되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었

나는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할

고, 우리 한국사회가 지향할 정신문화와 핵심적인

창의성과 도전 정신, 융합적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가치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도무지

양성하는 일이며 다음으로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

행복하지 않은 사회다.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자

이 인공지능기술을 인간 활동에 자유롭게 적용할

살률이 10만 명 당 31.2명으로 OECD최고다. 한

시대에 대비하여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수는 1만 5,566

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저

명, 하루 목숨을 잃는 사람이 42.6명이다. 시간당

마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현장 전

1,8명이 생명을 잃고 있다. 자살률 1위, 교통사고

반의 여건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

율 1위, 저 출산율 1위, 이혼율 1위로써 세계1위

다. 융합기술만 가지고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

를 차지하고 있고, 행복 지수는 OECD국가의 평

다. 인간성이 살아있는 인성교육이 더 심화되어야

균치도 못 미치고, 30개국에서 25위에 머물고 있

한다. 개인-대인관계-공동체차원의 연결 선상에

다. 방글라데시, 부탄, 멕시코보다 밑이다. 세상은

서 자기관리의 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

점점 각박해져가고 있고, 도태되거나 낙오되지 않

역량, 갈등관리의 역량, 공동체역량을 균형 있게

으려고 끊임없이 경쟁이 이루어진다. 이대로 가면

학습하여 가정 · 학교 · 사회에서 행동으로 행복

한국은 2300년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한

역량교육을 실천하도록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 구글이 뽑은 세계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이를테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인공지능의 확

는 경고한다.

산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줄게 되지만,
생산성은 극도로 향상되며, 일은 주로 기계가 하
고 인간은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위한 여가 활용

우리는 왜 그럴까?

을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이렇게 잉여 시간이 여
가 시간으로 증가됨에 따라 인간은 자기표현욕구

우리는 철저히 성공 지향적으로 행복을 뒤로하

가 늘어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창조적인 일과

고 돈, 명예, 권력에만 혈안이 되었다. 거기다가

정답이 없는 일로 인간의 직업 방향을 바꾸도록

사공농상 이란 국민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요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로봇이나 인공

우리는 이런 DNA가 흐르고 있다. 그야말로 성공

지능과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정서와 감정 등

출세지향주의에 빠져있다.

에 관련된 능력이 전 영역에서 요구되는 사회를
예견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는 행복의 주관적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복을 추구한다.
큰 아파트 큰 차, 좋은 옷 명품가방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사회적, 교육적 현실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되어버렸다. 행복자체를 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이나 수단을 갈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적, 교육적 현실을 사회학

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유달리 체면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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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

왜 행복역량교육인가

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부정적 정서가 강하
다. 사촌이 논을 사는데 왜 배 아파하는가? 기뻐
해야지!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행복의 시대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간의 궁극적
가치는 행복이다. 우리는 왜 삽니까? 바로 행복하

여기에 발 맞춰 교육은 어떤가?

려고 산다. 그런데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
다. 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행복은 노력에

지금까지 우리는 입시 위주의 교육, 열심히 듣고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바로 행복 역량을 키워

암기하고 시험보고 잊어버리는 교육을 거듭 반복

야 한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어릴 적부터 행복하

했다. 즉 집어넣는 교육만 한 것이다.

게 살 수 있도록 습관들인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고 논쟁

라도 행복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살버

하는 교육, 확산적 사고의 교육, 뇌를 격동시키는

릇 여든까지 간다.’ 는 우리 속담이 그것을 증명

교육, 소통하는 교육, 끄집어내는 교육을 해야 한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즉 티칭(teaching)도 아니고, 러닝(learning)

개발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

도 아니고, 씽킹(thinking)을 하는 교육을 해야만

라 행복역량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우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

남을 수 있다. 지금

리 지도자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 출세하

우리나라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과거에 비해 많이

면 행복해진다.’ 현재의 행복은 미래의 불행이다.

나아지기는 했으나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오히려

라는 것은 착각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후퇴했다. 이는 과도한 경쟁과 인간의 탐욕에 지

행복인식이 물질인식보다도 왜 우위를 차지하고

쳐있기 때문이다.

있는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과당경쟁의 지배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의 쇄신이 필요한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문용린

2016)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Copernicus)가

시점이다. 이렇게 물질만능주의와 기계화된 문명

천동설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지

속에서 인간성은 상실되고, 한국경제는 저성장,

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행성들이 도는 것이 아니

양극화,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행성들이 돈다는 지

이렇게 저 성정이 고착화되고, 양극화로 인한 사

동설을 믿는 것처럼 성공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

회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라 행복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일본경제는 다시 살아나고,

믿어야 한다. 에드디너(Ed Diener, 행복심리학교

중국은 두 자리 성장에서 7%에서 6%로 떨어지

수)를 비록하여 긍정심리학자들은 27만 5,000명

고 있고, 우리 한국은 7%의 성장수준에서 3%,

을 대상으로 약 200여개의 연구 성과물들의 메타

2%의 수준의 저성장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분석에 기초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성공이 행복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을 낳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을 낳는다는 사

이처럼 경제적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현재적, 물

실을 밝혀냈다.

질적 수준에서도 더 높은 행복지수는 가능하다고

“빌게이츠의 성공비결은 바로 행복한 일에 몰두해

생각한다. 자본주의 창시자 아담스미스는 분업을

서 성공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

강조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주장했지만, 위기가

성공한 사람이란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입

왔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독일의 쉼페터는 분명히

니다. 부탄은 국민소득이 2800달러로 아주 못사

자본주의

위기가 온다고 했다. 본연구자는 오늘

는 나라이지만 1971년부터 국민행복증진을 국정

이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지표 최고의 순위로 하고 국민행복역량교육을 과

제시하고자 한다.

감하게 실천하여 아주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부탄은 왕조국가로서 현재의 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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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교수 전 영

왕추크는 스스로 왕권을 약화시키고 의회 민주주

반응은 말할 수 없이 좋았다. 통계에 의하면 연간

의를 도입하며 경제개발 5개년 실천계획을 세우

갈등지수를 해결하는데 소요금액은 246조라고 한

면서도 이 계획의 성공여부는 국민행복도의 증진

다. 그 비용을 절감시키는 데도 크게 작용하리라

여부로 판단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GNH(국민총

생각한다. 또한 시기와 질투, 경쟁의식, 탐욕에 지

행복)를 국정지표로 삼고 국민행복역량교육에 매

쳐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것

진한 결과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은 놀라운 사실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

다. 전통적으로 못사는 나라였지만 행복인식이 물

는 승자, 패자의 제로섬 게임에 얽매이지 않고,

질인식보다 왜 우위인지 국민들이 명백히 깨닫고

서로 상생하는 윈윈 전략에 최선을 다하는 행복

달라진 사례입니다.” (문용린 2016)

역량교육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그동안 교육부장관 특별정책과제로
8년 동안 창의, 인성, 행복을 주제로 국회 정기
학술 세미나를 시행해 왔다. 그동안 위즈덤 교육
포럼에서 연구 발표한 것이 인정되어 교육부에서

Ⅱ. 행복역량교육 기본 방향
1.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식으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시키는 큰
역할도 했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6년 동안 인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지향한

대 사범대 사회교육학과에서 “행복학과 자기이해”

궁극적 가치를 ‘에우다이모니아(Eudaimania)’ 즉

과목을 가르치고 지금은 2년째 교육대학원에서

‘행복한 삶’으로 정의했다. 그의 사상에 의하면

“행복학과 인성교육”, “교사를 위한 행복학”을 강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목

의하고 있다.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무엇이 성공

표에서 이유다’라고 했다.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

이고,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고 물으면 이구동성으

학과

로 돈 많이 벌어서 명예 누리고 떵떵거리며 잘

diener)는

사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 학기 3학점짜리

well-being)이다.”라고 정의한다. 즉, 행복은 정서

강의를 듣고 나면 달라진다. 한 학생은 “교수님,

적 요소(즐거움)와 인지적 요소(우리가 어떤 경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제 가까이 있는 것이며,

험에 부여하는 의미, 만족)를 둘 다 포함하고 있

소소한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

다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펜실베니아대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행복은 강의로 끝

교수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은 “진정한

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복은 자신의 대표 강점을 찾고 일상에서 발휘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지도자가 되고 학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대표강점을 발휘하면 삶

부모가 된다. 그러면서 국내 최초로 인하대에서

의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그만큼 행복해

‘라온 제나(즐거운 나)’ 행복동아리를 만들었다.

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 한다.

이 학생들은 철저히 출세, 성공 지향주의에 혈안

석좌교수

미국의

행복학의

“행복은

대가

주관적

국어대사전

에드디터(Ed

안녕감(Subjective

Webster에서

‘행복

이 되어있고, 사농공상이란 국민의식이 뿌리 깊게

(Happiness : the state of being happy)이란 삶

박혀있는 청년들이다. 본 연구자는 바로 조선일보

에 있어 가치를 부여하고 단순한 만족으로부터

에 쫓아가 이 사실을 체크하고 신문사에서는 바

더 깊고 농도 짙은 즐거움에 이르기까지 바람직

로 기자단을 보내 취재하여 2015년 7월 6일 조

한 정서상태가 오랫동안 지속하여 나타나는 마음

선일보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

이 평온한 상태다’ 라고 쓰여있다. 이 외에도 많

본 연구자는 행복학 강의를 듣고 이렇게 변화된

은 긍정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행복이란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행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한다면 행복은 삶이 즐

복학과 자기이해”를 필수 교양과목으로 해야 하고

겁고, 삶이 의미가 있고, 삶이 만족스럽고 일시적,

대학원에서 “행복경영학과”를 개설해야 한다고 역

순간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이

설하고, 국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그

평온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과연 행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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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오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많이 영위한다고 긍정심리학자들은 역설한다.목적

입각하여 물질적 풍요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의식을 느끼려면 우리가 정한 목표가 자신에게

했다. 그리고 성공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

의미가 있어야 하고,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치와

다. 그래서 돈, 권력, 명예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

의미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행

다. 물론 이런 물질적인 요소들이 어느 수준까지

복한 삶을 이루는 데에 핵심 요소이다. 이처럼 만

는 행복에 도움이 되나, 최근 들어서 이러한 것들

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이 행복의 핵심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심리

추구하는 욕구와 의미를 추구하는 욕구가 둘 다

학, 사회학, 경제학 etc 각 분야에서 밝혀내고 있

충족되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즐거운 삶 속

다.

에서 행복이 오고, 세 번째, 의미 있는 삶 속에서

한국에서도 권력을 잡은 노무현 대통령, 도지사,

행복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몰입하는

국회의원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스스로

삶 속에서 행복이 나온다. 칙센트 미하이는 ‘어떤

끊어버리고,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자녀가 스스로

활동에 고도로 집중하는 정신 상태’를 몰입이라고

목숨을 버린 일이 있다. 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한다. 예를 들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에 입학하여 학부를 마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완성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이 자살하는 현상은 무엇을

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발견했기 때문이라

뜻할까! 세계적인 석학 하버드대학교 종신교수가

고 한다. 이 때 몰입 후에 비로소 행복을 느끼고,

자살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 이들은 돈이 많

그 행복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또 다시 몰입하게

이 있어도, 권력을 누리고 있어도, 명예를 누리고

되어 황홀경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처럼 몰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입과 행복감이 순환되면서 비로소 삶의 질이 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다. 많은 사람들은

택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수많은 세잎클로버들을

번째가 성취하는 삶이다. 자기 수준에서 스스로

헤집고 다닌다. 그런데 그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행복’이다. 우리는 발 밑

루면 어떤 성취든 다 가치가 있고, 당연히 행복하

의 무수한 행복은 뒤로 한 채 행운만을 찾기 위

다. 그래서 아이가 행복을 맛 볼 수 있으려면 성

해서 삶을 허비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행운으

취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처럼 성취 경험은 또 다

로 행복을 구하려고 말이다. 이처럼 행복은 먼 데

른 성취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있지 않다. 그렇다고 특별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

매우 중요한 행복의 도구다. 마틴 셀리그만이 긍

다. 내 가까이, 소소한 곳에 있다. 바로 나의 가

정심리학을 처음 발표한 진정한 행복이론에서는

족, 친구, 이웃, 동포, 나의 회사, 나의 직장, 내가

긍정정서, 의미, 몰입을 핵심요소로 하고, 행복을

소속한 조직에 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주제로 하며, 만족하는 삶을 목표라고 했다. 하지

은 바로 생각이지, 사건자체가 아니다. 행복은 의

만 마틴 셀리그만은 ‘진정한 행복이론’이 완벽하

식적인 선택으로 시작된다. 바로 머리를 잠시 식

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긍정심리학의 행복이론의

히고 한 번 힘껏 웃어보자. 행복은 바로 불행이

핵심요소에 관계와 성취를 추가시켰다. 그래서 최

없는 상태이다.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일(work)

근 새로운 긍정심리학의 주제는 행복을 넘어 웰

과 관계를 떠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타인과의

빙이라고 하고, 목표는 플로리시(번영, 번성;행복

소통을 통해 인간관계가 형성 되고 그 인간관계

의 만개)라고 했다. 여기서 플로리시는 우리의 숨

(Human relation)가 살아가는 데 초석이 된다.

어있는 잠재능력, 감정을 발휘하여 활짝 꽃피우는

이처럼 첫째, 더불어 사는 삶(관계)속에서 행복

것을 뜻한다.

이 오고, 정서적으로 즐거운 감정이 행복이다. 부

결국, 위의 다섯 가지 행복의 핵심요소, 긍정정

정적 정서보다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품고 있는

서, 의미, 몰입, 관계, 성취가 충족될 때 우리는

사람 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한 삶을 더

플로리시한 삶, 즉 삶의 만족도를 지속시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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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교수 전 영

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에 다가설 수 있다.

고 말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이자 미국 심리
학회 회장을 역임한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마틴 셀
리그만 심리학 교수도 《행복 방정식》에서 “아주

(1) 더불어 사는 삶 (관계)

행복한 사람은 혼자 지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
고 폭넓고 자기만족적인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했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다

다. 하버드 대학교 행복학 강사로 유명한 《해피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산다. 부모

어, 완벽의 추구》의 저자 탈 벤 샤하르 교수도,

와 자녀, 스승과 제자, 상사와 부하, 어른과 아이

“궁극적 가치를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대인 관계

등의 수직적 관계와 부부, 형제, 자매, 친구, 동료,

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언론에도 자주

이웃 등의 수평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

등장한 버지니아대 심리학과 교수 조나단 헤이드

한 상호 관계 속에서 인간은 정신적, 육체적, 물

는 인간의 행복은 바로 ‘사이(Between)’에서 온

질적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관계의

다고 강조했다.

그물망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의 가치는 인간관계로부터 나온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사회를 떠나 살 수

현대 심리학자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대인 관계

가 없다. 그래서 인간을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도 지적 능력이며 성공 만족도보다 관계 만족도

한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 삶을 본질로 한다는 뜻

가 더 행복 지수를 더 높인다고 말한다.

이다. 사회적 삶이란 인간들이 상호 의존 관계 속

이처럼 인간의 삶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서로

에서 생활하며,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관계 속

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생각, 감정, 행동들이 조

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영찬 2008)

화와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창의,

인간의 행동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

인성 행복 교육도 관계에서 시작된다.

계, 즉 대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관계가 원만할수
록 행복 지수는 올라간다.

인간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열쇠가 있다. 바로 감
사이다.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
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써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성공한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연구결과를 보자. 성공과 행복의 조건으

감사하는 태도는 행복 지수를 높인다

로, 직무 능력이 15%, 인간관계 능력은 85%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질투를 느끼거

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의 95% 이상이 인간

나 신경질을 부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 좌절을 겪

관계 능력의 부족 때문이었다. 행복과 성공은 인

는 일도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다른

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는 데도 적극적이다. 감사하

행복학의 세계적 석학인 일리노이 대학 에드 디

는 태도는 NQ(Network Quotient)를 높여준다.

너 교수도, 매우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NQ는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운영하는가

유대 관계라고 말했다. 행복한 사람은 가깝고 의

를 나타내는 지수로, 일명, 행복 지수 또는 공존

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혈연과 혼인 관계로

지수라고도 한다. 이는 무한 경쟁 시대에 오히려

만들어진 것이 가족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현대사회는 수평적

유대감이 더 중요하다.

관계를 맺는 ‘네트워크’ 사회로 다른 사람과의 소

행복하게 늙어가는 7가지 요소를 42년간 연구한

통 및 관계가 중요하다. 인간은 NQ가 높으면 높

하버드 의대 교수 조지 베일런트(《행복의 조

을수록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쉽고,

건》의 저자)도 <인간 성장 보고서>에서 “행복

소통으로 얻은 것을 자원으로 삼아 더 성공한다.

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결정짓는 것

“관계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이 아니라 주고

은 지적인 뛰어남이나 계급이 아니라 인간관계”라

받는 탁구공과 같다. 좋은 사람을 통해 내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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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쾌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종의 생존과

되어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좋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짝짓기(섹스)도 쾌감이 주

친구가 없다고 불평하기보다 내가 먼저 좋은 친

는 즐거움이다.

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해야한다.” (《행복 교과

행복이란 결국 긍정적 정서를 늘리고 부정적 정

서》2013)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우정 없는

서를 줄이는 작은 노력에서 비롯된다. 긍정적인

행복은 없다고 했다.

생각들을 고수하면, 결국에는 그런 생각들이 유익

미국에서 2009년 한 연구 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한 효과를 발휘하며, 컵에 물이 반이나 채워져 있

보자. 급여가 1년에 1만달러 증가하는 것 보다 진

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힘들 때는 한 번 웃어

실한 친구 한 명이 생기는 것이 행복감을 4,5배

보자. 내가 자아내는 웃음과 내가 느끼는 기쁨이

더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이처럼 긍정적 인간관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좌절을 딛

는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전 국민이

이렇게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없이

아침에 한 바탕 웃고, 출근하는 나라가 있다. 그

는 살 수 없다.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그 관계에

결과 생산적 노동가치가 높아졌다. 현재의 행복도

서 기인하는 이권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연

가 높은 아이일수록 학습이 향상된다고 셀리그만

유하는 “감정” 때문이다. 그 관계에서 기인하는

은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긍정적 정서는

감정이 좋으면 행복을 느끼고, 그 관계에서 연유

관심의 범위를 넓혀주고, 창의적 사고와 포괄적

하는 감정이 나쁘다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

사고를 높여주는 반면, 부정적 사고는 좁혀주고,

문이다.

비판적 사고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행복한 아이가

결국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두뇌활동에서도 나

가 확장될 때 우리 뇌는 옥시토신을 만들어 낸다.

타난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크게 좌뇌와 우뇌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스스로 행복

로 분류되며 이것들은 각 각 감정과 생각을 다루

해지는 것이다.

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 감정을 다루는 좌뇌가
행복감을 자주 느끼면, 생각을 다루는 우뇌가 활

(2) 즐거운 삶
우리는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긍정적

성화 된다.
(3) 의미 있는 삶

인 경험을 하게 된다. 즐거움, 기쁨, 편안함, 친밀
감과 같은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되면서 행복감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갖게 된다. 쾌감 및 쾌락은 오감을 통해 직접적으

을 하고 나서 뿌듯함을 느낀다. 비록 그 일을 하

로 경험되는 순수한 쾌감에서부터 인지적 과정이

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마음만은

개입되어 체험되는 복합적 쾌감이 이르는 다양한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자부심에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 경험을 포함한다.

도 즐거운 상태가 된다. 즉,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맛있는 음식이 주는 즐거움, 향수 냄새를 맡을
때 느끼는 즐거움, 재미있는 영화(만화)가 주는

서 발견하는 즐거움이 행복의 두 번째 모습이다.”
(행복교과서 2013)

즐거움, 코미디가 주는 즐거움, 따스한 햇살이 주

우리나라의 수많은 직업 가운데서 사명감이 가

는 즐거움, TV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전국

장 높은 직업이 소방관이라고 한다. 직업이 단순

노래 자랑>, <복면가왕> 등 음악이 주는 즐거움

히 불 끄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

등 우리를 감각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즐거움이다.

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힘이

또한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귀여움을 느끼거

나겠는가? 자신이 하는 일로 세상을 바꿀 수 있

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

다고 믿는 병원 청소부는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는 좀 더 복잡한 심리적 과정이 개입되는 고등한

느끼지 못하는 병원의사보다 행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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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

(5) 성취하는 삶

문이라면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 지
위를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돈을 벌 목적이

성공과 성취는 다르다. 성취는 승리와 정복을 추

라면 외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은

구 하는 인간의 본능에 기인한 것이며, 성공은 과

감정적 요소(즐거움)와 인지적 요소(의미, 만족)

정보다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성취는 그 대상이

가 결합된 상태라고 에드 디너가 말 한 것이다.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고

의미 있는 삶이 긍정적 존재감을 키우며 이것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성취는 남들이 생

곧 행복한 삶으로 직결된다.

각하는 기준보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더 중요하다. 성공, 승리, 정복을 좋아하는 원초적

(4) 몰입(만족)하는 삶

인 본성이 충족되는 것 만 으로도 인간은 즐거움
을 느낄 수 있고,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 몰

사람들은 성취자체가 좋아서 그저 승리하기 위하

입이다. 내가 아는 한 지인(知人)은 중국의 고전

여 성취하려고 한다. 게임 황제로 추앙받고 있는

삼국지를 읽는데 하도 재미있게 읽는 바람에 사

프로게이머 임요한 선수는 동료들과 사무실에서

실 상 3시간이 지났는데도 본인은 3분정도 시간

먹고 자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연습 게임에

이 흘러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이런 상태가

몰두를 했다. 그가 그토록 훈련에 몰입한 이유는

바로 몰입이다. 몰입의 창시자 미하이 칙센트 미

다음 번 대회에서도 여전히 승리하고 싶었기 때

하이는 “몰입은 의식이 경험으로 꽉 차 있는 상태

문이다. 열정,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여

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몰입이란 “어떤 활동에

게임에서 승리했을 때 느끼는 희열을 즐기고 행

고도로 집중하는 정신 상태” 라고 한다. 이처럼

복감을 만끽했기 때문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다보면 시

연습게임에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로지

간의 흐름을 잊는다. 일에 푹 빠져서 시간과 공

성취만을

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마저 잊어버리

42km를 완주하고 “나도 해냈어!” 악전고투 끝에

게 되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한다. 그 때 경험하는

생명을 무릅쓰고 히말라야 산맥 정상에 올라갔을

즐거움이 바로 행복의 즐거움이다. 아프리카 초원

때 “나도 해냈어!” 그 성취감, 그 희열감, 그 행복

을 거닐다가 사자와 마주쳤다고 하자. 이때 는 어

감은 오로지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전유물이

떻게 이 위기를 빠져 나갈까 하는 것 이외에는

다. 손흥민이 오로지 승리 하나만 보고 뛰는 것도

이무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 상태가 바로 몰입이

마찬가지다. 인간은 이른바 성취자체를 추구하는

다. 가장 흔하게 몰입을 경험하는 경우는 학교에

것이다. 이 때 성취는 주로 자신의 강점을 발휘

서 시험을 볼 때에 특히 수학시험을 볼 때 시험

할 때 얻어지며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운동선

지를 받아들고 열심히 풀다보면 어느새 종료시간

수들은 기본적으로 승리를 목표로 한다. 승리는

이 다되어 당황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더 많은 승리를 일구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부터 제출할 때까지, 문제를

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마침내 이루었을

푸는데 몰입한 나머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때 긍정정서를 갖는다.

위한

성취는

아마추어

마라토너가

못한다. 이처럼 우리는 중대한 순간 혹은 위기 상

오로지 성취만을 위한 성취는 재산 추구에서도

황에서 몰입을 경험한다. 몰입 후에 오는 즐거움

엿볼 수 있다. 록펠러, 카네기, 워렌버핏, 빌게이

은 우리의 뇌에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엔도르

츠 이들 모두 삶의 전반기 때 셀 수 없을 만큼

핀이나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이런

엄청난 큰돈을 벌어들였고, 삶의 후반기 때는 그

즐거움이 모여 현재의 행복감으로 표출된다. 몰입

상당 부분을 의학, 과학, 교육, 문화 분야에 기부

은 행복을 이루는 보편적 요소이다.

하였다. 이들은 오로지 전반기 때는 성취가 좋아
서 성취하는 삶 속에 승리를 즐겼고, 후반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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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삶에서는 그 의미를 창조한 것이라 하면서

회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자. 감사하는 마음

상기 예에서 본 것처럼 성취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체가 진정한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감사

충분한 즐거움과 행복을 제공하는 요소인 것이다.

는 사랑의 감정이다. 감사 속에는 칭찬, 인정, 격
려가 담겨 있고 소통, 친절, 배려, 나눔, 존중, 겸

Ⅲ. 행복 키우기 실천 방안

손 등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 있다.
탈 벤 샤하르 교수는 ‘내가 정말 행복한가?’라고

왜 감사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면 행복한가?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
을까?’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상대

감사는 행복과 가장 밀접한 정서이다. 매일 5감

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을

사 쓰기를 통해 긍정정서를 배양하고 확장, 구축

표현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말했다. 시인 타

시켜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고르도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하

세계적인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큰 덕목일 뿐

지 않았던가.

만 아니라 모든 덕목의 어버이다.”라고 말했다. 부

감사는 긍정 마인드다. 즉, 감사는 자신에게 일

모님, 배우자, 선생님, 친구, 동료, 상사, 부하, 이

어나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다. 모든 일을

웃, 학생 등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현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 지수는 물론 다른 사람

순차적으로 심리 구조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의 행복 지수도 높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감사가 생명까지 살리게 되는 이유는 감사

다. 성경 말씀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구절이

는 사람을 긍정적인 심리를 갖게 하는 도화선이

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햇빛, 공기,

기 때문이다.

물이 없으면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와킨스 박사는 “과거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별로 감사한지도 모르고 살아왔다. 심지어 부모님

그 아픈 상태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을 때는, 대부

이 안 계시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음에도

분 감사의 힘이 전해주는 긍정 에너지가 작용한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니까 하며, 그저 당연한 것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

으로 여기고 살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에 있어 또 다른 기회가 있음을 믿고 그 기회를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게 클 수 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에 여

우리는 모두 감사의 인사를 받는 걸 좋아한다.

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젊음을 희생해주셔서

감사의 힘은 중독의 성질이 있다. 감사에 중독되

감사합니다. 엄마에 대한 100가지 감사거리를 써

면 감사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감사하게 된다. 감

내려가는 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사의 힘으로 단련된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한다는 것,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 힘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다. 감사의 긍정의 힘은

든 삶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품에 안아주

‘피그말리온 효과’도 가져온다. ‘피그말리온 효과’

신 것 등 그 동안 엄마라서 당연하게 받아오던

는 그리스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자신이

것들에 대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

상아로 만든 여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살아

야 할 일 임을 깨닫게 되었다. 잊고 지냈던 어린

있는 여인에게 하듯 애정을 쏟으며 실제 사람으

시절의 엄마와의 추억이 되살아나며 내가 얼마나

로 변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지 기억하게 됐다. 그리고

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감동을 받아 조각상

내가 왜 엄마에게 ‘싸가지’였는지를 깨닫게 되었

을 진짜 여인으로 만들어주었다는 신화에서 유래

다.” 이 글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된 말이다. 따라서 ‘피그말리온 효과’란 아무리 어

있는 한 여기자의 감사일기 글이다.

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간절히 이루어지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 일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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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우리 속담으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

미국 코넬대학교 교수 엘리슨 아이젠 박사는 정

는 말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신의학적 실험 심리 분석 결과에서, 감사함을 전

인 기대나 관심을 받았을 때, 그로 인해 기대에

달받은 사람은 기쁨이 증폭되어 행복감을 느끼거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함으로서 좋은 결

나 기분이 좋을 때 생기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

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을

달 물질이 분비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믿어주고 칭찬하면 할수록 학생이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현상도 ‘피그말리온 효과’의 예이다.

뇌 속에 아편과 유사한 수용체를 발견해 현대
의학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 미국 신경과학자 캔

감사와 긍정의 힘은 ‘플라시보 효과’도 가져온다.

더시 퍼트 박사는 절망과 슬픔을 생각하면 절망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굳게 믿으면 가짜 약으

과 슬픔의 신경전달물질이 나오고, 감사와 행복을

로 진짜 약과 같은 효력을 발효하는 것이 플라시

생각하면 감사와 행복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어

보 효과이다. 인간의 전뇌에서 나타나는 도파민이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도 과학적으

라는 신경전달물질은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로 밝혀냈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는 천연 약을

긍정 에너지를 발산해 플라시보 효과를 가져 온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이다”라고 전해 의학계에 주

다. 감사하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었을 때 계속

목을 끌었다.

되는 긍정 에너지는 불안정한 사람을 안정되게
하고, 불행했던 사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준다.

감사의 파동 현상과 상호작용 (감사의 과학적 고
찰)

감사는 과학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은 모두 소립자의 집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을

합체이다. 눈에 보이는 물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

보이지 않는 공기도 다양한 성분의 혼합물이다.

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다. 뿐만

이들은 모두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아니라 예전보다 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숙면도

를 이루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같은 기본 입

취하고 눈에 띄게 건강해진다. 결단력도 더 좋아

자들은 곧 소립자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지고 일처리도 더 체계적으로 잘하게 된다. 캘리

입자들의 상호작용은 곧 변화의 근본이 되는 원

포니아 데이비스대학교 심리학과 로버트 에먼스

동력이다. 화학적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물리적인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마이클 매킬로

변화조차도 입자들의 상관관계에서 비롯된다. 예

프 교수의 실험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또한 감사

를 들어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과정에서 음파는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정신적 상처와 스트레

공기라는 매체를 통해 하나의 파동으로 전달된다.

스를 훨씬 덜 받게 된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그것이 일단 청각 신경에 자극을 주면 뇌세포의

유지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에 비해 강한

물질을 이루는 일련의 분자들에서 구조적인 변화

면역력을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석되었고,

가 발생하게 된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또한 같은 스트레스의 상황인데도 질병의 위험에

있고, 그것이 사람의 기분을 들뜨게도 한다.

서 벗어나 평균 10년 이상 장수한 것으로 밝혀졌
다.

그렇듯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인간의 행동
에선 나타나는 것도 분자의 세계에서 진행되는

감사의 힘은 점점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큰 힘

변화의 결과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분

이 되고 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면

자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

그에 대한 감사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부메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의 형태는 다양하

랑 효과가 있다. 또한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치유

다. 예를 들어 빛 에너지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실제 암 환자의 암 수치도

에너지의 크기가 다르다.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

내려가는 것이 확인 되었다.

부암의 원인이 되듯, 사람의 마음도 역시 공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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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파되는 파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입

매일 쓰는 감사 일기가 행복감을 준다.

자들의 에너지가 다르듯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

- 귀찮아서 구석에 쌓아둔 빨래를 찾아서 세탁해

떤 생각을 지녔는가에 따라 그 마음이 전달하는

주시는 엄마 감사합니다.

에너지는 다를 것이다. 전달된 에너지는 결국 전

-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보여주고 하고 싶은 것

달받은 사람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에

이 있으면 하게 해주시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너지에 변화를 유발할 것이다.

먹게 해주려고 노력해주시는 엄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파동과 유사하다. 입자들의 에너

-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지가 다르듯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지

알려주신 엄마 감사합니다.

녔는가에 따라 전달하는 에너지는 다르다. 사랑하

이처럼 하루하루 일상에서 좋은 일을 찾아내고

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다른 에너지를 가질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쌓는 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다를 수밖에

초가 되고, 매일 감사의 마음을 깊이 느껴보는 오

없다. 이를 테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은 마

랜 시간을 가짐으로써 통찰력이 생기고 세상을

음(생각)에서 나온다. 이 생각(마음)속에는 에너

긍정적으로 보는 안목이 생긴다. 바버라 프레드릭

지가 있다. 이 에너지는 주파수를 갖는다. 마치

교수는 “감사의 힘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거나 텔레비전 채널을 맞추

전히 바꿔주고, 아주 소소한 것도 즐거운 마음으

는 것처럼 어떤 생각(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느냐

로 관찰하도록 만들어준다. 우리들 누구나 가지고

에 따라 불러오는 에너지가 각각 다르다. 따라서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준다.” 고 했다. 또한

마음도 공기 속에서 파동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나는 감사를 연구하는 동안 더 감동을 잘 하는

우리가 주고받는 감사의 표현도 파동의 현상으로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 즉 냉담하던 과학자가

나타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언어는

가슴 따뜻한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새로 발견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파동 에너지를 내보내어

한 것이다. ‘감사’는 말을 매우 달콤하게 이끌어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을 모두 기쁘게

는 비밀이다. 감사를 하는 습관이 길러지면 다시

해준다.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 감사를 표현하게

그러면 감사의 표현은 왜 마음을 기쁘게 해줄
까? 감사의 표현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되면 감사를 받는 상대방도 결국 나에게 감사하
게 된다.

느끼거나 기분이 좋은 이유는, 바로 기쁨과 희망

감사의 힘의 본질은 사려 깊은 마음이다. 즉 마

의 신경전달물질(뉴로펩타이드)이 뇌에서 만들어

음을 모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 감사

지고,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뇌에서 분비

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 감사하는 태도를 참으

되기 때문이다.

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안겨준다. 우리는 물론,

실체가 없다고 여겨지던 ‘화병(Hwa-byung)’을

주변 사람들 모두를 행복하게 해준다. 우리는 감

세계 최초로 정신의학용어로 만든 정신의학계 권

사하는 태도를 통해 더욱 사려 깊은 사람으로 거

위자, 이시형 박사는 “‘감사하다’ 는 마음을 갖게

듭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되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뇌간에서 행복

습관이 생긴다. 전인교육, 인격교육도 매우 중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은 사고력을

어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한다.

훈련시키는 것이란 걸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긍정 에너지가 몸의 세포 구석구석에 전
달되어 저장될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고와 감정의 상호작용

인간성이 회복되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양자물리
학에서는 이 같은 현상들이 인간 뇌세포 속에 ‘메

사건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사건의 해석>, 생

모리 된다.’라고 했다.

각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사례1) 3살 때 잃어버린 아이가 돌아온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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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건>,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것을 깨달았
다면 <생각>, 연민과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된
다 <감정>.

기적을 만들었다 <생각>.
손흥민 선수를 비롯하여 여러 선수들이 얼싸안
고 감동해서 울었고 <감정>, 모든 국민이 <생
각> 감동의 눈물, 기쁨의 벅찬 승리의 눈물을 흘

사례2) 복면한 강도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듣
자마자 <사건의 해석>, 순간적으로 복면한 그 강

렸고 <감정>,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적에 세계
가 감동했다 <감정>.

도가 <사건> 내 친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위 4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감정과 행동을

<생각>, 두려움과 무서움,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겪는 사건이 아니라

<감정>. 그 순간 분하여 <감정> 두 주먹과 이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감정과 행동을 불

단 옆차기로 그 강도에게 일격을 가했다 <행동>.

러일으킨다. 이렇게 나타나는 생각을 학자들은 믿

사례3) 잠실 체육관에서 서울시민들이 방탄소년

음(belief)이라고 지칭한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

단의 음악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보았고

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할

<사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것이

너무나

훌륭했다고

생각했다

<생각>. 서울시민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감
정>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신에 주목할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 두 요소의 상호작

달라이라마는 ‘행복’이라는 책에서 ‘행복’은 사고

용에 의하여 모든 행동이 결정되어 나타나고, 언

를 훈련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사실 즐거움도,

어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한 사건이

의미도, 만족도 모두 생각과 감정의 상호작용에

발생하면 누구라도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스스

의해서 나타난다.

로 생각하고 누구와 상의한다. 왜 그것을 해야 할
지,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하고 어떻게 말하고,

사례4)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FIFA 세계랭킹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질문할지, 어떻게 실천할 것

1위 독일과 세계 랭킹 57위 한국과의 축구경기에

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서 <사건), 독일의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태극전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의 무서운 집중력, 투혼 <생각), 추가 6분에

의 언어와 행동은 항상 우리의 사고와 감정의 상

주어진 시간에 김영권이 선제골을 넣고, 3분 후에

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승리골을 넣어 2:0으로 독일을 격파시
켰다 <행동>. 세계, 방송, 언론에서는 한국이

너, 생각이 있는 아이야! 너, 생각이 없는 아이

2:0으로 이기는 것보다 독일이 한국을 7:0으로

야!

이기는 것이 더 쉽다고 했다 <왜곡된 믿음>.

너, 생각이 있어! 너, 생각이 없어!

하지만 세계 월드컵 역사상 한국이 기적을 이루

당신! 생각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냈다 <생각>. 온 국민이 흥분했고, 세계는 놀

넌, 눈물도 없니! 넌, 감정도 없니!

라웠고, 그야말로 미적 황홀경이었다 <감정>. 한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도, 전략을 세울 때

국은 비록 16강은 진출하지 못했지만 <사건>,

도, 창의력을 요구할 때도, 우리 인간은 매번 선

세계 FIFA 1위 독일을 꺾었다 <사건>. 여기에는

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 때도 우리는 매번 생각

골키퍼 조현우의 불꽃 선방, 붉은 악마의 태극물

을 한다. 이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살

결, 응원의 열기<행동>가 기적 <생각>같은 승

아가면서, 야, 전교수 난 말이야! 판문점 회담 때

리에 힘을 보탰다 <생각>. 가능성 1%,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고 걸

99%의 세계의 왜곡된 믿음을 김영권의 선제골

어 나올 때 감동했다. 눈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행동>, 손흥민의 승리의 쐐기골 <행동>, 조현

우리가 말하는 언어,

우의 불꽃 선방 <행동>, 온 국민이 쏟아낸 붉은

(사고)과 감정, 두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

악마의 태극물결 <믿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타난다. 간혹, 생각과 감정이 동시 다발로 나올

우리의 행동은 모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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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6 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복역량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때도 있다. 너, 정말 싸가지 없는 놈이구나! / 너

1. 큰 것보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미쳤어? / 너 정말 돌았어? / 어떻게 그런 행동을

2. 미래보다 현재에 감사하십시오.

하고 어떻게 그런 말이 튀어나오니?

3.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몰입, 명상,

4. 감사로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하십시

기도 영혼과의 대화를 나눌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오.

생각과 감정의 두 요소가 상호작용 된다. 행복은

5. 날마다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전적으로 생각, 올바른 생각에 달려있다. 올바른

6. 무슨 일이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의식적으

생각은 현실에 맞추어 조정된 생각이며 행복방정

로 감사하십시오.

식을 긍정적으로 풀어낸 생각을 의미한다. 이처럼

7.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행복은 머리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슴으로 무엇

8.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감사하십시오.

인지를 느끼고 깨닫고 손과 발, 몸으로 행동한다

9.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하십시오.

면 누구든지 행복을 만들고 번성할 수 있다. 파스

10. 평생감사를 가훈으로 삼으십시오.

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했다. 인

- 365일 날마다 감사 중 -

간은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생각하고 지혜를 활
용함으로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5감사 사례

논리적인 사고와 추리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

◑서울 명일 초등학교 5학년 류수아 어린이의 5

소에 어떤 문제점을 놓고 생각해보고, 더 깊이 생

감사

각해보며, 다시 생각해보고, 더 차근차근 생각해

1. 밖에서 밥을 먹게 해주신 엄마께 감사합니다.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간능력과 관찰능

2. 주사를 맞게 해주신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합니

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 어떤 사물, 어

다.

떤 관계라도 눈여겨 보아야하고, 귀담아 들어야

3. 병을 낫게 해주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해야 한다. 그래야

4. 인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준희 엄마께 감사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싹트게 된다. IBM사의

합니다.

초대 사장 와트슨이 본 회의 석상에서 처음으로

5 TV를 보게 해 주신 엄마께 감사합니다.

think라는 말을 썼다. 우리가 평소에 책을 읽을
때도 다독보다는 생각하고, 생각한 후 다시 읽고,

◑ 김용민 포스텍 총장 5감사

이야기를 듣고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다시

1. 저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켜준 대한민국과 국민

듣는다면, 그리고 토의하고도 생각하고, 또 생각

또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다시 토론한다면 사물을 관찰하고 생각

2. 꿈을 심어주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

하고, 또 다시 관찰한다면 통찰력이 강화되고 창

다.

조가 시작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 앞으

3. 지난 36년 동안 저와 한 걸음 한 걸음 동반한

로 미래 사회에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갖지 않으면 선진대열에 끼지 못한다. 평소에 매

4.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한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사를 이렇게 섬세하고 다양하고 논리적으로 생각

감사합니다.

하는 습관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5. 오늘도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향하여 노력하

그래서 5

감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쓰게되면 깊이

는 POSTECH 구성원들께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습관이 갖게되며 사려 깊은 사람이 되
어 종합적 사고력에도 도움이 되고, 관찰력 및 통
찰력도 길러진다.
성공도, 행복도 생각의 산물이다.
◑ 감사일기, 5감사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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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로 유명한 데일카네기(1888-1955)는

인하대학교 교수 전 영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험한다. 느낌(feeling)은 하나의 경험에서 나타난

생각’을 알아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결코 틀린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을 표현할 때 사용 되며,

말이 아니다. 무심코 하는 생각과 마음가짐들이

주관적인 감정의 경험은 물론 신체적 변화를 능

하루를 만들고 1년을 만들고 일생을 만드는 것이

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 한다’의 명언

그래서 4차 산업혁명시대, 21세기에 생존대열에

을 남긴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당신의

살아남으려면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그림대로 이루어진

우기)보다는 Thinking(생각하기) 교육에 더 초점

다.’고 말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낳기 위해서는 알

을 맞추어야 한다. 인격 교육도, 효 교육도, 행복

을 품고 있어야 한다. 어미 닭이 아무 것도 품지

(인성)교육도, 창의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않으면 병아리는 깨어나지 않는다. 생각은 보이지

종합적 사고, 강점을 찾고 강점을 발견하는 교육

않지만 우리가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희망찬

도, 협업, 협동심, 사랑, 배려, 소통, 시민정신, 정

꿈을 품고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

직, 용서, 행복 연습 등, 이 같은 내용의 모든 교

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마음속에 꿈꾸

육이 사고력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심화되고 잠

고 있는 꿈이 내일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다. 생각

재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잠재력이 계발되는 생산

은 보이지 않지만 현실의 생각은 미래에 나타난

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 내 생각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실현

아인슈타인도 말하기를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

된다.

고 계속해서 몇 번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I

Teaching(가르치기), Learning(배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웨스트 우드 박사는 초등

thought about it over and over again month

학교 1학년 어린이 100명에게 ‘장래에 너는 어떤

after month, year after year.)’고 한다. 뉴턴도

사람이 되고 싶으냐?’는 제목으로 조사를 했다.

말하기를 ‘나는 계속해서 그 일을 생각하고, 또

아이들의 대답은 발명가, 축구선수, 농구선수, 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떠올랐다 (I

생님, 변호사, 작가 등 다양했다. 웨스트 우드 박

was able to discover the Theory of Gravity

사는 그 대답을 기록하고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

because I kept thinking about it.)’고 한다. 세계

업할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했고, “너는 네가 원

역사상 가장 존경 받고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면

하는 대로 꼭 이룰 것이다.”라고 격려해주었다. 그

면을 연구한 결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결과 100명 중 98명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

노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끊임없이 생

게 되었다. 생각이란 이처럼 중요하다. 긍정적으

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만이 성공하고 행복해질

로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 적극적

수 있다. 이 세상 만물은 모두 생각의 산물이다.

인 기대를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공의 비결도, 그리고 행복도 모두 여러분의 생

미국의 심리학자 셰드 헴스테터 박사는 “인간은

각의 힘에 달려있다. 우리 행복은 주변 세계의 조

하루에 5만에서 6만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

건보다 그런 조건을 두고 우리가 만들어 내는 생

래서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부정적인

각이 크게 좌우된다. 생각에서 감정으로 발전하는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우

과정까지 차분히 주시하는 방법도 터득하고, 우리

리 인간은 누구나 수시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

눈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머릿 속의

는데,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유래된다. 대인관계에

생각 속에서 지켜볼 수 있으며, 생각이 우리를 지

서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거의 성취된 경

배하는 힘은 결국 우리가 생각에게 부여한 힘에

우에 느끼는 대표적인 긍정적 감정은 행복감과

불과하다는 것도 알게 된다. 부산에서 정비공을

환희다. 기쁨, 환희(joy), 행복감 (Happiness), 편

하던 한 청년이 한 오디션 방송에서 2등을 한 후,

안함, 사랑과 애정, 자존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비록 1등을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겐 기적

감정도 경험하며 슬픔, 분노, 불안과 공포, 혐오

이고 행복이다.”라고 털어 놓는다. 사람들 앞에서

감, 증오감, 수치감, 미움 등 부정적인 감정도 경

노래하고 싶다는 그의 목표가 현실이 된 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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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는 기적이고 행복인 것이다.

구나 마음만 먹으면 돈 안들이고 잘할 수 있다.

모질게도 가난했던 시절 어렵고 힘든 가정인 아

학교에서 학생들과 가정에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버지에게 시집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직장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있다. 이를테면 초,

만나 행복하게 사시면서 우리 4남매를 낳아주신

중,고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행복 교육이 대학

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살림에 4형제를 고등학

에 자리 잡으면 대학 문화는 물론 국민 행복역량

교까지 전부 졸업시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을 키우는 교육에도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라 확

제대로 못 먹고 입으시면서 사랑으로 키워주신

신한다. SKY 대학은 물론이고 특히 중위권, 하위

점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말썽 피우고 어

권 대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머니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 회초리로 모질게 때

생각한다.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에

려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시절 자취를

게도 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3억대 1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자금을 한 번도 밀려

이 세상에 태어난 “나 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

서 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신 점 감사합니다. 여

고, 가치 있는 존재란 것을 깨닫고, 물질 인식보

기에 적힌 감사의 글은 국방대학교 우보한 전문

다 행복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연구교수의 5감사이다. 상기 교수는 부모님의 삶

현재의 자기 위치에서 가기의 모습에 즐겁게 최

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자

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승자, 패자의 제

식에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의

로섬 게임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상생하는 윈윈

식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세심하게

전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결국, 개개인은 물론,

통찰력을 발휘해서 소소한 것 까지도 사려 깊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조직, 집단 모두가 번창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글을 적고 있

며 삶의 질은 높아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다. 이 감사의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효 교육,
인격 교육은 물론이고 비판적 사고, 사랑, 판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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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균형적 관점에서 본 행복: 미디어 세대를 중심으로
신성만 |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부 교수

Ⅰ. 미디어와 4차 산업시대의 인간발달

이고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다.
심리학자 Rollo May의 말대로 행복(Happiness)
은 추구(Pursue) 하는 게 아니라 뒤따라오는

1. 미디어 시대의 현대인

(Ensue) 것일 지도 모른다. 따라가서는 결코 도
Yuval Noah Harari는 그의 최근 저서 Homo
Deus 에서 인간이 해결하고자 했던 과거의 문제

달할 수 없는 것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어느새 찾아오는 어떤 것일 지도 모른다.

가 기근, 역병, 전쟁과 같은 것들이었다면 오늘날
에는 어떻게 죽지 않고 지속적인 생명을 유지할

2. 정서와 얼굴 표현

것인지, 어떻게 행복하며 만족스럽게 삶을 살 것
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신처럼 될 것인

Paul Ekman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7가지 정서를

마치 인간의 능력이

타고난다고 했다. 7가지 정서에는 기쁨, 슬픔, 호

신장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처럼 인간

기심, 분노, 혐오, 놀람, 공포가 있다. 정서는 인간

은 지금도 궁극의 행복이라 여겨지는 신의 경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중 하나인데 우

를 탐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주인들은 얼굴 표현이 부제함으로서 문제가 생기

인간은 분명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고 기근,

기도 한다. 그들은 피가 얼굴로 쏠려 얼굴이 부어

전염병, 전쟁 등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덜

있는데 그 결과 서로의 감정 표현을 효과적으로

위협받게 되었지만 경험하고 있는 삶에 대한 만

하지 못하여 오해와 갈등을 빚는다는 연구결과가

족과 행복의 정도는 훨씬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있다.

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보인다. 1985년의 우리 국민은 독재자 아래에서

7가지 타고나는 정서는 맥락과 사회상태 그리고

고통 받고 훨씬 가난하게 살았음에도 10만 명 당

개인의 사회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정서는

9명의 자살률을 보인 반면에 30여년이 지난 지금

더 발달하고 정교화 되나 어떤 정서는 덜 발달하

은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자살률은

고 퇴화하게 된다. 일본인이 분노를 가장 잘 못

세 배 이상 늘어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알아보고 베트남 사람들이 혐오스런 얼굴을 가장

심리적 측면에서 행복은 객관적 조건보다 기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적인 맥락과 사회

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기대

관계에 따라 타고난 정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

가 충족될 때 행복해 한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지해주는 결과이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정

환경적 조건이 나아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

서에 대한 표현이 타인과의 관계와 집단적 특성

건에 적응하게 되고 만족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

에 더 영향을 받는다.

진다는 것이다. 즉, 기대치인 원함(wanting)과 경

의 발달에서부터 관계적 언어와 사회적 맥락을

험치인 좋음(liking)이 점점 불일치 해 지게 된다

중요시 한다. 중국어를 첫 모국어로 배우는 아기

는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들은 동사를 먼저 배우고 영어를 첫 언어로 배우

행복은 쾌와 고통의 감각적 경험이다. 그런데 이

는 아기들은 명사들을 먼저 배운다. 즉 문화적 특

것은 오래가지 않는 단점이 있다. 만약 그런 쾌가

성이 상호 관계적이고 보완적이며 상호의존적이

오래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을 것

기도 하다.

또한, 동양 문화권은 언어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199

특별기고 7 동기균형적 관점에서 본 행복: 미디어 세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장이나 은유적 표현을 담고 있는 예술작품 보다

사용으로 인한 얼굴표정과 표현의 줄어듦은 심각

는 짧고 강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들을 선호

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하면서 현실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고 그 속에

인해 서로를 면대면 으로 만나서 관계하는 경우

서 타인의 의도와 상태 그리고 부합되는 감정을

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world

읽어내기도 어려워 졌다. 그 결과 개인적·집단적·

wide web 의 출현으로 인해 인터넷을 유아기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강한 감정표현이 많아지는

터 접하게 되었던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에게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서로 상충되는 경우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경험하도록 만

는 극단적으로 대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어

들었다. 얼굴 표현이나 표정이 의사소통의 과정에

려워져가고 있다. 대화는 타인의 맥락을 이해해야

서 생략되고 사라지면서 얼굴표정 즉, 비언어적

가능한데 그러기에 현대인들은 너무 시간이 없고

정보를 전달하거나 읽어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

마음이 바쁘며 훈련이 되어있지 않다.

지게 되었다. 그나마 목소리를 통해서 파악 할 수

점점 인간관계의 기술이 부족해지면서 급부상하

있었던 상대방의 정서도 카카오톡 등의 출현으로

고 있는 문제는 인간소외와 외로움을 느끼는 사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정서적

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존적 위기는

경험의 목마름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과 이상상태를 야기

한편, 스마트 미디어의 출현으로 사람들의 사고
또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긴 문

하고 있으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장의 형이상학적 내용들을 읽어내는 인내력이 떨

인간소외 및 외로움 같은 문제는 개인으로 하여

어지게 되었다. 한 페이지 정도의 내용, 즉 요약

금 더욱 개인적 활동에 몰두하게 만들거나 중독

문 형식의 내용에만 익숙하게 되었으며 보다 깊

적 활동에 몰입하게 만든다. 문제행동이나 이상행

이 있는 사고와 이해보다는 많은 정보들에 짧게

동으로까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더라도 종교 활

노출되는 형태의 사고경험을 하게 되었다. 정보가

동·정치활동·연애활동 등에 비정상적으로 몰입하

많아지면서 정보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기능에 과

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

부하가 걸리게 되었고, 그 결과 의사결정에 어려

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과하게 몰입하며 상대

움을 경험하게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방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는 타인이나 상황에 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자주 접하는 시대에 살고

해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게 두는 형태로 고착되

있다.

면서 개인의 성취동기나 의지가 부족하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성취동기보다는 안

Ⅱ. 성장의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삶의

정동기가 강하게 되는 세대를 형성하는 이유가

이유를 묻다

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딥 리딩(deep reading)을 방해
함으로써 맥락파악의 역량을 감소시켜 결과적으
로 서로간의 대화가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다. 더
이상 소설이나 시 등을 읽지 않거나 긴 글을 읽
지 않으면서 타인과의 소통에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불통(不通)하게 된다기보다는 들어도
상대방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세대 전체가
불통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시대가 계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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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대학의 발달심리학자 Robert Kegan은 인
간 발달, 특히 정신적 성장(mental complexity)을
사회적 마음(socialized mind), 자기주도적 마음
(self-authoring

mind),

자기초월적

마음

(self-transforming mind)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인간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심리성적·동기적·도

덕적·영적 성장들을 총체적으로 살펴 볼 때 위와
같은 방향성을 띄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부 교수 신 성 만

자폐적 상태에 있는 아동들은 자기의 세계 속에

성장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며 방향성을

만 머무르려 하고 타인과 연관을 맺고 상호작용

잃어버리게 된다. 사회도 마찬가지의 상태가 될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폐

수 있다. 선진국들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 그리고

아에게 있어서 관계중심의 마음으로 성장해 가는

책임을 더욱 보장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넘어서는 공동체를 위한 기여를 스스로 실행해

측면이다.

나가도록 해 간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러한 방향

자기중심성에서 관계를 고려하기 시작

하면 인간은 타인의 관점, 동기, 정서 등에 대하

성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여 이해하기 시작하고 함께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자기 주

이 정도의 정신적 성장이 일어나야 타인과 함께

도적인 측면이 만들어 지고 자신을 초월하는 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 관계 중

대와 공간을 넘어서고자 하는 가치와 의미를 실

심적 단계를 잘 넘어가면 자기의 삶을 자신의 정

현해가려고 하는 자기실현의 방향성이 유지될 수

체성과 목표에 맞게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고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관계성이 무너지

하는 자기주도적 삶의 단계가 드러난다. 타인의

고 자기주도성을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눈을 너무 의식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다고 타인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면서

을 무시하거나 적대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

도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

을 스스로의 방향성에 맞게 결정해 나가는 상태

태가 되었다.

가 이러한 상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초월
적 정신을 추구하게 되는데 자신에게만 국한시키

1. 기본 동기 이론

지 않고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서 인류전체에 가
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고 남기기 원하는

세상에는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적 상태가 중심이 된다. Kegan에 의하면 이

개인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어떤 이는 행복한

러한 발달방향은 개인의 상태뿐만 아니라 공동체

삶을 살지만 어떤 이는 문제행동 및 이상행동으

의 상태이기도 하다. 전체주의적 사회는 개인의

로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한다. 다양한 원인

개성과 독특함을 허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말살하

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선택에 따른 결과라

려 한다. 이러한 상태로의 퇴행은 개인과 공동체

고 볼 수 있다.

를 병들게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가족 간에도 가

기고 있으며 그 가치를 위해 선택할 때 우리는

족의 협력과 소속감을 강조하면서 개인을 희생시

주관적인 안녕감을 누리는 행복의 단계로 들어설

키고자 하는 경우는 개인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수 있는 것이다.

인정해 주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나
공동체 보다 덜 성장한 공동체라는 것이다.

즉, 개인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

행복에 대한 선택적인 관점은 중독자의 회복 연

이러

구를 통해 근거 있는 이야기로 세상에 대두되었

한 조직에서는 타인의 자기주도성을 배격하고 그

다. 하버드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Gene Heyman에

렇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측면도 나타난

따르면, 사람들은 항상 내재 동기를 바탕으로 어

다. 군대문화 집단문화가 바로 그러한 예들이다.

떠한 것을 선택하며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조직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이러한 발달적 상태가

생각에 따른 선택이고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내

필요한 상황이나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과

제된 동기부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정으로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전체주의적 상태

에서 중독자의 회복에 있어 가장 도움을 줄 수

는 인간의 성장과 자아실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

행복을 방해한다. 사회성이 어느 정도 발달하면

국에서 진행된 국가 차원의 중독과 다른 정신질

누구나 자기주도적인 즉, 자신이 선택하고 원하는

환 간의 관해율 비교 연구에서 다른 정신질환의

삶을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지지되고 허락되어

관해율이 30~40%를 보인 반면, 중독의 관해율은

야 한다. 그것을 방해받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런

60~70%를 보였다. 이는 Heyman이 말한 바와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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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중독이 정신질환과 같은 유전적 소인을 가

2.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독자들은 중독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중독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Heyman이 밝힌 바와 같이 개인의 선택은 동기

내재적 동기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외재
적 동기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인 동기이다. Ryan
과 Deci는 이러한 내재적 동기가

인간의 기본심

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

리욕구인

자율감(Autonomy),

관계감

을 위해서는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하고

(Relatedness), 유능감(Competence)이 만족되었

이를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을 때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 욕구로

Edward Deci와 Richard Ryan에 따르면 동기는

인정받고자 하면 학자들은 3가지 정도의 조건을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와 내재적 동

요구한다. 하나는 그 욕구가 한번 채워졌다고 사

기(Intrinsic Motivation)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라지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재 욕구되어야 하는

외재적인 동기는 장학금, 인정, 칭찬, 돈 등과 같

측면이다. 이 경우 욕구의 만족이 박탈되면 그것

은 환경적 유인과 결과들로부터 발생하는 동기이

을 회복시키려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다. 외재적 동기는 활동 그 자체와는 별개로 어떤

두 번째는 그 욕구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

결과로부터 발생한다. 반면, 내재적 동기는 자신

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문화나

의 흥미에 따르고 역량을 연습하여 최적의 도전

인종 국가에 상관없이 전 인류적으로 나타나야

을 추구하고 숙달하려는 선천적인 경향성이다. 내

한다는 것이다. 기본심리욕구인 자율감, 관계감,

재적 동기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와 성장을 위

유능감은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켰다고 보는 게

한 추구로부터 자발적으로 나타난다. 즉, 내재적

학계의 정설이다.

동기는 각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선천적인 심리욕

Ryan과 Deci에 따르면, 자율감은 자신의 행동을

구인 자율감, 소속감, 유능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조절함에 있어 자기지시와 개인적 승인

출현하여 지속성, 창의성, 주관적 안녕감을 포함

을 경험하려는 욕구이다. 자율성은 지각된 인과의

하는 결과를 만족시키려는 동기이다. 이 두 유형

소재와 의지, 지각된 선택을 통해 주관적으로 경

의 동기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행동을 활성화

험된다. 관계감은 타인과 친밀한 정서적 결속과

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데 있다. 외재적 동기는 관

애착을 형성학자 하는 욕구이다. 즉, 타인과 따뜻

찰된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유인과 결과들

한 관계로 정서적으로 연결되거나 상호간에 관여

로부터 출현한다면 내재적 동기는 그 활동이 제

되는 욕구를 반영한다. 유능감은 환경과의 상호작

공하는 자발적인 심리적 욕구의 만족으로부터 출

용에서 효율적이고자 하는 욕구이며 최적의 도전

현한다는 것이다.

을 추구하고 이에 숙달하고자 하는 소망을 반영

이 두 동기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외재적
형태의

동기에는

‘보상의

숨겨진

대가(Hidden

cost of reward)’가 뒤따르게 된다고 한다. 즉, 외

한다. 따라서 유능하다는 주관적인 경험은 현재의
기술과 재능, 역량에 맞는 수준의 어렵고 복잡한
과제 또는 과업에 관여할 때 가능하다.

재적 동기는 개인의 내재적 동기를 훼손시키며
특히 학교장면에서는 외재적 동기가 학습과정을

3. 동기균형이론(Motivational Balancing Theory)

방해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외재
적 동기는 개인의 자율적인 조절 능력의 발달을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지역과 인종에 관계없이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행복이라는 것이 타

모든 사람은 기본심리욕구인 자율감, 관계감, 유

인의 선택과 결과가 아닌 자기 자신의 선택과 결

능감을 충족시키려고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

과에 따른 것으로 본다면 행복에 있어서는 내재

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한 개인의 성

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차

장과 더 나아가 행복한 삶과도 맞닿아 있다. 기본

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리욕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점은 이러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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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로 긴장 관계에 놓여있으며 한 쪽이 우세해

실존적인 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끊임

지면 항상성(Homeostasis)으로 인해 다른 한 쪽

없이 관계를 추구한다고 한다. 관계감은 이러한

을 더 갈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 관계는 다

인간 실존의 소외라는 불편한 상태를 해소하고자

른 한편으로는 욕구들 간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는 심리욕구이다.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복을 추구한

자율감과 관계감은 발달 초기에 경험하는 기초

다는 것은 자신의 확장과 관련지을 수 있으며 확

적인 동기이다. 발달 초기부터는 유능감과 목표감

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잃지 않는 선에

을 경험하는 개인은 없다. 초기 애착 대상으로부

서 긴장 관계에 있는 욕구들이 적절히 조절될 때

터 자율감과 관계감을 경험하며 이 양자 간의 충

가능하다.

돌을 경험한다. 이 때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자율감과 관계감은 서로의 확장을 위해 긴장 관
계에 놓여 있다. 즉, 자율감이 충족되는 환경에서

균형 있게 조절하며 각각을 확장 시켜갈 수 있도
록 돕는 것이 바로 유능감이다.

는 관계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며 반
대로 관계감이 강조되는 환경에서는 자율감에 대

(2) 동기 Ⅱ축

한 욕구가 생겨나는 것이다. 한편, 유능감은 대게

기본적인 동기의 다른 한 축은 바로 유능감 대

“무엇에 대한 유능하다는 느낌” 이다. 개인이 유

목표감이다. Yalom은 모든 인간 실존은 죽음 이

능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에 대

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실존적인 무능함에

한 개념이 필요하다. 또한, 유능감은 일시적인 느

놓여 있다고 말한다. 죽음은 개인으로 하여금 할

낌이 아니다. 즉, 지속적인 느낌이라는 것이다. 따

수 있음(able)에 대한 존재론적인 박탈을 경험하

라서 이러한 유능감이 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게 한다. 죽음을 통한 무능의 자각은 한편으로는

목표감(Sense of goal)이 있어야 한다. 유능감과

지금-여기에서 개인 스스로 유능할 수 있음에 대

목표감은 동전의 양면으로써 서로는 서로의 본질

한 자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죽음은 유능해지

로 규명할 수 있다. 자율감과 관계감과 마찬가지

고 싶은 욕구를 유발하는 것이다. 한편, Ryan과

로 유능감과 목표감은 각각의 확장을 위해 긴장

Deci는 약한 도전이 유능감을 낮추고 정서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유능감의 욕구가 만족된

지루함이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은 새로운 목표감을 추구하고자 하며, 목표감

비록 그들은 이 이상으로 논리를 확장시키지는

이 충족된 개인은 유능감을 만족시키려는 욕구를

않았지만 그들의 이론에서 유추해보면,

느끼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내제되어 있

만족된 개인은 새로운 목표나 도전이 주어지지

는 이러한 기본적인 동기는 서로 긴장 관계에 있

않을 때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삶의 공

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균형 상태에 있게 하는

허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유능감의 역으로써

것이 주관적 안녕감 및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이

목표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지해준다.

다.

목표감은 새로운 도전과 과업에 대한 기본적인

유능감이

욕구로써 개인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의 삶을
(1) 동기 Ⅰ축

일구어가려고

한다.

이는

Abraham

Maslow나

기본적인 동기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눠서 살펴볼

Carl Rogers가 말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또는

수 있다. 첫 번째 축은 바로 자율감 대 관계감이

‘자기실현의 욕구’와도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또

다. Irvind Yalom은 모든 인간 실존은 자유를 충

한, Yalom은 모든 인간 실존은 의미를 추구하는

족시키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자율감은 이러한 인

데 의미가 상실될 때 무의미의 실존적 위기를 경

간 실존의 한 요소인 자유를 성취하고자 하는 심

험한다고 하였다. 목표감은 무의미라는 실존적 위

리욕구이다. 또한, Yalom은 모든 인간 실존은 소

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욕구인 것이다. 또

외를 경험할 때 매우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며 인

한, 죽음의 자각은 앞서 밝혔듯이 존재론적 무능

간은 이를 오랫동안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에 따른 유능감의 욕구를 추구하게 만듦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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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삶의 의미나 방향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감

실패하고 방황하는 까닭은 축 안과 축 사이의 긴

의 욕구를 추구하게 만든다. 즉, 유능감과 목표감

장 관계를 적절하게 균형 잡을 만한 전략 및 대

의 확장은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반해 40

발생한다.

대 이상이 되면 개인의 부족한 동기를 적절한 방
법으로 만족시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20대에
비해 일탈행동 및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적
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동기의 역동
기본 동기는 자율감 대 관계감, 유능감 대 목표
감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
축 안에서 동기는 서로 긴장과 균형의 관계에 있
으며 두 축 사이에서도 긴장과 균형의 관계에 있
다.
한편, 두 축의 동기는 서로 역동적인 조합으로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은 이러한 역동

(3) 동기의 긴장과 균형
기본적인 동기의 두 축은 축 안에서 각각 확장

적인 조합의 결과에 따라 특정 행동이나 활동에
몰두하기도 한다.

하기 위해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자율감의

먼저 자율감과 유능감의 조합이다. 자율감과 유

확장은 관계감의 확장이 필요하고 유능감의 확장

능감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를 느낀 개인은 다

은 목표감의 확장이 필요함으로 각각은 서로에게

양한 취미활동 등을 통하여 자신의 여가시간을

긴장 관계인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동기는 축

보냄으로써 만족시킨다. 독서나 스포츠 활동 등을

간에도 동기 확장을 위한 긴장 관계에 있다. 즉,

통해 개인은 자율감을 성취하며 그 안에서 또한

자율감과 관계감의 확장을 위한 그 둘의 긴장은

유능감을 성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를 적절하

유능감을 시작하게 만들고 유능감의 출현은 목표

게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강박 이라는

감의 욕구를 느끼게 한다. 그에 따라 유능감과 목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 자율성의 욕구 충족을

표감은 서로의 확장을 위해 긴장이 생기게 되고

위해 에너지 수준은 높으나 유능에 대한 부적절

양자 간의 긴장은 자율감을 확장시킨다. 이러한

한 추구 때문에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 패턴을 보

긴장과 균형의 순환이 반복되면 각 기본 동기는

이게 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율감과 목표감의 조합이다. 둘 간의

이러한 순환에 있어 선순환은 다음과 같은 것이

욕구 충족을 필요로 하는 개인은 여행 등을 통해

다. 자율감을 인정하고 경험하게 하여 관계감을

욕구를 해결한다. 여행을 통해 자율감을 충족시키

느끼게 하고, 이 두 관계의 긴장을 유능감을 통해

며 동시에 여행 이라는 활동 안에 내제되어 있는

조절하면 그에 따라 목표감이 출현한다. 목표감을

방향성을 통해 목표감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이러

추구하다 보면 다시 자율감이 커지고 이에 따라

한 욕구를 처리할 전략 및 기술이 부재할 경우에

관계감의 필요가 생겨난다.

는 충동 이라는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 역시

반대로 이러한 순환에 있어 한 동기라도 결핍되

자율성의 욕구 추구로 인해 에너지 수준은 높으

거나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축과 축 사이의

나 방향성의 부재로 위시되는 목표감의 상실이

모양이 찌그러짐에 따라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커

불안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10대와 20대가 자주

세 번째로 관계감과 유능감의 조합이다. 관계감
과 유능감의 욕구가 결핍된 개인은 직장 생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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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려고 시도한다. 직

문제도, 재능이나 가질 수 있는 어떤 것과 관련한

장에서 개인은 조직의 한 일원으로써 관계감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라고 한다. 이 말은

경험하며 자신의 업무를 통해 유능감을 만족시킨

행복은 배울 수 있는 것이며 배워야 하는 것이라

다. 그러나 양자 간의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다

는 말일 것이다. 973명의 쌍둥이들을 통한 연구

룰 경우에는 우울해지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에서 심리학자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성격적

관계에 속해 있지 못하다는 느낌과 유능하지 못

요인들이 상당히 유전적인 소인과 관련이 있음을

한다는 감정으로 인하여 쉽게 우울해지는 경향성

찾아내었다. 성격의 5요인 이론을 적용할 때 성실

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성, 우호성, 신경증, 개방성, 외향성의 측면들 중

끝으로 관계감과 목표감의 조합이다. 관계감과

성실성이 높을수록, 외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신

목표감의 충족은 추구하려는 개인에게 있어서 자

경증 경향이 낮을수록 행복을 경험하는 경향이

원봉사활동은 적절하게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 예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50% 이상의 결정

가 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은 관계

요인은 인간의 환경과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

감을 경험하며 자원봉사가 추구하는 이상을 꿈꾸

력과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

며 목표감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둘 간의 욕구를

론이다.

부적절한 방식으로 추구할 경우에는 불안을 쉽게

그렇다면 동기를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경험하기도 한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다는

는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것과 목표가 부재 한다는 느낌은 개인으로 하여

볼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타인들과의 관계

금 불안을 여기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성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 경쟁중심이 아닌
함께하는 그리고 가치를 생성해 보는 기쁨을 경

Ⅲ. 공동체성의 회복과 동기강화전략

험하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들이 깊은 관계성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

가치는 주고받을 때 경험되고 내가 가진 어떤

다. 베네주엘라 빈민가의 마약중독에 빠지던 청소

것을 더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제공할 때 가치

년들에게 엘시스테마 라는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

생성을 경험하게 된다. 2등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

해 이루어낼 수 있었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성실

하기 두려워 자살하는 학생은 자기가치에 대한

한 악기연습(개인적 차원), 타인의 소리를 듣고

경험이 너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서로 가진

화음을 내고 악보를 따라 섞이는 합주(관계적 차

것이 별로 없더라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

원), 많은 사람에게 음악으로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을 때 가치를 생성시켰다는 자기 가치감이 생기

성취경험(자기초월적 경험) 등이 함께 이루어지

고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기여의 기쁨으로 자기

면서 아이들을 변화하게 만들 수 있었다.

초월적 상태에 대한 일말에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의 적용점은 무엇일까? 먼

있다. 이러한 가치생성경험과 관계 확장, 공동체

저 사용을 조절 할 수 있을 때 까지 스마트 미디

성의 경험은 인간발달에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

어를 자제 시켜야 한다. 이것은 우선 청소년들이

니라 행복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성을 경험하고 도구를 다룰 수 있는 역능을

요건이다.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관계

준비하도록 한 다음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좋

적 단절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성의 측면에서 가

다는 이야기이다. 마치 자동차 운전을 중학생이

치 생성의 경험이 부족하게 되어 가고 있으며 이

할 수 있겠지만 기다리도록 하는 것과 같다. 또

러한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와 가치실현

한, 경쟁구도는 일정 시점에서 없어져야 한다. 얼

그리고 그것을 향한 동기의 부족을 경험하게 만

마 전 서울의 명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든다.

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

Hermann Hesse가 말하길 행복은 무엇에 대한

으로 꼽히는 그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
을 모르겠다고 했다. 이것은 틀의 문제이며 또한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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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력의 문제이다. 뛰어난 학생들을 모아놓고 또

동기 가운데 목표감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불일치

학점으로 나누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C, D 학점

감을 통해 개인은 새로운 도전과 과업이라는 목

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무가치함과 부적응감을 주

표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저항과

입하고 있는 잘못된 교육 방향성이 문제이다.

함께 구르기’는 내담자를 교정하려 하지 말고 저

한편,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들이 성장의 방

항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William

다. 이는 기본적인 동기 가운데 자율감과 연결되

Miler와

동기강화상담

는 부분이다. 저항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줌에 따라

(Motivational Interviewing) 이라는 대화방법으

개인은 타인의 선택과 강요가 아닌 자기주도적으

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기를 강화하고 성장의

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자율감을 경험하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다고 했다.

된다. ‘자기효능감 지지해주기’는 상담자가 아닌

Stephen

Rollnick은

동기강화상담은 (이하 MI) 세 가지 차원으로 정

내담자에게 변화를 선택하고 이행하는 책임이 있

의 내릴 수 있다. ‘일반적인 정의’는 개인이 가진

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Albert Bandura에 따르면,

자신의 변화동기와 변화결심을 강화하기 위한 협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네 가지 방법으로 첫째,

력적인 대화방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전문가

작은 성공 경험을 하는 것이다. 즉, 책 한 권을

정의’는 변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

한꺼번에 다 독파하는 것은 힘들어도 매일 10장

는 양가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인간중심적인 상담

씩 읽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공할 경우 책 한

방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양가감정이

권 독파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란, 변화를 위해 준비하는 정상적인 부분으로써

있게 된다. 둘째, 대리경험을 하는 것이다. 본인과

얼마 동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

비슷한 나이 또는 상황에 있는 사람의 성공 경험

태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정의’는 변화

을 보면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전

대화에 특별히 주의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협력

문가의 지지이다. 전문가의 긍정적이고 따듯한 격

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대화방식으로 정의 내릴

려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효능감을 높이게 만든

수 있다.

다. 넷째, 신체적 및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MI에는 4가지 주요 원리가 있는데 이는 ‘공감표

것이다.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건강할 때, 구체

현하기’, ‘불일치감 만들기’, ‘저항과 함께 구르기’,

적인 일에 대한 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 지지하기’ 이다. ‘공감표현하기’는 내

기본적인 동기 가운데 유능감과 연결되어 있다.

담자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자기효능감을 경험하는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존중하는 태도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즉, 내담

도전과 과업에 있어 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고 이를 표현

다.

해주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동기 가운데 관계

MI는 결과적으로 내담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

감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공감을 통해 개인은 타

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의 변화의 대화를

인과 관계 맺고 있음과 더불어 소속감을 충족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변화대화에는 변화준

킬 수 있게 된다. ‘불일치감 만들기’는 내담자 자

비언어(DARN)와 변화실행언어(CAT)가 있다. 변

신의 현재 행동과 자신의 보다 넓은 목적과 가치

화준비언어는 ‘열망(Desire)’, ‘능력(Ability)’, ‘이

관 사이에 불일치감을 만들어 이를 증폭시키는

유(Reason)’, ‘필요(Need)’가 있는데 열망은 변화

것이다. 즉, 부정적인 부분을 주목하면서 비난하

를 선호하고 원하는 것을, 능력은 변화를 가능하

거나 그것을 개선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

게 하는 능력 확인을, 이유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래를 향해서 그리고 보다 가치 있다고 자신이 느

논리 및 논증을, 필요는 변화의 책임을 느낀다는

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고 그것에 집중

표현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

(Commitment)’, ‘실행활성화(Activation)’, ‘변화

고 생각하는 방법을 듣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계획 실천공약(Taking Steps)’이 있는데 결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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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변화실행언어는

‘결심공약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부 교수 신 성 만

약은 변화의도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실행

감이라는 기본적인 욕구 및 동기를 가지고 있다.

활성화는 결심공약은 아니지만 행위를 할 방향으

이러한 동기들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주

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변화계획 실천공약

관적인 안녕감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 행복할 수

은 변화를 향한 구체적인 실행 언급을 의미한다.

있다.

변화대화를 이끌어내는 질문 방법에는 다음 8가

청소년들이 우울해 하며 자살하며 동기와 목표

지가 있다. 첫째, 유발질문하기 이다. 예시로는

방향성이 없는 이유를 이해할 때 변화된 삶의 조

“당신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하나요?” 가

건과 그들에게 부여 된 과제들을 함께 고려해야

있다. 둘째, 정교화하기 이다. 예시로는 “(돈 때문

한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들의 행

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내담자를 향하여) 돈

복은 그들의 성장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경험되

때문에 어떤 걱정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도록 도울 때 가능하다. 그 방향과 방법을 우리는

해 주실 수 있으세요?”가 있다. 셋째, 극단적 질문

잘 알고 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방법으

하기 이다. 예시로는 “당신이 기대하는 완벽한 결

로 MI는 효과적인 대화방식이다. 변화당사자 본

과는 무엇입니까?”가 있다. 넷째, 과거 회상하기

인이 변화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이다. 예시로는 “10년 또는 20년 전과 지금의 차

는 그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줄 수 있을

이점은 무엇입니까?”가 있다. 다섯째, 미래 예상해

것이다.

보기 이다. 예시로는 “가까운 미래에 당신은 무엇

한편, 최근 행복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외적인 것

을 희망합니까?”가 있다. 여섯째, 목표 탐색하기

보다 내적인 만족감이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다. 예시로는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꼭 성취

행복한 사람은 신경성 특질이 낮고 성실성과 외

하고자 합니까?가 있다. 일곱째, 사정 피드백 하

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기 이다. 예시로는 “당신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독

태어나지 않았어도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지내

립성이 중요하고 또한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고

고 오감을 통해 지금-여기에서의 경험을 충분히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당신의 삶에서 잘 조화를

하며 감사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이루는지 말씀해주세요.”가 있다. 여덟째, 준비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후속 세

잣대 사용하기 이다. 예시로는 “만약 당신 변화하

대도 미디어시대 속에서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

기로 결정했다면 그 확신은 어느 정도인지 1부터

다. 우리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주

10점까지 점수로 표시하세요.”가 있다. 이러한 질

고, 그들의 변화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면 말이

문들을 통하여 변화당사자 본인이 변화에 대해

다.

더욱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변화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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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ri, Y. N. (2016). Homo Deus: A brief

다.

history of tomorrow. London: Random House.

한편, 모든 인간은 자율감, 관계감, 유능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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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an, R., & Lahey, L. L. (2012). 변화면역(우
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Immunity to

change:

How

to

overcome

it

and

unlock

potential in yourself and your organization](오
지연 역). 서울: 도서출판정혜(원전은 2009년에
출판).
Miller, W. R., & Rollnick, S. (2015). 동기강화
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Helping people

change] (신성만, 권정옥, 이상훈 역). 서울: 시그
마프레스(원전은 2013년에 출판).
Reeve,

J.

(2011). 동기와

정서의

이해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정봉
교, 윤병수, 김아영, 도승이, 장형심 역). 서울: 박
학사(원전은 2003년에 출판).
Ryan,

R.

M.,

&

Deci,

E.

L.

(2017).

Self-determination theory: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motivation,

development,

wellness. New York: Guilfor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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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8
교육은 독일과 프랑스를 모델로,
복지는 노르딕국가 모델로 전환

이성휘 | 전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Ÿ 독일 하이델베르크 大學
Ÿ 보쿰大學 박사
Ÿ 이화여대 외래교수
Ÿ 감신대 외래교수
Ÿ 이비뎀 대표이사
< 저서 >
Ÿ 거의 모든 존재의 역사 양자형이상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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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독일과 프랑스를 모델로, 복지는 노르딕국가 모델로 전환
이성휘 | 전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노르딕국가 즉 스칸디나비아의 노르웨이 스웨덴,

과 기회균등과 공정한 교육혜택은 불가능해 보인다.

핀란드처럼 ‘더 나은 삶’ 을 이룩하기 위해 사회

스카이대학과 이화여대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

복지는 노르딕국가처럼 전환하고 한국교육은 독

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투자되는 사교육비가 천문

일과 프랑스의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적 수준 아닌가? 언제가 낭만적인 시절에는 “교

‘노르딕모델’이라고 하는 핀란드, 스웨덴과 노르웨

육은 돈 안 드는 국방이다” 라고 주장한 격언이

이의 사회, 정치 시스템은 이 지구상에 가장 깨끗

있었지만 지금 공, 사교육비를 다 합치면 국방비

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인정받고 있으며 교

가 거의 맞먹을 것이다.

육은 독일 프랑스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은 그들의 고전인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
친다. 철학 또한 2500년 철학사상사에서 발췌해

한국에서 교육개혁을 주장한 것이 언제 부터인

가르친다. 대학에 들어가면 전공을 바로 배울 수

가? 한국교육은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개혁은

있고 인접학문을 배우게 해 제2 전공을 공부하게

요원하고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도 개념도 없는

한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대안학교도 독일과 프랑

것 같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교육을 통한 행복을

스에도

논하게 된 현재까지도 교육개혁은 아직 이루어지

Schule는 친환경과 친자연적 대안학교이다. 더 인

지 않았다. 한국교육은 100년에 필요한 인재를

간적인 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은 친자연학교인 대

배출하는 구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듯이 기존의

안학교에 아이들을 보낸다.

조선시대 과거제도에서 별로 벗어난 것이 없는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 성적에 따라 인문계 고

교육제도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

등학교인 김나지움과와 직업학교로 나뉘게 된다.

있다.

사립학교인

발도르프슐레Waldorf

‘개천에서 용’은 이미 나오지 않는 교육구조가 된
지 오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구조에서는

1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에 갈 수 있는 아이

좋은 학군과 좋은 학원 부모의 돈이 좋은 대학에

들에게는 부모의 DNA가 더 중요하다.

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되었다.

교육에 투자하는 국가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 교
육시키는 학생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교육과 유럽교육의 공통부분은 별로 찾기 어

누가 이것에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겠는가? 내

렵고 다른 부분이 더 많다. 그 가운데 가장 결정

돈 들여서 내 자식 대학 보내는데.... 하고 따질

적인 것은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북유럽국가들은

것이다.

거의 대부분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강남의 좋은 학군에 있는 학원을 다녀

‘미수다’ 의 핀란드 여성 따루는 한국에서 유명한

야하는, 부모의 돈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가 전혀

인물이다. 핀란드 여성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으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떠들

면 그녀가 못하는 한국말이 없고 못 먹는 한국음

고 매년 시도되는 입시제도를 아무리 바꾸고 시

식이 없을 정도이다. 따루 같은 한국을 사랑하는

행해도 근본적인 변혁이 없이는 인류의 공통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다. 세계

누려야하는

로 퍼지는 K-Pop열풍은 문화수출로 이어지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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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이 성 휘

계에 부는 한국어 열풍도 대단하다. 한국은 아시

서 너무나 다른 교육제도에 놀라지만 나중엔 부

아를 넘어 이미 세계적인 국가가 된 것이다. 세계

러워 한다.

11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문화국가로 인정받고 있

달라도 너무 다른 한국교육이다. 어디서부터 고쳐

고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온다. 그런데 정작

야 할지 막연하다.

대학에 가기위한 중,고교 학교교육은 왜 경제개발

한국교육을 오바마가 부러워하니 그냥 내버려두

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어도 되지 않나? 그러나 솔직히 말해 한국의 교
육제도를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어느 누가 자

인문학적 소양을 늘여야 한다. 인문학 열풍이 한

랑할 수 있겠는가? 일부 돈 있는 부모만난 일부

때 일기는 했다. 한자어권의 동양은 중국고전을

학생들의 일탈(?)이 이루어낸 좋은 성적이 아닌가?

읽는 것이지만 유럽은 라틴어 그리스어 명문장을
읽는다.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한국의 경제규모, 인구와 가구당 출산율, 국방비,

그리고 키케로, 세네카, 시저 등을 읽는다. 인문계

남북한 통일이후의 한국 등 모든 면에서

고등학교에서 7 년 동안 고전어를 배우고 대학에

이제는 한국교육이 유럽모델로 바뀌어야 할 전환

들어간다.

점에 온 것 같다.

핀란드는 수학을 점차 줄이고 생활수학으로 대치
하고 있다. 일상의 삶에서 고등수학이 전혀 필요

오바마가 부러워하고 칭찬한 한국교육은 공교육

없기 때문이다. 교육도 실용적인 커리규럼으로 진

이 아니다 사교육과 온갖 과외를 통해 소위 돈을

화하고 있는 것이다.

많이 들여서 따낸 로토Lotto 같은 특별한 일부 아
이들이 얻어낸 성과에 대한 칭찬이기 때문이다.

어느 모델을 우리의 모델로 받아들일 것인가?

한국 엄마들의 교육열을 오바마가 부러워할 수는

미국, 일본의 교육제도는 아니다. 국제학력평가

있을 것이다. 스페인계나 아프리카계의 교육열 보

PISA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는 아시아 국가들이

다는 훨씬 월등하니까? 결국 교육열은 곧 돈이

다. 한국, 홍콩, 싱카포르, 대만 등이다 유럽에서

많이 들어야 뜨거워지는 열이 아닌가? 관심만이

독일, 영국, 프랑스는 하위권을 맴돈 적이 있다.

아니라 그 돈을 구하기 위해 도둑질을 하거나 탈

미국은 오바마가 한국의 교육을 부러워 할 정도

세해가며 자식교육에 투자한다?

로 30 위 이하로 떨어진 나라다.
프랑스 아이 엄마가 된 목수정씨가 시청에서 결
국사와 병행해 세계사와 문화사 교육을 통해 세

혼식에 서명하면서 성혼을 선포하는 공무원이 주

계인으로서의 한국인이 되는 인간교육을 해야 할

례사의 마지막 한

때이다. 독일은 교육을 투자의 개념으로 국가가

키는 한이 있더라도 두 사람의 애정을 지키는 데

최고의 학생을 선택해 국비로 교육받게 하고 대

항상 우선수위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 명심 하셔

학을 졸업하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게 한다. 공

야 합니다.”

부하는 기간 동안 국가가 주는 모든 혜택을 다

이 말이 가장 큰 문화충격이라고 했다.

당부는 “자녀들을 다소 희생시

누리게 된다.
너 자신의 인생을 먼저 생각하라 !
“꼴찌도 행복한 교실”의 저자 독일의 한국인 엄마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엄마가 불행하면 모두

박성숙 씨의 독일교육이야기와 “칼리의 프랑스학

가 불행’하기 때문이다.

교이야기”의

프랑스의 한국 엄마 목수정씨의 프

랑스교육이야기를 읽어 보면 한국교육이 이제 전

프랑스가 유럽에서 출산 대국이 된 것은

환점에 들어 서 있음을 느끼게 된다. 두 한국의

전부터 서서히 출산율이 증가한 덕분이다 “국가가

엄마가 각각 프랑스와 독일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육아를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뀐 결과다“ 라고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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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정씨는 결론내리고 있다.

다고 본다.

현재 한국이 처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1. 인구절

자식을 위해 교육에 투자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

벽 2. 불공정한 교육 이다. 공정하고 평등하며 경

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

쟁하지 않는 박애정신이 넘치는 자유로운 교육환

싶다. 오바마가 부러워 해야 할 교육은 결과를 중

경을 만드는 것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시하는 성적위주의 한국교육이 아니다. 오히려 공

막는 길은 한국이 많은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

정교육을 통해 서열을 매기지 않는 인간이 인간

세금을 많이 거두어 국가가 육아와 교육을 다 책

답게 살게 해주는 프랑스교육의 ‘경쟁하지 않을

임지는 교육에 돈이 안 드는 노르딕국가나 서유

자유’와 ‘등수가 사라지면 우정이 피어 난다’는 이

럽 국가처럼

것이 가능해 지면, 한국이 추구하는 인성교육을

전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모델이 된다면 저출산문제도 극복될 것

저절로 이루어 지는 게 아닌가?

이다. ‘일단 낳으시면 나라가 같이 키웁니다’ 이것
이 프랑스 육아정책이다. 국가가 육아와 교육을

엘리트주의, 엘리티즘elitsm은 다양성과 혼합성을

다 책임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나라의 미래가 걸

추구하는

린 육아와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써야한다.

날카로운 지적은 아이큐IQ 좋은 아이가 특별한

프랑스교육에 위배된다는

학부형들의

게 아니라 보통의 아이와 사회성을 같이 키우는
프랑스는 가족주의, 카톨릭 중심의 경건주의, 가

것이 더 교육적이라 말한다. 천재를 키우는 것이

부장제에서 페미니즘, 개인주의, 다원적 문화와

학교가 아니라 양식 있는 이성을 가진 건강한 시

예술이 사회동력이 되었다. 북유럽과 독일도 마찬

민을 키우는 것이 프랑스교육의 목적이고 세계의

가지이다. 요즘 유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

모든 국가의 교육목적이 되어야 한다.

종차별적 발언이나 기고된 에세이나 예술작품이
다. 유럽에서는 그런 자들은 네안델탈인이라고 경

프랑스 아동교육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프랑소와

멸한다. 진호가 덜 된 윈시인 수준이라는 말이다.

돌토 Francoise Dolto가 내놓은 금과옥조같은 교

유럽정신에 자유, 평등, 박애 - 프랑스 혁명정신

육명제는

이기도 한 - 에 반하는 어떤 말과 글과 예술도
다 경멸당한다.

1)아이는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다

한국도 개인주의와 학벌주의, 연고제주의, 가부장

2)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제, 유교적 사회관습에서 벌써 벗어날 때가 되지

3)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라

않았는가? 탈북민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4)모든 것은 언어다

겪는 것도 탈북민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

이것이

프랑스에서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 에서 잠만 자는 아이들이

1990>의 초석이 된다.

얼마나 많은가?

프랑스교육의 목적은 “깨어있는 이성을 가진 시민
양성”하는 것과

만들어진

<부모

권한법

‘시민윤리’를 교육하는 목표가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의 GDP를 능가하는 한국이

‘미래의 책임 있는 시민’,과 “비판적 이성을 가진

왜 캐캐묵은 사회관습과 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며

성숙한 시민” 이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경제규모와 사회의식변화에 맞추어 교육의 세계

고 한다.

화에 동참하지 못하는가? 답답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모두가 평등하다‘ 프랑

프랑스 꼬마아이들이 싸우면서

스혁명정신이고 유럽정신이며 파리에서 1948년에

“나에겐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어“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첫 장에 나오는 말이다.

“너는 그럴 권리가 없어!” 반박하거나

이제 한국도 이 말에 귀기우릴 때와 수준이 되었

“나에게 삐칠 권리droit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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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자유와 평등 박애를 국가 이념으로 시행

들이 들어가 공부하고 박사과정 까지 국가 돈으

하고 있는 프랑스 아이들이 동네 골목에서 싸우

로 공부한다. 졸업 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한

는 모습이다.

다.

현재 프랑스 거리에서 데모하거나 권리를 주장하
는 집회에서 등장하는 프락카드는, ‘더 많은 자유

부모의 공부DNA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김

‘, ’더 확고한 평등‘, 더 넓은 인류애’ 이다.

나지음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에 좌우한다. 의사아

4

들과 풋주간 집 아들의 성적이 같은데 한 명만

샤르트르가 한 말에, “신들과 왕들의 고통스러운

김나지움에 보내게 될 경우 의사의 아들이 가게

비밀, 그것은 사람들이 자유롭다는 사실이다“는

된다. 풋주간 아버지는 아무 불만이 없다. 국가대

더 이상 교육에 차별을 두어 가르쳐 스카이대학

표로 대학에 갈 아이가 가서 공부하고 국가와 사

에 보내는 그런 잘못된 불공정한 교육은 영원히

회를 위해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격이 되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인문계고등학교에 가야 한다는 개념이다.

독일과 프랑스, 노르딕 국가에서는 신과 왕들이
누렸던 것처럼 왕족과 귀족 부유한 상인의 아이

한국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이 있었다. 요

들이 다녔던 대학이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대

즘은 이런 말을 듣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것은 공

학이 되었다. 대학에 못가는 직업학교 실업학교

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선

학생들은 충분한 급여와 지위보장을 해 주는 사

언과 헌법에도 어긋나는 교육제도와 구조를 한국

회시스템과 교육시스템에 독일은 전혀 불만이 없

이 너무 오래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

다.

제규모GDP 와 인구비례로 봐서는 교육구조를 시
급히 바꾸어야 한다. 국가가 다 책임져야하는 구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고교생연합조합Syndicat

조로 공정한 교육을 통해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

des Lyceens 이 발의해 2015년에 <고교생권리

고 직업학교나 실업학교에 가도 받는 임금이나

장전>을 선포했다, 1215년 영국의 권리장전과

지위보장이 독일처럼 되어야 한다.

1968년의 68세대의 학생운동의 연장이라고 본다.
프랑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동창회 같은 모임이 없어지게 되고 졸업식도 없

귄리다” 라고 주장한다.

어지고 학연, 혈연이란 말도 없어진다. 성적으로
등수를 매기지 말고 3가지 평가만 있으면 된다.

독일과 프랑스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철학시간

‘참 잘했어요’,‘ 잘했지만 다음에 더 잘해주면 좋

에는 대체로

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1) 나는 누구인가?
2) 우주란 무엇인가?

빅톨 위고가 한 말이다.

“무지가 사라질 때 비로

3) 자유토론의 주제를 정해 자유스럽게 토론한다.

소 자유가 시작된다”. 한국도 교육에 대해 세계
각국이 하고 있는 제도를 알게 되면 무지에서 벗

한국교육과 유럽교육의 근본적인 차이와 교육의

어나 자유롭게 될까? 한국학생도 세계인으로 양

목적은,

식 있는 이성적인 세계시민으로 교육해야 하지

유럽은 국가가 교육의 주체이고 투자한다.

않는가?

우수한 학생을 선택할 권리도 국가에 있고 교육
시킬 권리도 국가가 가진다.

한국의 학년 반별 시험성적으로 우열반을 가려

국가적 투자이기 때문에 손해날 투자는 하지 않

꼴찌 한 담임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하는 말 “너

는다. 국가대표가 된 자격을 가진 학생이 되어야

희들 때문에 고개들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지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은 자격을 가진 학생

도 그럴 필요도 없게 교육제도를 바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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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8 교육은 독일과 프랑스를 모델로, 복지는 노르딕국가 모델로 전환

지 않고 기술과 의학, 경제분야 등 모든 영역에서
2008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정신적 근간이 되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정의

<클래스 Entre Les Murs>는 도심 게토의 한 중

한다. 이 행복 수업은 교사, 의사, 스포츠교사, 생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일상을 적나라하게 다

물교사, 윤리교사, 연극배우, 심리치료사 등이 참

룬 영화이다. 소피 마르소가 주연한 <라붐>을 보

여한다. 유럽 청소년들은 불법다운로드에 대해 범

고 충격을 받은 한국인은 아마 더 큰 충격을 받

죄로 인식하고 있다.

게 될 것이다. 이것이 프랑스교육의 현주소이다.
미술교육에서의 비평에세이 쓰기 숙제도 이렇다.
왜 프랑스 교육에서 철학에 목숨을 거는가? 한국

‘르네상스 시대의 네델란드화가 피터 클레츠Peter

에서도 “철학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세상 모든

Claesz의 <구술이 있는 정물> 에 대한 비평적에

것에 대해 회의해 보는 학문이다” 라고 말한 선생

세이를 쓰시오’ 이다. 고교수준에서는 무척 어렵

님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생각의 자유>를 획득

다. 더구나 한국고교에서 이런 비평에세이 숙제를

하는 것과 양식 있는 시민과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낸다면?

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고등학생들에게도 이 질문
은 똑 같이 유효한 것이 아닌가 ? 아니 세계의

독일고교 필수 과목은 독일어, 수학, 체육이다. 놀

모든 고등학생들이 그 또래에 사유하고 회의해

랍다 체육이 3대 필수 과목이라니! 선택과목으로

보아야 할 질문이 아닌가? 그게 동의 된다면 왜

는 외국어는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한국 고등학교에서 철학이 커리큐럼에 들어가지

그리스어, 러시아어, 라틴어, 터키어, 네델란드어.

못하는가?

일본어, 중국어, 히브리어 중 택일한다.

프랑스 고교 철학수업에 제시된 질문들이다.

사회과학은 역사, 사회학, 법, 지리, 철학, 교육학,

‘법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도 이성적 행동일 수 있

심리학 중 택일하고, 자연과학은 물리, 영양학, 생

는가?’

물, 컴퓨터, 화학, 기술 중

‘국가는 개인적인가?’

른 선택과목으로 종교, 철학, 문학 중 택일해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하고 음악, 미술 중 하나를 택일한다. 인문계는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

사회과학을 자연계는 자연과학을 선택해야 한다.

택일해야 한다. 또 다

‘예술작품은 반드시 아름다운가?’
독일 작가 베어톨드 브레히트B. Brecht의 <만약
독일의 학생들은 토론의 달인이라고 평가한다. 그

상어가 인간이 된다면>이라는 우화를 두 시간 동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훈련을

안 읽고 비평하는 시험을 친다.

통해 토론수업이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에세이를 써 내야 한다. 독일에서도 평가는 순위

것이다. 독일은 대학입학자격시험 아비투어Abitur

도 점수도 없다.

4과목 중 한 과목은 토론(구술시험)이다.

해서 이렇게 하기 바란다’, ‘이번에 좀 어려웠나

A 4

5 장 정도

‘많이 좋아졌구나’, ‘앞으로 계속

보구나, 다음에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2007년 하이델베르크 빌리헴파흐 김나지움에서

해라’ 이렇게 서술적으로 평가를 선생님이 시험지

시도된 <행복수업Schulfach Glueck)은,

아래 써 준다.

“정서적 심리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행복수업은 대

영국작가 닉 혼비 Nick Homby의 <어바웃 어보

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만 한정된 현재

이About a Boy>라는 휴 그렌트와 니콜라스 홀트

학교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상

라가 주연한 영화로 만들어 소개되어졌다. 닉 혼

적인 프로그램”이며 이 교육은 학교수업으로 끝나

비는 팝문학Popliterature의 대표적 작가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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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웃 어 보이About a boy는 히트곡 한 곡을 내고

“명언(유명한 시인이나 철학자가 말한) 혹은 실용

죽은 작곡가 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백수로 살아

적인 윤리 이야기 등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삶에

가는 어린아이 같은 정신세계를 소유한 윌과 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른 같은 아이 마커스가 서로 만나면서 스스로 변

쓰시오.”와 인간관계, 인생의 행복과 의미에 대한

화를 느끼며 사회성을 키워가는 성장소설이다.

추구, 선과 악의 구분, 물질적 소유에 대하 사고,
욕구의 조절, 노동과 자유 시간(휴식)의 필요에 대

시험문제는,

한 논리적 근거를 재시하며 에세이를 써야 한다.

1. 윌과 마커스가 어머니인 피오나의 관계가 이
텍스트에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설명하시오

독일 철학 과목의 수업의 예를 제시하면,

2.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윌의 성격을 묘사하고,

1. 프리드리히 니체가 20세기 예술과 문화, 문학,

처음의 그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쓰시오.

정치에 미친 영향 에 대해서 쓰시오.

3. 문제는 당신이 마커스라고 생각하고 윌을 만난

2. 철학과 종교는 대립관계인가 혹은 상호보완관

뒤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일기 형

계인가?

식으로 쓰시오 이다

3. 최후의 안간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
도 잡는다는 의미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또 다른 독일 김나지움에서 제출된 철학 시험문

안간힘)

제는,
“인간이 겪는 극한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의 관
“콜롬비아라는 나라의 이름을 통해 콜럼버스는 오

점에서) 서술하시오. 이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늘날까지 가려지고 있으나, 이 나라 사람 중에 많

‘나’ 에게 철학적 종교적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은 사람들이 식민지의 어두운 역사를 생각하며

더욱 심화시켜 문제해결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나라 이름을 바꾸길 원할 수도 있다. 신대륙을 찾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개하시오.” 이다.

아 나선 배경을 통해 콜롬비아의 새로운 국가이
름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당신의 역사적인

이런 철학시험을 보고 집에 귀가한 아들에게 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다.

국 엄마는 묻는다. 그래 정답이 뭐냐? 독일교육에
서 정답은 없다. 독일에서 교육받은 한국엄마의

1992년, 그 당시 스페인이 식민지 500주년 컬럼

아들은 “엄마는 또 정답 타령이냐?”고 짜증낸다.

버스 기념축제에 초대한 남미의 스페인계 국가들

다시 프랑스 철학 수업 시간이다. “만약 철학이

이 그 축제를 보이콧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없었다면 프랑스 혁명이 발생했겠어?” 이 토론에
서도 “정답은 없다 !” “누가 1등했냐?‘를 더 이상

종교과목인 기독교나 카톨릭을 택하지 않은 아이

묻지 않게 된다.

들은 철학을 택한다. 7 년 동안 배우는
철학교재를 보니 2500년 인류사상사의 중요한 철

토론하고 사유하는 그 자체가 철학 수업의 목적

학사상을 다 소개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에서 해체

인 것이다. 무한하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분석하며

주의 철학 데리다 까지 중요한 철학사의 사상을

정리된 철학에세이를 쓰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다 다룬다.
독일교육의 깊이?

주관적 서술 논술 문제에 객

프랑스 고교철학은, ‘프랑스혁명에서 철학의 역할’

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괴연 이루어지는가?

이런 주제를 철학시간에 토론수업으로 진행한다.

1등 다툼이 없고 순위를 매기지 않는 교육시스템

:철학없는 혁명은 없다“

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공정성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끝은 어디인가??

무엇보다도 독일과 프랑스의 교육은 국가 책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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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가대표학생에게 최고의 자율적이고 평등하

3.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며 박애정신을 실현하는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4.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5. 당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선거에 참여해 극우 득세를 막자! 왜 유럽에서 극

6.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의 득세를 막자에 공감하는가? 유럽정신에 어

7. 당신이 뮌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긋나는 다양한 언어 인종 문화 종교를 이해하고

8. 다른 사람들을 비웃지 말라

관용과 배려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유럽

9. 누구든 당신한테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에서는 극우적 민족 국가주의나 나치오날리즘은

10. 다른 사라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유럽인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이념이며 집단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최고로 개인주의를 누리고 사는 노르딕
국가 사람들의 십계명이다. 이것도 1933년 출간

피자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한국이 좋은

된 악셀 산데모세의 소설 <도망자, 자신의 자취

성적을 낸 것을 사실이다. 그런데 왜 유럽의 대학

를 가로지르다>에서 나오는 십계명이다. 얀테라

에서 공부를 제대로 해 내지 못하는가? 사지선택

는 가상의 마을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나타낸 것

공부의 결과이다. 명문대학 없는 독일 대학에서

이다. 이것이 바로 노르딕 국가 스칸디나비아의

최고의 대학은 51 위 한 뮌헨공대이다. 세계100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마

위 대학에 한국 2 개 , 독일은 50위 이하에 4 개

어마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얀테의 십계명이다.

대학이 들어 있다.
노르딕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오바마가 걱정한 미국고등학교 학력과 교육제도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에서 어떻게 아이비리그대학에 마국학생들이 들
어갈 수 있는지 궁굼하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

가장 깨끗한 정치를 하고 있는 스웨덴과 조금 일

공대, 연세대가 100위 안에 뮌헨공대, 하이델베르

찍 미래에 도착한 핀란드의 복지가 한국이 앞으

크대, 베를린자유대, 뮌헨대, 프라이부르크대, 튀

로 추구해야할 모델이며 한국의 미래에 그런 국

빙겐대가 100위 안에 들어갔지만 암스텔담대 49

가가 될 것이라고 누가 지금 상상할 수 있단 말

위, 코펜하겐대 51위 보다 뒤졌다. 이 평가는 영

인가?

어권 대학이 유리하고 고교졸업 성적이 객관적으

그러나 오바마와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부러워한

로 평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교육, 이제 방향을 조금 틀어 인권과 인간

별 의미 없다. 더구

나 인문학에 대한 평가는 더욱 어렵다.

의 자유, 평등, 박애에 가장 근접한 교육을 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교육을 한국교육의 모델로

The Nordic theory of Everything ; In Search

잡고 그 방향으로 전진해야 한다. 공교육을 국가

of a Better

가 책임지고 국비로 모든 교육을 책임진다면 왜

Life

‘북유럽 사회가 행복한 개인을 키우는 방법’ 을

아이들 낳지 않겠는가? 정치가 스웨덴 국회처럼

쓴 핀란드의 아누 파르타넨Anu Partanen의 저서

만 바뀌어도 국민이 기꺼이 세금을 내 교육비재

를 우리말로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

원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니다>로 번역된 책을 보면, 노르딕이론이 나온다.
얀테의 법칙, 노르딕 10계명은 이렇다.

교육과 사회복지에서 그렇게 방향을 바꾼다면 한
국인들은 기꺼이 그 변화에 동참하고 그 결과에

1.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 만족하게 되지 않을까? 한국의 교육이념 홍
익인간이 실현되게 될 것이다.

2.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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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학의 보고인 천부경을 친히 해석하고 계승해서
전개하기 위하여 삼일신고(三一神誥)를 지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고유사상과 홍익인간사상

천부경의 정신철학을 계승하고85) 홍익인간사상을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

널리 백성들에게 폈다.

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상관성이 있음을 먼

한웅천왕은 거발한 환인천제로부터 환인오훈(桓

저 성급하게 언급하고 싶다.

仁五訓))을 계승하여

홍익인간의 이념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

조칙을 내려 절대적인 교육서로 익히고 실행케

과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고유사상과도 절

하였다. 그 결실은 도덕입국으로 튼튼한 홍익인간

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을

사상으로 초석을 세운 것이다.86)

하면 우리의 개천경(開天經) 속에는 홍익인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단군왕검황제가 탄

사상이 녹아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무리한 말이

강하였다.

아니다.

단군왕검께서는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새로 나

그러면 먼저 거발한 환인천제가 건국한 한국(桓國)

라를 세워 나라이름을 조선(朝鮮)이라고 하였다.

시대의 한인천제(桓仁天帝)께서 구전(口傳)받은 

이때가 바로 중국의 요(堯)임금과 같은 시대였던

천부경과의 관련성을 간략히 논구해보자.

것이다. 이 내용이 중국의 역사서인 위서에 보인

천부경에 내재한 홍익인간사상을 천인합일사상

기록이다. 이와 관련된 중국의 옛 기록을 보면 다

(天人合一思想)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주정

음과 같은 내용도 보인다.

전개하였는데

백성들에게

신으로 세계에 확산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천부경의

정신철학이기도하다.83)

그 옛날에 하늘나라에 황제가 있었는데 바로

여하튼 우리의 희망은 바로 천지간에 모든 만물

한인천제인데 여러 아들 중에 한웅(桓雄)이

가운데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우주창조의 가능성

있었다. 그는 자주 천하에 관심을 갖고 인간세

이 있는 것이다.

상을 가 보고 싶어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그런데 신시 배달국을 개국(開國)한 한웅천왕은

뜻을 알아차리고 세봉우리가 우뚝 솟은 태백

개국과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이념으로

확정하였

산을 내려다보니 인간들을 널리 도웁게 (弘益

다84). 이는 혁신적 창안이기도하지만 배달국을

人間)해줄 수 있는 신성한 땅으로 알았다. 그

개국한 한웅천왕은 문자(文字)를 발명했기 때문

래서 천부인(天符印)3개를 주어 인간 세상을

에 획기적인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다스리게 하였다.

확신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때에 황제께서는 한웅에게 국토개척단의

한웅천왕은 자신이 거룩하고도 위대한 세계적인 철

사명을 띤 무리 3,000명을 딸려주어 용기를

83) 김익수, ｢천부경 철학과 문화를 계승한 공자의
역학사상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84집, 한국사
상문화학회, 2016.
84) 김익수, ｢홍익인간의 이념에 관한 연구｣ 경기어문
학 창간호 경기대학교 1980

85) 김익수, ｢천부경을 계승한 우리나라의 고유사상
에 관한 연구(1)｣ 한국사상과 문화 83집, 한국사상
문화학회, 2016.
86) 김익수, 동방의 효사상과 인성교육원론 서울, 수
덕문화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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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주었는데 곧바로 태백산 신단수(神檀樹)

이 천손자손임을 자부하면서 천신(天神)에게 제사

아래로 내려와서 정착하게 되었다. 그곳을 신

를 올리고 조상을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시(神市)라고 한다.

노인도 공경하고 형제를 친형제처럼 사랑하고 따뜻

배달국을 개국한 한웅천왕은 바람, 비⋅구름을

한 마음을 나누면서 즐겁게 살아갔다. 그럼에도 근

맡은 신(神)들을 거느리고 곡식(穀食), 수명

래에 세찬 파도처럼 강하게 몰려온 서구사상의 양

(壽命), 질병(疾病), 형벌(刑罰), 선악(善惡)등

독(洋毒)은 우리의 미풍양속(美風良俗)도 침식해버

모든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事)들을 주관하

려 퇴색해 버리고 한국정신을 근본적으로 잃게 하

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 때에 호랑

였다.

이 한 마리와 곰 한마리가 같은 굴속에 살았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7,132년의 한인족(桓人族)의

는데 그들은 항상 신웅(神雄)즉 한웅에게 빌

정신을 여지없이 묵살시켜 놓았다. 그럼에도 몰지각

어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이에 신

한 한국인들은 우리의 고유사상과 홍익인간정신을

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줌과 마늘 20개를 주면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수 없다. 우리들의 시대적 과제는 하루속히 한국정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서 백일(百日)동안을 햇

신을 되찾고 세계적인 우리 문화를 천박한 서구문

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의 선호의식으로 전환된 것을 반드시 반전시켜야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3, 7일(21일)

할 것이 시대의 소명으로 알고 국민의 의식을 바꾸

동안을 조심하였더니 곰은 여자로 확실히 변

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였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사

이 일이야말로 우리 국민과 정치권자, 그리고 교

람으로 변신하지를 못하였다.

육정책자들은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여자로 변한 곰은 혼인(婚姻)을 해서 같이 살

하는 바이다.

사람이 없어서 날마다 신단수(神檀樹)밑에서
아기를 갖기를 기원하였다.

Ⅱ. 한국의 고유사상과 홍익인간사상의 역사적 배경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한웅(桓雄)께서는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녀(女)와 혼인을 하
여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이 분이 단군왕검

1. 한인천제의 천부경과 ‘한인오훈’에 내재한 홍익
인간사상

(檀君王儉)이다.
단군왕검은 중국 요임금이 즉위한지 50년이

천부경은 한국사상의 우두머리가 되는 아주 중

되는 경인(庚寅)년에 평양성에 도읍하여 나라

요한 원두처요, 철학의 보고(寶庫)이다. 뿐만 아

의 이름을 조선(朝鮮)이라고 하였다. 또 도읍

니라 동북아의 가치가 내재해 있고 세계철학의

(都邑)을 백악산의 아사달로 옮겼다.

종맥이라고 할 수있다.89)
천부경에서 한역((桓易)이 시단이 되었고90)

이에 대한 내용을 환단고기에서는 달리 아주
현실성 있게 적어놓고

있다.87)

역의 근본적인 원리가 나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여하튼 단군조선

한다. 이 것만 보아도 동북아사상의 우두머리가

국은 B. C2, 333-BC238년까지 47대 2096간이

되며 여기에서 주역(周易)의 원뿌리가 나왔음을

나 지속된 나라이다. 이 때에 제후국이 70여국이
나 되었다고 하니 국세가 당당했던 것 같다.
단군왕검황제는 인효(仁孝)를 중시하여 교육에 중
점을 두었고 인간366사를 지어 생활 속에 홍익인
간사상을 널리 전개하였다.88) 이로 인하여 사람들

88) 김익수, 단군왕검황제시대, 동방의 효사상과 인성
교육원론, 서울 수덕문화사, 2017
89) 김익수, ｢천부경 철학을 계승한 공자의 주역계사
전 연구｣ 천부경연구원 주최 천부경학술대회, 서울
프리스센터 기자회견실 발표자료집, 2016, 11. 9.
90) 김익수, ｢인류의 시원사상고 환역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제6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87) 환단고기 참조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219

특별기고 9 홍익인간사상 형성의 사상사적 배경과 현대적 가치

인식해야한다.

91)

자)는 모습(形)이 없는지라.

천부경의 81자 일부내용을 도형화하고 부호화

아무 것도 없는데서 돌리고 만들고 진화시키

한 것이 바로 ‘한역(桓易)’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는 이가 곧 한얼님이요, 있음을 빌어 나고 죽

야 한다. 이는 로마문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고 즐기고 괴로워하는 것들은 바로 사람과 만

서방에 알려진 것이다.

물이니라.

배달국의 복희가 녹도문으로 번역된 천부경을

처음에 한얼님이 주신 성품은 본디 참됨과 망

읽고 여기서 암시를 받아 복희 선천팔괘를 그어

령이 없건만 사람이 그것을 받은 뒤로부터는

역경의 시단(始端)을 이룬 것은 특기할 만하며

순수하고 섞임이 있게 되었으니 비유하건대 백

유교사상의 골격이 역경이라고 볼 때에 동이인

군데의 시냇물에 한 달이 같이 비치고 같은 젖

복희는 유교형성의 첫 관문을 열은 것이며 동북

건만 만(萬)가지 들이 다다르게 피어남과 같으

아 내지 세계철학사에 신기원을 열었다고 단정하

니라.

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애닲으다. 모든 사람들은 사특하고 어리섞음에
얼키어 마침내 어질고 슬기로움에는 어두어지

2. 한웅천왕의

삼일신고92)와

‘한웅육훈’

에 내재한 홍익인간사상

며 마음속의 완악한 불길이 세상의 물욕을 끓
이고 서로 다투는 허망한 생각의 먼지가 본성
의 마음 구멍울 가리어 그로 말미암아서 흥하

한웅천왕이 개천해서 개국한 것은 B.C 3898이었

는듯하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이

다. 이때에 개국이념과 교육이념이 홍익인간이었

마치 아침 햇빛아래에 노는 듯 하루살이와도

음은 이미 전술한 바있다. 환국시대 거발한 한인

같고 촛불에 날아드는 가엾은 나비를 면치 못

천제께서

계승하여

하거니 어린 아들이 우물에 빠지는 것에만 비

한인육훈(桓仁六訓)으로 전개하였다. 교육의 핵심

길 바 아니거늘 어찌 자비로운 아버지 (慈父)

은

내린 한인오훈(桓仁五訓)을

인효(仁孝)였다.93)

가 어찌 차마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으랴.

역시 인효사상에 홍익인간사상이 내재하여 있음

이것이 무릇 큰 덕(德) 과 큰 슬기와 큰 슬기

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로 인하여 배달국시대는

와 큰 힘을 가지신 한웅께서 사람의 몸으로

문자(文字)의 발명으로 인하여 교육이 크게 발달

화(化)하여 세상에 내려오신 까닭이며 또 교

하였다.

화를 펴시고 나라를 세우신 까닭이니라. 이 세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우리의 고유사상인 천부경

한얼 말씀은 진실로 머릿속에 보배롭게 간직

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삼일신고를 지어 설명

한 가장 높은 참 이치이고 뭇사람들은 밝은이

하였다. 그러면 삼일신고의 대체(大體)를 이해

가 되게 하는 둘도 없는 참 경전이니 그 깊고

하기 위하여 서문을 먼저 읽어보자.

오묘한 뜻이 밝고 빛나는 글이야말로 범인(凡
人)의 육안으로는 엿보아 알 수 있는 것이 아

신(臣)이 그윽히 엎드려 듣자오니 뭇 기틀은

니니라.

형상이 있고 온갖 것을 창조하는(우주의 주재

우리 임금(발해의 1대 고왕 )본디 한얼님으로부

91) 김익수, ｢천부경의 정신철학을 계승한 공자의 도
(道)를 함의한 주역게사전의 심층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8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1 31쪽 참조
92) 삼일신고는 동방의 한민족의 신교신앙의 세계관과
신관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기본정신은 천
부경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한웅천왕 때에 글로 엮
어진 것이다.
93) 한국의 건국자인 한인천제의 한인오훈을 계승하여
배달국의 개국자인 거발한한웅천왕은 한웅육훈을 조
칙을 내려국교화했는데 핵심은 인효(仁孝)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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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맑은 바탕을 타고나서 한얼님이 내려주신 계
통을 이어서 나라의 터전을 정하시고 누렁치마
를 입으시고 한얼 말씀이 적힌 거룩한 책궤를
받들어서 비로소 친히 비로소 친히 보배로운 기
림글을 익히시니 오색이 은하수에 나부끼고 일
곱 별들이 북극성에 들린지라, 이 때에 사해에
물결이 맑아지고 모든 나라에는 백성들이 편안
하니 아아 거룩하오이다.

한국효문화연구원 이사장 김 익 수

신이 외람되이 모자라는 학식으로 감히 거룩
하신 분부를 받드오니 재주는 한정이 있는데

한웅천왕은 개천하면서부터 생민을 하고 시화

길(道)은 다함이 없고 마음은 말하고 싶으나

하며 천경을 널리 펴고, 삼일신고를 강설(講

입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비록 이 글을 짓기는

說)하여 군중을 크게 가르쳤다.

하였사오나 태산이 티끝을 보태고 큰 못애 이
슬을 더함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여하튼 한웅천왕이 개국하면서 천부경을 설명

천통(天統)17년 3월 3일 반안군왕 신(臣) 야

하기 위하여 직접 편술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친

발은 삼가 임금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서문(序

것인데 천부경의 정신철학을 계승한 것이 틀림

文)을 적나이다.

없으며 동시에 홍익인간사상이 내재하여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삼일신고의 내용은 대개 하나(一)를 잡아서 셋
(三)을 머금으며 셋(三)을 모아서 하나(一)로 돌

3. 단군왕검황제의 인간366사와 ‘팔조교’

아가는 뜻을 본령으로 삼고 있다. 총 5장으로 나

에 내재한 홍익인간사상

누어져 삼신조화(三神調和)의 본원과 세계만물의
교화를 상세하게 논한 내용이다. 한웅이 삼신(三

단군왕검황제님은 B, C2, 333년에 개국하여 B,

神)에게 제사(祭祀)지냄을 주재하고 삼일신고

C. 239년까지 지속해서 동북아를 통일시키고 70

를 편술하여 산하를 널리 개척하며 백성들을 두

여국의 제후국을 거느렸다.

루 가르쳤다.

그런데 교육은 배달국의 한웅천왕의 ‘한웅육훈’을

천부경은 9천 여 년전 한인시대부터 구전되었

계승하여 ‘팔조교(八條敎)’로 받아들였는데 사상

음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삼일신고도 한인천제

은 인(仁)사상이요 실천적 교육은 효행으로 실행

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설도 있으나 6천 년 전 한

케 함으로써 홍익인간사상을 착실하게 평소 생활

웅천왕이 직접 편술하여 천부경의 무궁무진한

속에 수용하였다.

우주의 원리와 정신철학을 정착시켰다고도 볼 수

단군왕검황제의 인간366사는 단군신선께서 개

있다.

천경의 하나인 치화경으로서 삼대경서 중의 하나

이러한 우리의 고유사상이 위정자의 정책, 종교계

이다. “인간366사는 을파소 선생이 전하였다.”고

를 통해서 배달교, 단군교, 대종교 등에서 전래되

하였는데 그는 백운산에서 기도 중에 이 경(經)

고 있으며 단군교에서는 ‘단군예절팔리훈’이라고

을 얻은 것인데 천서(天書)로 얻었다고 한다.

도 하며, ‘성경팔리’상, ‘팔리훈(八理訓)’으로도 전

또 을파소의 서문에서는‘신시이화지세(神市理化之

해지고 있다. 단군교와 단군부흥경략에서는 본

世)…교화대행(敎化大行) 홍익제물(弘益濟物) 막

교의 진리는 천부경, 성경, 삼일신고라고

비참전지소성야(莫非參佺之所成也)’라 한 것을 보

출처를 밝히고 있다.

면 이 경(經)이 신시 한웅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규원사화에서는 삼일신고에 대한 단평에 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사기(神事記)에는‘치화

하여 간단히 약술해 놓고 있다.

주왈한검(治化主曰桓儉)…주치인간삼백육십육사
(主治人間三百六十六事)’라고 한 것을 보아 인간

桓雄天王은 肇自開天하여 生民施化하며 演天經

366사를 ‘한검’이 인간 치리의 강목으로 내린 것

하고 講神詁하여 大訓于衆하다.

이다.
그렇다면 치화주(治化主)는 곧 3신 일체(三神一

삼성기(三聖記)94)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體))의 그 용(用)이기 때문에 치화법리인 인간
366사는 3신 천제의 소설(所說)로 간주되니 조
화경⋅교화경⋅치화경인 이 3대 경서는 특

94) 삼성기(三聖記) 하, 원동중(元董仲) 찬(撰).

히 본문 119조 후박(厚薄), 131조 상철(上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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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철(中哲)⋅하철(下哲), 218조 불살숙(不殺宿),
258조 기화(氣化)⋅성화(聲和), 260조 참전팔계

‘정성(誠)’이란, 인간으로서의 정신운용이 그 첫째

(參佺八戒), 289조 연촉(聯燭), 328조 참전성도

강목이다. 그리고 제2조 경신(敬神)에 경과 신에

(參佺成度), 331조 종지소중(倧之所重)⋅전지소

대해 다음과 말했다.

중(佺之所重) 등을 보아 상호 관련성을 알 수 있
다.

‘경(敬)’이란 지극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며,

그동안 이 경(經)이 여러 가지 명제로 간행이 거

‘신(神)’은 곧 한얼님이시니. 해⋅달⋅별과 바

듭 되었다. 즉 단군교8리, 성경8리, 8리훈,

람⋅비⋅우뢰는 형상이 있는 한울이요, 물건을

단군예절교훈 366사, 인간366사 등을 들 수

보지 않음이 없으며 소리를 듣지 않음이 없음

있으나 그 문헌사적인 자료들을 인고(引考)해보

은 형상이 없는 한얼이다. 형상이 없는 한얼을

면 아무래도 단군왕검황제의 인간366사라는 것

한울의 한얼이라 이르니, 한울의 한얼은 곧 한

이 원명(原名)이라고 보인다. 여기에서 인간366

얼님이시니라. 사람이 한얼님을 공경하지 않으

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약술하려고

면 한얼님도 사람에게 응대하지 않아서, 마치

한다.

풀과 나무가 비와 이슬과 서리와 눈을 받지

천부경의 천리 차원에서 ‘본심인본태양(本心本

못함과 같으니라(敬者는 盡至心也요 神은 天

太陽)’으로부터 비롯한 진리의 체계적인 바탕위에

神也라 日月星辰과 風雨雷霆은 是有形之天이

서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이치를 우리 인간이

요 無物不視하며 無聲不聽은 是無形之天이라.

알고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설

無形之天을 謂之天之天이라 하나니 天之天은

명을 하였다. 특히 인간366사의 항목 구성만으로

卽天神也라 人不敬天이며 天不應人하야 如草

도 진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木之不敬雨露霜雪이니라).

이와 같이 천부경을 배경으로 하여 삼일신고
『인간366사』로 이어지는 천리와 진리 속에는

천(天)은 공간적인 우주전체이고 천신(天神)이라.

분명히 인간이 바로 살아가는 미래지향적 비전이

그 우주전체의 주재자(主宰者)이시다.

내재한 홍익인간사상이 함축되어 있음은 두말할

제3조 존봉(尊奉)에서 존과 봉을 다음과 말했다.

것도 없다.

‘존(尊)’이란 숭배함이요, ‘봉(奉)’이란 정성의

여기에서 부언해두는 것은 삼일신고와 366여

옥패(玉佩)이니, 사람이 한얼님을 높이 받들면

사는 366문자의 글이요, 인간366사의 366사는

한얼님이 또한 사람에게 정기를 내려주시어

인간이면 알고 꼭 실천해야 할 366가지의 일(事)

마치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언 몸에 옷

이다.

을 입힘과 같으니, 만약 정성 없이 한얼님을

본고에서 교육과 관계있는 인간366사 중에 팔

높이면, 귀머거리나 소경과 같아서 들으려 하

리훈(八理訓)에서 제 일리(一理)인 제1장 성론

여도 들리지 않으며 보려고 하여도 보이지 않

(誠論)을 살펴 펴기로 한다.

느니라(尊은 崇拜也요 奉은 誠佩也라 人而存

제1조 성장(誠章)에서 성(誠)을 다음과 말했다.

奉天神이면 天神이 亦降精于人하야 如乳於赤
喘하며 衣於凍體하고 若無誠而尊之면 且聲하

‘성(誠)’이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품

고 且盲하야 聽之無聞하고 視之無見하나니라).

성을 지키는 바이니 이에는 6체(體)와 47용
(用)이 있느니라95)(誠者는 衷心之所發이오 血

절대자이신 한얼님을 높이 받들어야만 한얼님의

誠之所守니 有六體四十七用이니라).

정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4조 숭덕(崇德)에서 숭(崇)과 덕(德)에 대해

95) 인간366사의 번역은 주로 송호수 박사의 견해를 참고하고
보완수정은 연구자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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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말했다.

한국효문화연구원 이사장 김 익 수

숭(崇)은 높임이며 덕(德)은 한얼의 덕이니,

중도로 지켜 나가면 한얼의 도가 마침내 드러

숭덕(崇德)이란 한얼의 덕을 높임이라. 한얼의

나느니라 (彰은 贊也요 道는 天神正道也라 人

덕이란 가문 땅에 단비가 내리고 그늘진 골짜

이 以正道則妖怪가 不能顯其狀하고 邪魔가 不

기에 봄볕이 쪼임과 같으니, 잠깐 동안이라도

能逞其奸하나니 夫正道者는 中道也라 中一其

진실로 한얼의 덕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

規하면 天道乃彰하나니라).

되지 못하고 물건이 물건 되지 못하나니, 그러
므로 철인(哲人)은 한얼의 덕의 칭송이 자자

요컨대

천신(天神)의

정도(正道)에는 사(邪)가

하느니라 (崇은 尊之也요 德은 天德也니 天德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니, 언제나 정도를 밝혀야

者는 甘霖於旱土하고 陽春於陰谷之類也라 造

할 것이다.

次之間에 苟未有天德 이면 人而不爲人하고 物

제7조 극례(克禮)에서 극(極)과 예(禮)에 대해

爲不爲物이라 是以로 哲人은 孜孜하야 頌天德

다음과 말했다.

하나니라).
극(禮)은 지극하다는 것이며 예(禮)는 한얼님
요컨대 천덕(天德)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항상

을 공경하는 예(禮)이니, 예가 없으면 공경하

높이 칭송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성의가 없나니 만

제5조 도화(導化)에서 도와 화에 대해 다음과 말

약 예를 다하고 공경을 다하면 한얼님이 강림

했다.

하시느니라(克은 極也요 禮는 敬天神之禮也라
無禮則不恭하고 不恭則無誠하나니 若盡禮라며
‘도(導)’란 가르치어 이끈다는 것이며, 화(化)

盡敬이면 天神이 穆臨于上하시니라)

란 천공(天工)의 조화를 이름이니, 사람이 천
공의 조화를 알지 못하면, 한얼과 사람의 이치

요컨대 예(禮)로서 지극히 한얼님을 공경해야 한

에 어두워, 나의 타고난 성품이 어디에 따라

다는 것이다.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나의 몸뚱이가 어디

제8조 숙정(肅靜)에서 숙과 정에 대해 다음과 말

로부터 온 줄을 알지 못하나니, 먼저 이를 깨

했다.

닫지 못하면 나머지 깨닫는 바도 없을 것이니,
철인은 마땅히 터놓고 사람을 인도하느니라

‘숙(肅)’은 기운을 세우는 것이요, ‘정(靜)’은

(導는 指引也요 化는 天工造化也라 人이 不知

마음을 정하는 것이니, 기운을 세우면 물욕을

有天工造化則昧於天人之理하야

不知我賦性이

짓지 아니하고, 마음을 정하면 한얼의 이치가

從何而受矣 요 亦不知我身體自何而來矣라 覺

저절로 밝아 햇빛 아래 거울을 걸어 놓음과

不先比이면 無所餘覺이리니 哲人은 宜開하야

같아서,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밝게 비치니.

導後人하느니라).

숙정(肅靜)으로 한얼님을 공경하면, 능히 한울

요컨대 한얼님의 조화를 항상 널리 계몽을 하고

에 계신 신령을 볼 것이니라 (肅은 立氣也요

교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靜은 定心也라 立氣則物慾을 不作하고 定心則

제6조 창도(彰道)에서 창(彰)과 도(道)에 대해

天理自明하야 如日下掛鏡하야 陰暗映輝하나니

다음과 말했다.

以肅靜敬之하면 能觀在天之靈하리라).

‘창(彰)’이란 밝힘이요, 도(道)는 한얼님의 정

요컨대 본심(本心)을 가다듬으면 물욕이 떠나고,

도(正道)이니, 사람이 정도로써 하면, 요사스

마음을 정하면 천리(天理)가 밝아진다.

러운 괴물이 능히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제9조 정실(淨室)에서 다음과 말했다.

사특한 마귀가 능히 그 간사함을 품지 못하나
니, 대저 정도란 중도(中道)이니, 그 법도를

‘정실(淨室)’은 한얼님을 높이고 받드는 곳이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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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높고 깨끗한 데를 가려야 하며, 비린내와

제12조 정심(正心)에서 다음과 말했다.

더러움을 금하고, 떠들지 말며, 너무 번거롭지

‘정심(正心)’이란 한얼의 마음을 바름이라. 마

말고, 쓰는 그릇은 보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음에는 아홉 개의 구멍(口⋅兩眼⋅兩耳⋅兩鼻

그 정결한 것이 중요하니라. (淨室者는 尊奉天

孔⋅兩便公)이 있으니, 육감(六感:喜⋅懼⋅哀

神之處也라 卜陟乾하며 禁葷穢하며 絶喧譁하

⋅怒⋅貪⋅厭)이 희롱하면 한얼의 이치를 구

며 勿繁式하고 器具에 不在重寶요 質潔이 是

하려 하여도 얻지 못할지라. 한 조각 영대(靈

要니라).

臺)가 높이 솟아 홀로 서면, 태양의 광명이 구
름과 안개가 사라지고, 큰 바다가 넘실거림에

요컨대 천신(天神)을 받드는 곳은, 청결한 곳을

모든 티끌이 없어짐과 같으니라. (正心者는 正

가릴 것이며, 번잡을 피하고, 의식은 간단하고, 깨

天心也라 心有九竅하나 六感이 弄焉이면 求天

끗한 그릇을 쓰되 비싼 것을 택하지 말라.

理而不可得也라

제10조 택재(擇齊)에서 택(擇)과 재(齋)에 대해

太陽이 光明에 雲霧消滅之하고 大海汪洋에 塵

다음과 말했다.

埃杜絶之니라).

若一片靈臺가

巍然獨立하면

‘택(擇)’이란 지극한 정성의 거동이며, 재(齊)

요컨대 영대가 탁 보이면, 세상사가 한 눈에 오연

란 고요히 경계하는 뜻이라. 비록 빌 것이 있

히 밝혀질 것이다.

더라도 육감(六感: 喜⋅懼⋅哀⋅怒⋅貪⋅厭)의

제13조 의식(意植)에서 의(意)와 식(植)에 대해

여세를 몰아 갑자기 구하면, 이는 한얼님에게

다음과 말했다.

방자함이니. 반드시 날을 가리어 마음을 가다
듬고 한결 같은 정성 줄이 가슴 속에 서린 뒤

‘뜻(意)’이란 마음에서 명을 받는 것이요, ‘식

에 행해야 하며, 그러면 한얼님이 굽어보시느

(植)’이란 뿌리를 심어 옮기지 않음이니, 뜻이

니라 (擇은 至精之儀也요 齊는 靜戒之意也라

한얼 마음에서 명을 받지 않고 사람의 욕심을

雖有所禱라도 以六感餘使로 猝然求之면 此는

쫓아 망령되이 움직이면, 몸 전체가 명에 어기

慢天神也니 必擇日戒心하야 一道誠線이 盤榮

어 마침내 그 공을 거두지 못하고 바람에 불

于胸次然後에 乃行則 天神이 俯瞰하시리라).

리는 가지에 그 뿌리도 흔들리게 되느니라. 한
얼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할진대, 먼저 뜻의

요컨대 원도(願禱)를 올림에, 날짜를 택하여 마음

밭을 갈아 고르게 하여야만 그렇게 될 수 있

을 재계(齋戒)하고, 정성 줄이 가슴속에 서리도록

느니라. (意는 受命於心者也요 植은 株植而不

하여야 한다.

移也니 意不受命於天心하고 從人欲而妄動則百

제11조 회향(懷香)에서 다음과 말했다.

體反令하야
欲正天心인대

회향시(懷香詩)에 이르되. 한 향로를 받들어

終不收功而風枝에

遂搖根矣리라

先耕意田于衡이라야

乃運하리

라).

올리고자 할진대 공손히 천리 길 같은 마음을
품어라. 향불 연기는 날아올라 쉬이 흩어지지

천심으로 돌이키려면, 먼저 심전(心田)을 고르게

않나니, 마음 향하는 곳을 정하면 지성(至誠)

해야 한다.

이 깊어지리라 (香詩에 曰 欲供一爐奉인대 恭

제14조 입신(立身)에서 임(立)과 신(身)에 대해

懷千里心하라 香煙이 飛不散하나니 定向至誠

다음과 말했다.

深이라).
‘입(立)’은 곧은 것이오, ‘신(身)’은 몸이니, 마
요컨대 소향(燒香)을 드림에, 마음은 차분히 정하

음에 부끄러운 것을 없앤 연후에야 몸을 곧게

여지고, 지성심은 그윽하게 깊어진다.

하여 세상에 설 수 있나니. 마음을 바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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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숨기고 몰래하는 사이에 짜증과 번

이니라).

민이 번갈아 이르러, 정기가 흩어지고 기운이
쇠약해지나니, 그래서 철인은 여유 있고 중인

요컨대 태산같은 무게와 신룡(新龍) 같은 기세의

은 굽실거리느니라. (立은 直也요 身은 躬也라

위엄이 넘쳐흘러야 한다.

無所傀於心然後에 乃直躬하야 立於世矣요 不

제17조 허령(虛靈)에서 허(虛)와 령(靈)에 대해

正心則隱微之間에 惱懣이 交至하야 精散而氣

다음과 말했다.

衰하나니 是故로 哲人은 粹潤하고 衆人은 傴
僂하느니라).

‘허(虛)’란 물건이 없음이요, ‘영(靈)’이란 마음
의 영검함이니, 그러므로 허령한 이에게서는

요컨대 마음이 바르면 언제나 여유가 있고, 마음

마음에 가리운 것이 없어 굳건한 색이 영롱하

이 부정하면 정기가 흐트러져서 조잡스럽게 된다.

게 빛나나니, 빈 가운데에서 이치와 기운이 생

제15조 불혹(不惑)에서 다음과 말했다.

겨 크게는 천계를 두루 하고 작게는 티끌에까

‘불혹(不惑)’이란 만물에 미혹되지 않음이라.

지 들어가니, 그 이치와 기운은 허하고 또 신

마음이 바르면 밝아져서 만물이 밝게 비치기

령하니라. (虛는 無物也요 靈은 心靈也라 虛靈

때문에 자연히 그 추하고 아름답고 정밀하고

者는 心無所蔽하야 犀色이 玲瓏하고 虛中에

엉성함이 나타나, 우리의 분멸을 기다리지 않

生理氣하야 大周天界하며 細入微塵하나니 其

고서도 먼저 그 밝음에 의하여 만물을 알게

理氣也 且虛且靈이니라).

되나니, 어찌 미혹할 수 있으랴. 마음이 밝지
못하면 발(簾)을 겹쳐서 막은 것 같아서, 발

요컨대 마음속을 텅텅 비워서 그 속의 묘를 체득

밖에서 달아나고 날아가는 것이 짐승인지 새

한다면 천상이나 티끌까지도 그 이치가 밝혀질

인지를 알지 못하여, 드디어 미혹이 나느니라.

것이다.

(不惑者는 不惑之於物也라 心正則明하니 物照

제18조 치지(致知)에서 다음과 말했다.

於明에 自顯其醜姸精粗하야 不待我別之而物先
知於明하나니 何惑焉이리요 心不明則如隔重簾

앎에 이른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바를 알아

하야 簾外走的飛的이 不知是獸是禽하야 惑遂

깨달음이라. 바른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면, 마

生焉이니라).

음의 얼은 그 앎을 차지하나니 마음의 영은
그 깨달음을 차지하여 소리가 들어오면 얼이

마음이 밝지 못하면 판단이 흐려 사물에 대한 분별이

통하고 물건이 다가오면 영으로 깨달아, 이미

어두워지게 된다.

지나간 일과 장차 올 일을 당시처럼 환하게

제16조 일엄(溢嚴)에서 일(溢)과 엄(嚴)에 대해

알게 되느니라 (致知者는 知覺乎所不知也라

다음과 말했다.

正心而無間斷焉則 心神은 掌知하고 心靈은 掌
覺하야 聲入而神通하고 物來而靈悟하야 旣往

‘일(溢)’은 물이 가득하여 넘친다는 것이며,

將來를 燎若當時하리라).

‘엄(嚴)’이란 공명정대한 기색이니. 한울이 가
을 뜻을 머금으면 엄숙한 기운이 세계에 넘치

요컨대 정심(正心)을 굳게 지키면, 얼이 앎을 통

고, 사람이 바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엄한 기

하여 과거와 미래의 숙명을 통찰할 수 있게 된다.

운이 한결같이 일어나나니, 그 위엄은 신령스

그 외에 인간366사 1理 誠章은 19조 폐물(閉物)부

런 용과 같으며 그 모습은 높은 멧부리와 같

터 54조 망형(忘形)까지는 지면관계로 생략한다. 이

으니라. (溢은 水盈而遇也요 嚴은 正大之氣色

단군인간366사는 단군왕검황제께서 교훈으로 확정

也라 天含秋意에 肅氣溢于世界하고 人包正心

하여 정착해 갔음을 볼 때에 아주 믿음이 간다. 여기

에 嚴氣一于動作하야 威如神龍하고 形似喬嶽

서 이미 한웅시대에 고유 경전 속의 효사상이 유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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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상으로 계승된 것이다.

국한된 일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위에서 단군왕검황제의 인간366사의 제1장 성

한국시대를 지나고 배달국시대에 이르면서 복희

(誠)에 대한 본문을 적어 보았다. 본 연구와 관련이

씨는 선천역을 도출하여 선천팔괘를 그어냈다. 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2장 의(義), 제3장 애

(周)나라에 이르면서 동이인 문왕은 후천팔괘를

(愛), 제4장 제(齊), 제5장 화(禍), 제6장 복

그어냈다. 주공은 384효를 지어냈다.

(福), 제7장 보(報), 제8장 응(應)인데, 이에 대

단군왕검황제 시대에 이르면서 제후국인 춘추시

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어 연속해서 연구하려고 한

대에 살던 공자는 십익(十翼)을 지어냈다. 십익

다.

중에 주역.계사전은 공자의 작으로 공인되었지
만, 근본적으로 알고 보면 천부경에서 근원되었
음을 알 수 있다.97) 역학의 발전과 함께 인류의

Ⅲ. 홍익인간사상의 절대적 가치와 현대적
수용의 필연성

문명이 발전하였고 철학도 크게 발전하였다. 연구
자는 유, 불, 도 삼교가 천부경에서 시원되었음

우리나라에서 우뚝한 일을 두 가지만 꼽아 본다

을 천명할 것이다.

면 첫째는 역사의 유구함이요, 동시에 가장 세계

천부경이야말로 동북아사상의 시원이 됨을 모

적인 인효교육문화를 들 수 있다.

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싶다. 이제는 알려지고

둘째는 사상적으로는 천부경이 나와서 세계철

있지만, 배달국을 개국한 한웅천왕이 두 가지 면

학의 씨앗이요, 정신철학의 기저를 이루었다는 점

에서 이념(理念)을 확고히 세워놓았는데 하나는

이다.

개국(또는 開天)이념이고 또 하나는 교육이념이

이 일이야말로 한국사상의 원류요, 동북아상의 묘

다. 내용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었다.

맥(苗脈)이며 모든 철학의 종학(宗源)이요, 세계

배달국의 한웅천왕도 효교육 문화를 아주 중시하였

철학의 종맥(種脈)이기도 하다.

다. 한인천제의 ‘한인오훈’을 계승하여 인효교육을 조

천부경의 핵심가운데는 홍익인간사상의 골격이

칙을 통해 국책으로 전국화 하였다. 여기에는 교육이

있기에 정신적 철학성이 있는 것이지만 이 당시

념이 중시되었는데 바로 홍익인간사상이 골격을 이

는 문자가 없어서 단지 말과 정신적으로만 입과

루었다. 배달국이 지속되기는 B, C2, 333-B. C238

입으로만 전해졌을 따름이다.

이었는데 무려 1565년간이었다.

그러나 배달국시대에 이르면서 ‘한웅육훈’으로 계

배달국의 한웅천왕은 천부경의 정신철학을 계

승하여 이어졌는데 한웅천왕의 영웅적 창조능력

승발전 시키기 위하여98) 삼일신고를 편술하여

을 발휘하여 신지혁덕으로 하여금 문자의 발명으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현대

로 인하여 파급효과를 통해 도덕윤리교육의 확산

인으로는 송호수박사가 홍익인간 사상의 개천경

을 기하여 인간교육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 일

 주석을 통해 상고의 한국사상 보급에 크게 역

이야말로 사람이 우선이라는 원칙이 선 것이다.

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시대의 하반에 들어서면서 천문이

배달국의 말기에 이르면서 인구는 늘고 경제문제

발달하고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무렵에 한

가 심각해졌다. 그리고 부족 간 분쟁도 빈번하게

인천제에 의해서 하느님 말씀으로 천부경이 전

일어나고 날로 지적인 욕구도 촉발되고 철학의

해졌다. 이로 인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과학이

빈곤으로 새로운 철학의 제시와 큰 정치가 요청

발전하기 시작했다. 한역(桓易)이

나오면서96)

역

학의 시원이 열렸다. 이로 인하여 수학도 나오고
하여 동시에 자연과학도 발달하였다. 이는 한국에

96)김익수, 인류시원사상인 한역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
과 문화65집 한구사상문화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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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김익수, 천부경의 정신철학을 계승한 공자의 도
(道)를 함의한 주역계사전의 심층연구, 한국사상과 문
화제 86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1.
98) 안호상, ｢배달겨레와 세계 인류의 얼인 사람을 크게
유익하게 하기｣ 인문사회과학편, 대한민국학술원
논문집37집, 1999
99) 송호수 삼화개천경, 개천민족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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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문제도 관심

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크게 높아졌다.

우리의 교육이념의 핵심인 내용이 천부경을 중

이 때에 비왕으로 있었던 단군왕검이 등장은 필

심으로 한 개천경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필

연의 세(勢)였다.

요가 있다.

단군왕검황제는 광할한 동북아의 영토를 관장하

이를 강조한 학자가 있다. 송호수는 홍익인간이념

는 천하통일을 하였다. 그래서 정치적제도로는 분

의 역사적 배경이란 논문을 발표했고,101) 임균택

권(分權)으로 하고, 이념은 홍익인간으로 하고 제

은 박사학위논문으로 홍익인간사상을 연구한 논

도는 화백으로 하였다. 민주주의는 차선(次善)이

문을 제출했다.102) 그러한 소신은 이풍용박사를

라고 하는데 한국적 민주주의가 서구 민주주의

지도해 놓았던 것같다.103)

보다 앞선 사례(事例)라고 볼 수도 있다. 배달국

본인도 평소 교육적 소신으로 홍익인간사상을 중

의 한웅천왕의 문화정책으로 표의문자가 나왔음

시했다.104) 오늘날 우리교육은 이념부재 철학부

을 중시하여 3세 단군갸록에 의하여 가림토문자

재, 교육본질 실종 도덕윤리교육의 허실로 대학입

를 발명케 하였다. 이는 표음문자의 시원이 된다.

시를 위한 교육으로 일변도이어서 공교육이 무너

우주의 본체가 태극(太極)이라면 천지, 일월, 산

지고 사교육이 극성이어서 사교육비가 국민생활

천은 모두가 나름대로 음양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태극이 있는 곳에 음양이 있고 음양이 있는 곳에

청소년 범죄는 날로 늘고 인간의 행복을 모르고

태극이 있다.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이 사

살아가니 희망을 잃고 산다. 해마다 이민을 가고

귀어서 만물이 나오기 때문에 태극을 우주만물의

자살률이 아주 높아졌다. 이러한 흐름은 사람들이

근원이라고 한다.

행복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때에 우리 교

조선조시대의 세종 때에 나온 훈민정음도 역학

육은 홍익인간의 이념교육을 원천적으로 전개하

(易學)과 관련이 있고 음양사상과 관련이 있다.

여야 한다고 제창한다.

훈민정음이 주역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홍익인간사상의 골격이 우리 상고대의 개천경

유정기교수

였다.100)

훈민정음해례를 보고 즉각

에 있으니 이를 계승하는 것이 곧 홍익인간사상

판단한 것이다.

을 연구하는 길이요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주체성

세계적인 한의학의 보전인 허준의 동의보감(東醫

을 살리고 철학이 있는 나라가 되는 길이다.

寶鑑)도 자연은 대우주인데 반하여

우리 몸은

소우주로 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의서(醫書)

Ⅳ. 맺음말

이다.
조국이 광복이 되면서 1949년 12월 31일 법률

위에서 논급했지만 우리교육은 교육이념부재, 철

제86호로 교육법이 마련되었다. 이 때에 크게 공

학부재, 도덕윤리부재 현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

헌을 한 분이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안호상 박

다. 오늘날 서양의 물질문명과 천박한 문화의 선

사였다.

호로 인하여 우리의 정신문화가 아주 타락했다.

교육법 제1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홍익인간이념

서양은 물질문화요, 동양은 정신문화인데 현재는

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으

전도되어 있다. 이를 바로세 우는 것이 우리의 시

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
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능력을 구유하
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
100) 유정기 대구대학교 논문집6, 7집 합병호 참조. 이
에 대하여 같은 견해를 연구한학자로는 유승국(성대),
이정호(충남대), 이성구(명지대), 김익수(한국체대)등이
다.

101) 송호수 ｢홍익인간이념의 역사적 배경｣ 서울시 교육
의정회 학술회의 학술대회 발표논문.
102) 임균택 홍익인간사상의 사적 배경 원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9
103) 이풍용, ｢홍익인간사상연구｣ 대전대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2002
104) 김익수, ｢홍익인간의 이념에 관한 연구｣ 경기어문
학 제1집, 경기대학교, 경기어문연구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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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과제이다. 오늘날 이기주의(利己主義)가 너

가르치기 위하여 국정철학을 바로 세워가자.

105)

무 만연되어 있다. 남을 헐뜯고 흠하고 모략하고
미워하는 관습은 좋지 않다. 남을 칭찬해 주고 관
용하고 용서해주며 배려하고 사양해야 하며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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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ducation

without

personality

education.
'How can we live happily?' In order to study it
in essence, we have to study Hong-Ik human

Abstract

thought.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study

Hong-Ik's Thought on the Formation of

"Cheonbukyung", "Samilsingo" and "Human 366

Human

works". This work is to restore the status as a

and

Thought

Modern

Historical

Value

/

Background

Kim,

IK-Soo

moral nation by raising the national status and to

(Director, Korea Institute of Hyo Culture

raise the light of future society.

& Hong-Ik Human Research Institute)
Key words: ChunBuKyung, Hong-Ik Human
Korea has the longest history in Northeast

Thought,

Asia

Educational

and

has

a

spirit

of

philosophy

and

culture. Quite simply, the world class classic
"Chunbukyung"

has

the

roots

of

Founding

Ideology,

Ideology,

Moral

Country.

Northeast

Asian thought and world philosophy. In addition
to that, it is the future value of life and it
also contains Hong-Ik Human Thought as a
guide.
Hong-Ik human thought has already been a
founding ideology and educational ideology in
our ancient times. During the Chosun Dynasty,
the

two

countries

had

to

suffer.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inheritance of
educational ideology was
distortion

of

history.

cut off with

After

liberation,

the
the

Dangun origins were restored in 1948 at the
Council of State, and the Education Law was
enacted on Dec. 31, 1949, Law No. 86. In
<Education Law>, the purpose of education is
Hong-Ik

man.

Hong-Ik

man

comes

from

"Cheonbukyung".
This

study

Hong-Ik

is

human

about

the

thought.

background
Hong-Ik

of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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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말
오늘날을

Ⅱ. 인성교육으로서 학교 음악교육의 필요성

지배하는

시대정신은

기존의

1. 음악적 감성 역량의 관점

효율성과 합리성의 원리에서 창조성, 창의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힘입어
교육과정

역시

지식

사회에서

요구되는

중심에서
역량

탈피하여

중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

역량

미래

‘심미적 감성 역량’은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패러다임으로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전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변화의 물결

발견하고

속에서

문화적 감수성, 다원적 가치 존중, 공감, 상상력

2015

근거하여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육의

핵심

중요성을

역량에

고찰하고,

음악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있다.

능력으로,

음악과에서

하위

‘음악적

요소로는

감성

역량’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특징 및 가치를

추구하는

개방적 태도로 수용하고 이해하며, 깊이 있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성찰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인 자주적인 사람,

행복을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2015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요소를

사람을

음악교육,

구현하기

교육과정에

등이

향유하는

위하여

자기관리

역량,

창출할

수

있는

문화교육,

국가차원)의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가지

정리하였다(권덕원, 2016).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

아래와

같이

<표 2> 2015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역량을 설정하였다. 2015 음악과 교육과정에

단계별 목표 요소

진술된 교과역량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표 1> 음악과 교과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단계화하여

그리고

이러한 핵심역량을 토대로 각 교과 특성에 맞는

1.
2.
3.
4.
5.
6.

권덕원은

인성교육(개인차원,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핵심역량을

순서로

역량이다.

2단계

3단계

4단계

권덕원은
통한

ㆍ창의적 표현 능력 발달
ㆍ음악 이해 및 감상 능력 발달
ㆍ음악 가치인식 및 향유능력 발달
ㆍ음악 정서 함양

ㆍ문화적 다원적 가치 인식
ㆍ문화적 소양 습득

ㆍ자아정체성 형성
ㆍ타인 배려, 존중, 소통

ㆍ문화발전에 기여
ㆍ전인적 인간

다음과

같은

인성교육으로서

과정을

거쳐

음악교육성의

음악을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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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1단계

목표는

통시적으로

보든,

공시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창의적

사고

역량’은

제시된

폭넓은

핵심

기초

역량
지식을

보든, 변할 수 없는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음악교육에서 음악성, 창의성,

융합적으로

음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향유, 그리고 음악적

능력으로, 하위요소로는 창의적 사고기능(유창성,

정서

융통성,

발달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적으로 우선적인 목표’에 해당한다.
음악은

예술문화에

물론,

대한

음악과

이해를

독창성,

인접한

넓혀가는

자발성

등)이

새로운

정교성,

사고성향(민감성,

∙2단계의 문화 관련 목표 요소는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활용하여

유추성

개방성,

있다.

등),

독립성,

이와

창의적

과제집착력,

관련하여

‘음악적

창출하는

음악과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과정에

역량’은 음악 분야의 전문 지식과 소양을 토대로

관련되어 있다.

제시된

것을

창의·융합

사고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자신이

∙3단계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개인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인성의 요소이다.

학습하거나 경험한 음악 정보들을 다양한 현상에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4단계는 음악과 문화, 그리고 인성의 발달을

안은미는 자신의 논문에서 음악활동을 통하여

통하여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의 문화

음악적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전에 기여하는 ‘전인적인 발달’의 내용을 담고

음악적 창의성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있다.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ebster(1996)는
음악적 창의성을 '창의적 음악사고'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음악교육의 목표 요소들을 단계와
범위의

확장

절차로

볼

때,

음악교육은

창의적 음악 사고란 확산적인 사고와 수렴적인
사고 모두를 필요로 하는 정신적인 과정이며,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성취함은 물론, 더

창의적인

나아가 관련 예술과 문화, 인성, 그리고 사회와

외부의 조건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수렴적

국가의

사고의

발전에

지속적·체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대창은

음악

결과는

기술은

리듬과

내적인
조성의

음악

기술과

패턴,

음악의

전체적인 느낌과 관련되어 있으며, 확산적 사고의
“음악적

표현력의

고유성을

기술은 음악을 창조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음악의 예술성을

내세우는

한슬릭의

다이나믹, 템포, 음고와 같이 음악을 표현하는

견해는 예술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지향의 교육에

범위와 독창성과 관련되어 있다. 함희주(1997)는

음악이 적극 화답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고

음악활동

밝혔다(주대창,

판타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의 잠재적인 음악적 능력을

작용시키는 교육적

나타내는 한 요소라고 보았다. 따라서 음악적

바탕으로

음악의

2017).

또한

형식미를 인간에게

그는

안에서

창의성은

창의성은

공동의

다리가

음악성이 음악의 표현 활동에 필요한 요인이라면

이러한

그의

견해는

하였다(주대창,
음악의

예술성에

2017).
대해

창의성은

음악의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음악교육은

요인이라고

음악

음악교육에서의

그

자체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음악의

대등한

예술성을

관계를

전

활동의 근거로 작용하며, 예술의 융합을 이끄는
된다고

음악성과

음악활동의

가지며,

나타내는 본질적인

하였다.

김명자(1980)는

창의성이란

전문적인

분야에

아름다음과 가치를 인식하고 이는 이후에 학생의

있어서의 작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한다고 볼 수

학습자가

있다.

음악적
연주자의

2.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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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노래를

부를

때에도

학습자

심상을

만들어

부르게

되면

무대

연주와

같은

것이다.

모든

영역의

창의적
창의적인

자신의
그

역시

행위라고
표현과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민 경 훈

활동을 음악적 창의성이라 정의하였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략) 신경

창의성은

창작

과학

연구자들은

음악활동에

능동적으로

수업뿐만 아니라 음악 수업 전반에 걸쳐 기를 수

참여하는 사람의 뇌에서 인지 능력과 관련된 몇

있다. 학생들이 기악 및 가창 활동을 통해 어떤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어났음을 보고하였다. 이

상황에서 더 원하는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중 슐라우 연구팀(Schlaug, 2005)은 음악교육을

고민하고, 자신만의 음악적 심상을 만들기 위해

받은

고민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중시상면의

가능하다.

또한,

수업

창의적인

시간에

표현이

연습한

것을

아동이

callosum)이

그렇지

않는

비해

뇌의

뇌량(midsagittal

corpus

증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바탕으로 음악회 등 무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뇌량의

학생들이 많은 창의성이 집약될 수 있다. 이렇듯

추론(semantic coding)능력과 같은 인지 활동과

음악은

연관된

것으로

결과는

음악교육이

다양한

창의적

사고기능과

사고성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 교과목이다.

사이즈는

아동에

언어

알려져

회상

능력과

있는데,

아동의

의미

이러한

연구

발달에

주는

인지

긍정적인 영향을 뇌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3. 음악적 소통 역량의 관점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
더불어 이경면은 그의 논문에서 음악 훈련의

2015

개정

역량

효과는 말소리를 더욱 정교하게 듣고 처리하는

자신의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닌 더 고차원적인 문법이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읽기와 같은 언어 능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많은 연구 사례를 밝혔다. 그는 음악 검사와 읽기

‘의사소통

교육과정에

역량’은

제시된

다양한

경청하며

핵심

상황에서

존중하는

능력으로,

하위요소로는 말하기, 듣기(경청), 쓰기, 읽기,

검사

텍스트 이해, 타인 이해, 존중, 배려 등이 있다.

제시하였는데, 특히 캐나다의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과에서 ‘음악적 소통 역량’은 소리, 음악적

실시한 앤버리의 연구에서 음악의 리듬을 듣고

상징, 신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능력이 2학년 아동들의 읽기

음악적으로

능력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치임을 알 수 있었다.

표현하고,

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간의

정적인

또한,

수

역량은

난독증 집단의 리듬 지각 능력에 관한 연구를

기존의 연구는 음악교육과 지능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허스의 난독증 어린이를

밝힌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읽기 능력이 리듬 처리

역량이다.

기존의

문헌

이러한

의사소통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처리에

리듬의

능력과

음악교육이

보여주었다(이경면 12007). 이렇듯 음악 수업

학습

능력과

관련된

음악교육을

역량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경청), 쓰기, 읽기,

검사에서

그렇지

않은

시공간
학생에

추론
비해

능력
월등한

텍스트

이해와

같이

존중,

언어와

향상이 나타났으며 음악 활동이 아동의 인지능력

있는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증명하였다.

또한,

능력(Tierney,

영향을

음악교육은

2008),

memory)(Lee,

준다는

2007),

작업

단기

가설을

memory)(Jackbson,

2003)

직접적인

신장시키는

등의
관련이
것에도

4. 문화적 공동체 역량이 관점

기술

능력(Bilhartz, 2000; Hetland, 2000), 언어회상
능력(verbal

역량을

배려

기억

기억(working
공간적

의사소통

이해,

것을

활동을

학생이

타인

있다는

인지능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에서
받은

통하여

관련이

중요성은

있다(조은 1024). 폴토비츠(Portowitz, 2009)는
아동의

밀접한

있어

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있는

말소리

상관관계가

등과

같은 다양한 인지 능력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2015
‘공동체

개정

교육과정에

역량’은

구성원으로서

제시된

지역·국가·세계

요구되는

가치와

핵심

역량

공동체의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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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동시에 음악교육에서

하위요소로는

국악교육을

주인의식,

시민의식,

봉사정신,

갈등관리,

리더십

준법정신,

규범,

등이

환경의식,

질서의식,

있다.

이와

통한

인성교육을

제시하였으며

협동,

한국문화 정체성과 관련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에

관련하여

대한 교육적 관심과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음악과에서의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우리 문화의

주장하였다(이동남,

전통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

학교

국가, 세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존중할 수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있으며,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문화권의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있는 역량이다.

수 있다.

음악교육을
음악

2010:
통하여

속에

352~353).
학생은

이렇듯

우리

녹아들어

있는

문화에
다양한

이러한 공동체역량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다문화 음악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관련하여

5. 음악정보처리 역량의 관점

논의하고자 한다. 민경훈(2009)은 그의 논문에서
다문화적 음악 교육의 접근 영역을 교육적 영역,
문화적

영역,

역사

및

사회적

영역,

정치적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제시된

핵심

문제를

역량

합리적으로

영역의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먼저 그는 교육적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영역에서 다문화적 음악 교육이 감정의 동화,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위요소는

관용,

논리적·비판적

공동체적

능력,

연대성

등을

추구하며,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

정보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적 음악 교육이 국가 및

수집·분석·활동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인종에

해결 방안의 실행 및 평가, 매체 활용 능력 등이

편견을

심어주는
문화적

데

갖지

않도록

기여해야

영역에서는

바른

한다고

밝혔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대에

알맞게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분류·평가·조작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여 하며,

정보와 자료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자국의 음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타문화에

음악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주어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장기범은

대한

가치를

문화도

소중하다는

한다고

하였다.

인정하고

것을

느끼게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음악교육학자들의

음악에

편중했던

인식과 바른 활용으로 인간성 회복을 이룰 수

의식에서 벗어나 세계 민요들이 역사적·사회적

있다.’고 밝혔다(장기범, 2001). 또한 오지향 외

주체로서 드러내며, 각 나라 간 문화 교류의

3명은

과정을

음악교육과의

통해

존중하는

서양

서로

태도를

다른

민족의

요구한다고

주체성을

연구에서
관계에

대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대해

역량과

밝혔는데,

이

또한,

테크놀로지 역량을 디지털 언어가 구성하는 정보,

정치적 영역에서는 인종 차별의 극복과 화합에

네트워크, 미디어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기여해야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한다고

103~109).

또한

하였다.

그의

테크놀로지에

자료를

영역에서

기존에

및

해

관련된

사회적

음악교육은

역사

그들의

매체를

음악과

교과역량인

‘음악정보처리

세계화

역량’은

음악과

문화적

인정하면서

나라

또한,

간의

차이점을

각

세계관을

밝혔다(민경훈,
이동남은

2009:

학생들에게

의미하는

지식정보처리역량에

있다(오지향,

통하여

최근에는 스마트교육이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주장하였다(이동남,
음악교육에서
다양한
234

2010:

전통음악을

문화권과

다양한

심어주어야

한다고

352~353).
중심으로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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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도하되,

음악을

고루

음악교과에서의
연구가

수행되고

석문주,

테크놀로지의
있다.

2014:

알 수

‘한국문화정체성교육’이라는 포괄적인 음악교육을
주체성·주인의식을

정재은,

포함됨을

적용에

스마트폰의

189).
관한

음악교육

어플리케이션 활용을 중심으로 감상교육을 위한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민 경 훈

앱개발, PC와 앱의 연동을 통한 스마트 러닝

여가선용, 건강관리, 기초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

시스템 개발, 음악적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하기

능력, 합리적 경제 생활, 기본생활습관, 진로개발

위한 게임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위한

대한 효과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음악과 교과역량에서는 음악적 표현과 감상 활동,

있다(민경훈, 2015; 조성기, 2014; 최미영, 2014;

음악을

곽소정․길태숙, 2012). 최근에는 교육 현장에서

감수성을

다양한

주도적으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함에

따라

음악

생활화하는
길러

태도를

자아

바탕으로 표현력과

정체성을

음악을

형성하고

학습하고

그

자기
과정을

교육에서 역시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함으로써 음악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분석하는

수 있는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은 다양한 기악 및 창작 활동에서 휴대폰

차은선의 연구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은 낮은

어플리케이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ICT 도구를

자아개념과 감정 및 욕구 표현, 그리고 관계형성

활용함으로써

능력에서

학습자의

매체

활용

능력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스트레스를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 다음은

경험하고 있는 데 비해 스트레스 대처능력이나

이러한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진다(차은선, 2007: 2~3).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음악활동의

예시이다(오지향 외 2014).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음악은 지적인 저항감 없이
마음껏

<표 3>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음악활동의
예시
역량

정보 문해력

미디어
문해력

정보, 소통,
기술 문해력

자기를

제공하기에

표현할

그

의미가

수

있는

크다고

할

기회를
수

있다.

여옥희는 “음악 그 자체는 매우 구체화된 행동을

음악활동 예시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음악 스타일에
대하여 온라인이나 다른 수단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대표적인 음악을 듣고 이를 분류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분류한
이유를
설명하고 친구들, 웹에서의 글로벌 청중과
자신이 찾은 것을 공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정보의 원천을
효율적으로, 비평적으로,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거나
조작하기 위하여 어떻게 특정한 종류의
음악이
사용되는가를
알기
위하여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인 비디오 메시지를
다양하게 검토한다. 검토한 후에 학생들은
새로운 비디오(소리를 뺀)를 제작하는데,
그 의미를 강화하는 녹음부분의 창작과
대안의 의미를 인식하기 위하여 함께
작업한다.
학생들은 저작권법을 이해하여 정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원래의
아이디어를 독창적인 디지털 리믹스로
창작하도록 한다.

요구하며, 동시에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동에
대한
985).

동기를

부여한다.”고

인간들은

음악을

주장하였다(여옥희,
듣거나

만들어가는

경험을 통해 감정적인 과정들을 다루어가며 이
때

음악의

구성요소들은

분리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행동으로부터

경험적으로

여러

형태의

가능하게

감정들을

감정을
만들어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Zwerling, 1979). 음악활동을 통한
감정의 표현은 정서적 안정성을 주며 사회성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음악적

적성,

능력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기능적, 시각적, 정서적 자극을
돕는

작용을

대상으로
정서적

한다.

차은선은

한

연구를

안정성

및

통하여

비행청소년을
집단음악치료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공격성 및 긴장수준을 감소시킨 것으로 밝혔다.
또한 그는 연구에서 회기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이

6. 자기관리 역량의 관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

상호간에

이야기를

부정적인

감정을

경청하는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것을

자제하려는

역량

노력들이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자기관리 역량’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인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엘 시스테마’ 교육과도 그 궤를 같이한다. 엘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으로,

시테마는

하위요소로는 자기 정체성 확립, 자기통제(절제),

소외된

빈곤으로
청소년들에게

인한

방황

음악을

및
통한

폭력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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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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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과 화합의 정신을

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도자

깨닫게 하며 그리고 자아실현의 계기를 제공하여

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스토질(R.

청소년들이

M. Stogdill)은 지도자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건강한

범죄의

길로

사회인으로

빠지는

성장하는

것을

것을

막고

도왔다.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한국형 엘
시스테마의

예시를

프로젝트로

접근하여

보면
손쉽게

상당수가

2015.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교육이 자기 정체성, 자기통제능력
등을 기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쳐 자기관리
영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Ralph

M.

Stogdill, 1948).

중단되어 오히려
9일자).

다섯

선심성

문화적 위선 및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주간경향,

같이

<표 4> 지도자의 특성
1.
2.
3.
4.
5.

능력(지능, 경계심, 언어적 유창성, 고유성, 판단력)
성취도(장학, 지식, 소양)
책임(의존성, 솔선, 자기 확신, 진전에 대한 욕구)
참여도(행동, 사회성, 상호관계성, 적응성, 유머 감각)
신분(사회경제적 위치, 대중성)

점에서

음악교육의 효과를 찾은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능력은 여러 방면에 대한 지적 능력과,
이를 통한 사태파악 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창한
언어를 통해 조직 내의 상하관계, 혹은 인간관계
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하고, 전문영역

Ⅲ. 음악교사가 지녀야 할 지도력 강화

에 대한 통찰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둘째,성취도란 학생에 대한 탁월한 교수능

1. 지도성(Ledership)의 의미

력과 전문지식,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교육에 있어 지도성의 유무, 혹은 다소는 매우

셋째,책임이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솔선,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

목표에 대한 끈질긴 노력, 목표를 보는 확신, 실

하여 인사에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음악교

천에 대한 욕구 등을 말한다.

육과 같이 특수한 음악 재능이 우선시 되는 분야

넷째,참여도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

일수록 교사의 지도성은 음악적 능력의 유무에

상호 간의 우호감 및 적응을 통해 주위로부터 신

더욱 좌우되곤 한다. 그러므로 음악교사의 능력과

뢰받을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적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지도성의 유

다섯째, ‘신분이란 어느 정도 사회적, 혹은 경

무가 매우 중요하다. 음악교사는 한 학급이나 음

제적으로 지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때 탁월

악서클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한 지도력을 구사할 수 있다.

때문에 합리적이고 원만한 지도성의 필요성은 무
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지도자는 기

2. 지도성의 종류

존의 구조나 절차, 또는 목표의 변화를 시도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현상 타파적이다. 그러나

보통 음악교사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무관심

행정가는 조직의 목적이나 목표달성에 기존 구조

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자신의 지도

나 절차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기존의 구조나 절

성은 학생들에게 그리고 동료 및 주위사람들에게

차 또는 목표의 변화보다는 주로 그 유지에 관심

평가되고 있으며, 부정적 평가는 곧 성공적인 음

을 갖는다(J. M. Lipham, 1964). 여기서 라이팸

악교사가 되고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

(James M. Lipham)의 논리는 행정적 지도성과

과를 초래할 것이다. 흔히 지도자의 형태는 일반

지도자 개인의 지도성이 상충될 수밖에 없음을

교사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여기서

보여 준다. 이는 행정가는 법적인 책임과 공식적

는 크네제비치의 견해를 들어 4가지로 요약해 보

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도성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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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S. J. Knezevich, 1975).

할 수 있는 발판을 찾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무정부적 지도성(Anarchic Leadership)
무정부적 지도성이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

④ 조작적 지도성(Manipulative Leadership)

개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형태이다. 지도

이는 독재적 지도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형

자는 어떤 경우에든지 방향을 제시하거나 과정에

태로 볼 수 있다. 즉, 지도자는 단체나 클래스에

참여하지 않는다. 결국, 지도자는 개개인의 의사

대해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를 존중하고 이들의 요청에 의해서만 참여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들은 단지 지도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의 제안이나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뿐이다. 이러한 위원회는 많은 토론과 심의 없이

안 될 것이다. 질서와 체계는 교육의 중요한 과제

지도자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고 자연히 구성원

임과 동시에 과정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

간에 알력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지도자는 자신

제로 이러한 형태의 교사가 흔히 목격되는 것도

의 계획을 지지하는 위원과 반대하는 위원을 구

사실이다.

분하고 적절한 상벌을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타
입의 지도자는 특히 공립학교의 장이나 도전적인

② 민주적 지도성(Democratic Leadership)

교육행정가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음

이러한 형태의 지도자는 스스로가 어떤 정책결

악교사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지라도 그 의견은 본인의

지도방법은 물론 효과적인 면도 있다. 어떤 문제

의사보다도 단체나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된 경우

를 의도대로 시급히 끌어가야 한다든지, 도덕적으

이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

로 충분히 명분이 있는 사안이라든지, 순수한 목

도자는 자신의 주장보다 단체의 목표를 생각하고

표를 두고 있을 때에는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에

이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참여한다. 칭찬과 비판에

서 가치 있는 결정방법이긴 하다. 위원회의 결정,

있어 객관적인 교사는 자신의 주장과 사적인 감

비록 그것이 자신의 계획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

정이 단체의 목표 수행과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더라도, 그것은 그만큼 힘이 실린 결정이 될 수

발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결정은 종

있기 때문이다.

국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결정과정

음악교사에게 여러 가지 행정적 관리 의무는

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민주적 행정이라

대부분 진정한 교육적 가치와는 별개이다. 음악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단체의 생산

사는 단지 자신의 클래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수업은 훨

교수법에 대한 연구 등에 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

씬 능동적이고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육현실은 교사들에
게 과중한 행정적 관리업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

③ 독재적 지도성(Autocratic Leadership)

이다. 이는 특히 음악교사와 같은 다양한 관리업

독재적 지도자는 구성원과의 협의나 여과수렴

무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정신적으로 크게

과정이 생략된 채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음악교사는 학교와 지역사회

따른 업무분담도 일방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지

모두에게 문화적 지도자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도자의 특성은 구성원에 대한 칭찬과 비판이 극

위해서 열정, 지속적인 추진력, 인간적 성실성과

히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관점에서 시행된다. 자신

신뢰감, 수준 높은 교수법을 체득해야 할 것이다.

은 언제나 구성인 들과 멀리 떨어져 사태를 파악
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자신의 결정을 이해시키기

3. 음악교사와 지도성

보다는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타입이다. 이러한 타
입의 교사는 결정적으로 곤경에 빠졌을 때 해결

음악교사는 자의든 타의든 음악연주행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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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말미암아 지도성을 발휘해야할 때가 많다.

하겠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사회단체들과의

이는 음악이 연주라고 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요

유기적인 관련을 내실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구하고 있으므로 회피할 수 없는 지도성을 요구

이다.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음악교사로서 이러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스나이더(K. D. Snyder)는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는가라는 명제를 놓고 이

음악지도자에 대한 자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에 대한 지도적 특성을 알아보겠다.

주장하고 있다.
1) 열정
"리더십의 과정이 명확히 순차적인 단계로

이는 모든 교사가 마찬가지로 중요시 될 수 있

정리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과

는 지도자적 요소이다. 음악교사 역시 무엇보다도

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의 본성과 세부사

음악과 학생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

항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모임에 따라서

요한 것은 순수한 열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

변화될 것이다. 지도자는 교육의 완전한 목표

수법에 대한 열정,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

와 투명한 명료성으로 그의 특별한 영역을

목표 달성에 대한 추진력은 진정으로 학생을 사

알아야 하고,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랑하고 잘 가르쳐 보겠다는 순수한 열정을 필요

목적들을 달성할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로 한다. 여기에는 음악교사로서의 자기 확신과

교사는 또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환경을 조작

교육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원칙들을 특정한 상

것이다.

황에 적용시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창조적 사
고와 신중한 행동이 요구된다.(K. D. Snyder.

2) 추진력

1965)."

추진력은 음악교사들에게 필요한 가장 큰 심리
적 요소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음악교사가 추진

이와 같이 지도성의 과정은 인간의 복합적인

해야 하는 일은 대체로 학교나 지역사회에 대한

능력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의 과

봉사활동, 그리고 관련인사들을 설득하고 후원을

정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리더십의 중요한

받아야 하는 대외적인 행사에 치중되는 경향이

요소나 지도자로서의 태도에 관한 일반적인 구조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용의주도한

는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다. 여기에는 자신의 목

추진력은 바로 자신의 음악프로그램의 성패와 직

적과 과정을 달성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창조적인

결되는 요소가 된다.

추진력을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주위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료

3) 성실성

들 간의 관련성은 자신의 음악활동을 원활하게

음악교사가 자신의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할 수 있는 윤활유가 된다는 점은 이미 설명한

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여러 가

바 있다. 어떤 봉사단체, 사회단체, 레크리에이션

지 변수들, 이를테면 재정적 변화 혹은, 상황의

단체, 교회 성가대와 같은 단체의 조직과 관련을

변화에 따라 원래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취소해야

맺고 활동하는 것이 장기적인 자신의 활동측면에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

서 볼 때, 유익한 활동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이

교사는 자신의 원래 계획에 대한 치밀한 반성과

다.

점검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음악교사가 가져야 할 지도력

4) 인간적 교류
음악교사는 주위의 동료나 단체의 지도자, 그리

음악교사가 이렇게 사회적 여러 조직들과 관련

고 학생들에게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 줄

을 맺고 있음은 분명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필요가 있다. 수업도 이러한 견지에서 항상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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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몇 해 전 교사의 체벌문제가 언론에

교육과정은 학교가 운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집중적으로 조명된 적이 있다. 결국, 학교에서 교

총칭이며, 이는 교육의 기본적인 방편임과 동시에

사의 체벌이 금지되긴 하였지만 많은 교사들로부

학생과 교사들이 탐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터 이젠 어떻게 문제 학생을 지도해야 할지 모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을 협의로 사용할 때는

르겠다.는 호소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교과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계획된 정규 시

일시적인 현상이다. 즉,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간표에 따라 교과 활동하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

지도함에 있어 체벌을 가함으로써 손쉽게 자신의

할 수 있다(김시중 1976: 24). 이러한 교육과정

주장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솔

은 결국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사에게

달성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 교육과

는 겉으로 드러난 복종은 있을지 모르지만 교사

정은 교육자들에 의한 목표의 선택과 그들의 가

에 대한 진정한 수용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판단에 의해서 설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철

교사는 학생의 입장이나 주위의 입장을 돌이켜

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

생각해 봄으로써 보다 인간적인 친밀감과 내면적

육은 철학적 판단에 의한 최선의 목표를 세우고

유대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은 보다 완벽한
교육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로

5) 교수능력

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의 목표 설정은

지도자로서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의 하나는 자

당연히 정보나 지식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게

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지식과 이를 효과적으

되는데 이를 위해 본질주의자와 진보주의자, 교과

로 활용하는 능력이다.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자신

전문가와 아동심리학자들 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의 전공분야에 대한 확신에 찬 지식과 이를 체계

이어지고 있다. 타일러(R. Tyler)에 의하면, 진보

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법이 매우 중요하다.

주의자들은 아동의 흥미, 아동들이 갖고 있는 문

이러한 교수법은 결국 학생이나 동료, 그리고 관

제, 아동들의 목표 등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중

련 단체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그의 행동과

요하다고 보았으며, 본질주의자들은 수 천 년 동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케

안 축적되어온 소위 문화유산을 중시하고 이 문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화유산이 교육 목표 설정의 일차적 자료가 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

Tyler,

이해명

역,

지금까지 제시한 성공적인 음악교사가 되기 위

1998: 10). 다시 말해서, 진보주의자들의 입장은

한 다섯 가지 기본 요소는 분명히 절대적이지는

학교는 아동이 현대생활에 필요한 난제들을 효

않다. 그러나 어느 직종이든지 지도자의 끊임없는

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자기반성과 앞일에 대한 추진력을 요구한다. 그렇

도와주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 때문에 외롭고 험난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결국, 음악교사가 이러한 자기 노력과 반성을 주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이

기적으로 또는 필요시마다 행함으로써 결국 이러

를 학습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본

한 체계적인 행동지침이 자신의 교사로서의 행위

질주의자들은 여러 세대동안 전승되어온 인간의

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일차적
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
서 교육의 목표는 이러한 인간의 가치관을 전승

Ⅳ. 교육과정 기반 음악교사 능력 함양

해 주는 자료들을 통해 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고 믿는 것이다. 휴브너(D. Huebner)는 그의 저

1. 교육과정의 의미

서

‘Curriculum

as

Concern

for

Mans

Temporality’에서 “교육의 목표를 결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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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변화

의 일차적 목표로 설정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개

에 필요한 연속성의 논쟁이기도 하고, 연속성에

념 중심적 학습방법에 대해 일대 전환을 시도해

필요한 변화의 정도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다.” 고

야 할 때임이 자명해진다. 오늘날, 학교에서의 일

주장하였다(D. Huebner, 1975: 237). 이것은 결

반화 학습과정은 음악의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부

국 인간이 시간 속에서의 사회적 존재이거나 혹

수적 목표, 즉, 음악의 표현을 위한 각종 기호들

은 역사적인 연속성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말한

이나 작곡가들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 교육과정이 지니는 본질주의적 관점의 단면이

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음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학교교육의 목표

악에 대한 심미적 가치관에 접근될 수 있도록 교

를 설정하는데 따르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교

사의 열정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교재에 대한

육과정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고 있다. 이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구

러한 교육의 목표는 학습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

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화 되어간다. 그러나 학습의 과정은 그것이 인

서 우리는 근본적인 음악교육의 철학적 반성이

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과정은 이러한 바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시간적으로 일시

탕 위에서 논의되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그 방법

적인 존재이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론에 있어서 체계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

에 그의 행동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이다. 우리는 진보주의자들의 학습방법을 모토로

다. 이러한 인간의 행동양식을 과학적으로 규명하

하여 이러한 음악학습과정의 대체적인 프레임을

고 표준화하려했던 행동과학자들을 우리는 현대

설정한 후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

의 교육학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목표를 몇 가지로 구분한

2. 교육과정 구성의 이해 능력

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교육과정은 자율적인 분위기와 아

음악과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가창, 기악, 창

동의 다양한 욕구를 분출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작, 감상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음악의

야 한다. 여기서 자율적인 분위기란 교사의 의도

구성요소를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지도함으로

가 아닌 아동이 중심이 되고 그들의 관심영역에

써 총체적인 학습으로 유도하고, 이를 일반적인

대한 배려를 의미하며, 다양한 욕구란 그들의 음

여가 활동이나 전문적인 연주 및 감상활동으로

악적 접근 방식에 대한 교사의 개방적 태도를 일

연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

컫는다. 아동은 그들 나름대로 음악에 대한 지식

통적인 교육과정의 접근방식은 교재에 수록된 주

과 접근방식을 터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어진 악곡의 피상적 접근이 되기 쉬운 약점을 간

교사는 존중하고 이를 조장함으로서 활기찬 음악

과하고 있다. 즉, 아동은 자신의 음악적 흥미와

수업으로

관심을 주도적으로 실천해 오지 못하고 교사의

‘Curriculum as Environmental Design’에서 바람

음악적 관심과 취향, 또는 교재 집필자의 의도에

직한 학습은 학생으로부터 반응을 불러올 수 있

내맡기는 형국을 초래하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는 요소를 내포하는 환경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있다. 음악교육의 목적이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은 언어라든가 학문 또는

인간의 심미적 통찰력을 강화하고 이를 발전시켜

대화를 통해서 인간이 사회적 만족을 달성할 수

나감으로서 풍부한 예술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추

있도록 충분히 반응적인 환경이 되어야 한다. 아

구하는 고도의 정신적 행위라고 할 때, 아동은 자

울러 바람직한 학습은 아동이 과거와 미래를 통

발적이고 비의도적인 학습의 과정을 통해 이를

찰하여 현재의 어떤 가능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

체득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의

는 환경이어야 한다(D. Huebner, 1975: 237). 휴

개성과 호기심을 존중하는 학습과정을 교육과정

브너의 학습 환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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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휴브너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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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반응과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다. 즉,

접근방식까지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 환경은 아동의 적극적인 반응과 가능성에

원리적 접근방식은 사실 자발적 학습 환경과도

대한 느낌을 부여해야 한다는 말로 압축할 수 있

매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동은 자신의 호기심

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의 능동적인 반응은 자율

을 만족시키기 위한 본능적인 음악활동을 전개할

적 환경에 의해서 조성되며, 이는 창조성과 인간

수 있으며, 그러한 전개과정 속에서 음악학습의

의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음악교육의 과정에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넷째,

음악과

교육과정은

보편적인

인간성

둘째, 음악과 교육과정은 다양한 장르의 악곡을

(Humanity)을 개발하는데 모아져야 한다. 이는

포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현대사회가 극도로 산업화되고, 기계문명이 인간

그 방법은 창의적인 동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의 삶을 지배함으로써 점차 인간은 스스로의 창

한다. 현재 우리의 음악교재 구성의 일반적 특징

조적인 사고와 심미적 감성을 상실하게 되는 위

을 보면, 서구 유럽의 18～19세기에 만들어진 민

기감을 극복하는데 음악교육이 이바지해야 한다

요나 예술음악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학습내용도

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면서 음악교육자들 사이

이에 맞추어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

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인

동이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주도해 갈 때 이미

간성에

그러한 음악적 사고를 중심으로 예술을 이해하게

AASA(American

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지구촌

Administration)에서 ‘창조적 예술’이라는 주제의

은 다양한 미디어의 체계를 통해 문화와 예술의

심포지움을

장르가 매우 접근되어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1999: 59). 이 심포지움은 1967년 MEMC(Music

된다. 다시 말해서, 아동은 그들이 세계의 모든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의 주관으로 보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지적 정서적 함축

스턴의 탱글우드에서 미국 음악교육의 전면적인

성을 지녀야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재평가와 음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

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세계의 음악유산을 섭취

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는 곧 1965년 뉴욕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음악적 소양을 갖추고 있음

의 맨하튼빌 음악교육과정안(MMCP)으로 구체화

으로 해서 인간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충족

되었고, 이어 1968～74년 하와이 대학에서 개발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보

한 하와이 음악 교육과정 안으로 체계화되었다.

는 것이다. 셋째, 음악과 교육과정은 보편적인 음

미국의 음악교육학자들이 1960년대 이후 줄곧 음

악의 원리를 깨닫게 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악교육을 통한 인간성 개발에 주력했던 이유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원리

무엇인가? 이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간파

는 모든 지식체계의 기본으로서 음악과 학습에서

하고 음악교육을 통한 인간성 개발만이 이러한

도 목표의 설정은 다양한 음악양식에 적용될 수

모순된 사회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있는 원리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구조

는 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또한 미국의 현실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이러한

서 음의 구조와 이들의 조합을 통한 체계적인 구

관점에서 서두부터 강조해 온 인간주의 음악교육

성 원칙에 접근할 수 있는 교수법이 강조되어야

의 당위성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대한

공감은

통해

1959년

Association

of

대두되었다(정세문․기청

미국의
School
공저,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음의 발생과 그의 느낌을

다섯째, 음악과 교육과정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

능동적으로 감지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수 있는

악문화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이해를 돕

제재 곡을 선택하는 것이 교사에게 주어진 중요

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의 국악교육은 19세기

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재 집필자는 이러

말 개혁논리에 밀려 서양음악에 자리를 내주었으

한 원리적 접근방식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더불

며, 20세기 초에는 일제의 한국적 정신문화 말살

어 현장에서 적용되어질 학습과정에 대한 소상한

정책에 밀려 다시금 설자리를 잃어 버렸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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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을 맞았지만 이제는 국악이 한낱 풍각쟁이나

실기능력을 가일층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기생들의 음악으로 매도되면서 또다시 길을 잃어

것이다.

버렸다. 그러나 서양음악은 20세기를 통해 그들의
음악적 논리로서 더 이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3. 학습계획에 관한 능력

기 어려웠으며, 자연스럽게 그들은 동양적인 선법
과 소리의 무한한 잠재력에 매혹되어 그들의 음

우리는 음악과 학습지도상의 내용 및 새로운

악 속에 구현해 보려고 하였다. 실제로, 올리비에

음악학습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학

메시앙(O. Messiaen)은 인도 전통음악의 리듬구

습내용들은 교사의 뚜렷한 인간주의적 교육철학

조를 그의 작품에 도입하였고, 피에르 볼레즈(P.

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계획을 수립한 후에

Boulez)는 이국적 음악의 영향을 받아 구조적으

실천되어야 할 부분이다. 교사는 주어진 자신의

로 결성된형성음(Formanten)과 조종된 즉흥

수업시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

과의 절충 속에서 소위개방된 형식으로의 길

인가에 대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고 연구를 하

을 찾아냈다(윤이상, 1994: 67). 여기에는 20세

여야 한다. 여기서 성공적인 학습과정이란 학생들

기 세계적인 작곡가였던 윤이상과 같은 동서양을

에게 어떤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교수

관조할 수 있는 작곡가들의 영향이 컸던 것은 어

할 것인가? 그리고 왜 그러한 내용을 학습해야

쩌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윤이상은 동아시

하는가? 등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성찰이

아적인 것을 서구적인 것, 국제적인 것을 한국적

뒤따라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

전통과 융합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음악이

에서는 학습과정 전반에 대한 교사자신의 철학과

단원적 음향흐름(monistische Klangstrom)’으

교수방법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로, 이것은 부분 속에 전체를 즉, 변화 속에서의

알아보고, 나아가 학습내용의 결과를 어떻게 신뢰

동질성을 추구하는, 움직이지 않음 속에 움직임

성 있게 검증할 것인가, 또 이를 어떻게 새로운

(靜中動 ; Bewegtheit in der Unbewegthetit)

학습내용을 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을 지닌다고 그의 음악적 특성을 압축하였다.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러나 음악과

이와 같이 서구의 음악은 작곡가 쇤베르크(A.

학습내용의 구성과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복

Schönberg), 스트라빈스키(I. Stravinsky), 메시앙

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느

(O. Messiaen) 이후 점차 동양적인 음악에 관심

테마를 갖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

을 갖게 되었으나, 유독 우리만이 우리의 음악에

다. 다시 말해서, 음악과 학습은 음이라는 소재를

서 그 가치를 찾는 일에 소홀히 해 왔다. 그러나

중심으로 이를 어떻게 논리적인 음악으로 구성할

제5차 교육과정 개편 이후 국악교육에 대한 인식

것인가에 대한 창작 영역, 음악을 어떻게 노래로

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으며, 제6차 교육과정 개편

서 잘 표현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가창 영역,

때에는 교과서에 국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어떠한 악기로 연주하고 그 연주 기능은 어떻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악 영역, 연주된 성악곡이나

음악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서

기악곡을 어떻게 인간의 본질적 삶과 연관시킬

양음악을 전공으로 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있어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감상 영역 등으로 복

서 국악은 너무도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

합적인 구성 체계를 갖고 있다. 즉, 이들 각 영역

야이다. 이들에게 아무리 국악교육의 중요성을 강

들은 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

조한다고 해도 쉽사리 학습의 장에서 다루어지기

제로는 하나의 커다란 복합적 학습구조를 갖고

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자신이 흥미가 없

있음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이들 각 영

고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누가 접근하려 하겠는

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가?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교사들의 연수 프로

다. 이러한 점에서 음악교사는 포괄적인 교과내용

그램을 적절히 활용하여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에 대한 안목과 다양한 지도방법을 사전에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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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게 수업모형을 설계하는 능력중심수업으로 분류

음악과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습목

하였다(이용일, 1992: 233).

표, 시간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흔히, 학습이라 하면 교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학습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는 수업을 일컫는다. 교재중심 학습은 다른 교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이를 통해 교사는 교

과와 마찬가지로, 음악과 학습 또한 교재에 있는

과내용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필요한 부수적인 자

악곡을 중심으로 그 학습목표와 내용을 추출하고,

료를 준비하며, 예측되는 학생들의 질문이나 관심

이를 학생의 능력에 맞도록 재결합하여 수업과정

영역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

러한 학습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존스(A. J.

한 교재중심 학습은 선택된 악곡의 내용을 면밀

Jones)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학습계획을 구상하였

하게 분석하여 교사가 가르칠 부분에 대한 시간,

다(A. J. Jones, 1993: 12~23).

보조자료,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과 선호도, 장기

첫째는,

교재단원중심(the

subject-matter

적인 계획의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치밀하게 조

unit)이다. 이는 교재를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고

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학습계획을 조직화함으

려된 것으로 교재란 구체적인 생활 장면과 생활

로서 교사는 보다 분명하고 자신 있는 학습을 주

활동과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모든 구체적인 생

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도 다양

활 장면, 생활활동에 필요한 추상적인 지식, 기능,

하고 내실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미

태도 등에 관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습득

조직된 교재의 다양성을 깊이 있게 접할 수 있어

시키고 생활의 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서 매우 효과적이다.

것이 목적이다.

교사는 연간 학습계획에 따라 월별, 주별 학습

둘째는, 흥미단원중심(the center of interest

계획이 수립되어야하고 주별 수업내용은 교안을

unit)이다. 이는 학생들의 내부에서 발산되는 흥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선정된

미를 자발적인 활동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방법이

악곡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단원에서 요구하는

다. 여기서 지식과 기능, 태도 등은 흥미활동의

학습목표 혹은, 교재의 내용 속에서 지향하는 목

부산물로 취급된다.

표를 찾아야 한다. 즉, 가창수업에 적합한 악곡인

셋째는, 적응중심(the adaptation unit)이다. 이

지, 합창수업에 적합한지, 기악합주에 적당한지를

는 교재중심과는 반대의 경우가 된다. 즉, 기초적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인 지식, 기능, 태도 등도 생활의 장을 충족시키

는 학습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를 파악하

는 학생의 생활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것을

는 기본적인 활동이며, 이를 준비함에 있어 교사

말한다. 즉, 학생들의 지식이나 기능 활동 등이

는 적절한 보조자료 및 악기들을 선정한다.

생활의 장을 충족시키는 그들의 활동 속에서 발

악곡선정과 학습목표가 설정되면 교사는 해당

전시키려는 구상을 말한다. 또한, 김시중은 학습

학습의 내용에 따른 적절한 시간계획을 수립해야

의 구조를 교과중심구조, 경험중심구조, 중핵구조

한다. 즉, 1시간으로서 끝날 수 있는 내용인지, 아

로 분류하기도 하였다(김시중, 1972: 295). 여기

니면 2시간을 필요로 하는 악곡인지, 그리고 가창

서 중핵구조란 조직요인을 일부 교과서에서 찾으

중심의 내용이라면 발성은 몇 분으로 할 것인지,

나 일반적으로 사회문제, 사회기능 속에서 찾아

가사의 이해는 몇 분을 소요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다양성, 그리고 능력차를 잘 조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것은 물론 절대적인

정할 수 있는 폭넓은 조직중심의 전개방식을 말

계획은 안 될지라도 필요하며, 실제 학습현장에서

한다. 그러나 음악교육에 있어서는 흔히, 두 가지

교사의 즉흥적일 필요에 의해서 이를 가감할 수

방법으로 접근한다. 이용일은 음악과 수업내용을

있다.

전개함에 있어 교재에 있는 악곡을 중심으로 학

악곡 선정과 시간계획이 정리되면 교사는 학습

습하는 제재중심수업과 학생의 음악적 능력에 맞

보조자료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 기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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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학습일 경우 어떤 악기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경우가 많다. 그러나 즉흥적인 방식은 자칫 소홀

이들을 가르칠 것이며, 또한 실습은 어떻게 할 것

한 수업으로 일관하기 쉬우며, 따라서 호기심과

인지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물론, 교사는 이들

흥미를 잃게 할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가창수

악기들의 연주법이나 음색, 음정 등에 대한 지식

업에서 좋은 발성의 요령을 실습을 통해 진행하

을 터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합주를

고 두 번째는 이를 실제 악곡에서 활용하는 방법

위한 편곡, 이의 개별 악보나 스코어 등에 대한

을 제시한다. 그 후에는 이를 합창이나 돌림노래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형식으로 유도해 보는 것이다. 이는 학습의 다양

또한 같은 교재와 교과내용이라 할지라도 학
생들의 능력과 관심영역이 매우 다를 수 있으므

성을 꾀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학습의 연계가 자연
스럽게 유지됨으로 매우 바람직한 수업이 된다.

로, 교사는 이러한 변인을 사전 이해하고 이에 적

셋째, 학생들에게 연구 과제를 주고 교사가 이

당한 학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

에 동참하는 식의 자율적 학습방식을 취하는 것

습의 내용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수업은 몇 시

이 좋다. 학생들은 친구끼리 혹은 분단별로 과제

간을 할애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를 받아 이를 협동하여 수행하는 방식은 발견학

것이다. 특별하게 반을 재편할 필요는 없겠지만

습의 연장이지만 음악학습 중에서도 음악사나 기

해당 학급의 음악적 특성을 알고 이에 적절히 대

초 이론적인 내용은 이러한 방식이 매우 효과적

처하는 것은 수업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다.

이러한 학습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

넷째,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

를 실제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 흔히 학습지도

조 자료를 가급적 다양하게 선택하고 활용하는

안을 작성한다. 학습지도안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것이 좋다. 음악수업은 주로 청각을 이용하는 수

이 학생들에 대해 교육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업이지만 이와 아울러 시각을 함께 활용할 수 있

충실하게 전달할 것인가가 궁극적인 작성 목표라

는 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내용과 결부시킴으로써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 나름대로의 교수법

학습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을 개발한다든지 학습자료들을 준비하는 등의 문

다섯째, 학습방법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제를 고려해야겠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한다. 노래는 어떻게, 화성은 어떻게 가르치겠다

이 있다.

는 교사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교사

첫째, 교육내용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하며 나아가 학생들

야 한다. 여기에는 교사가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에 대한 교사로서의 자신감이기도 하다. 교사가

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교과내용과 교수방법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수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떤 제재곡

업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을 선정하여 이를 가창중심 교육으로 전개하고자

여섯째, 너무 세밀한 시간계획은 자칫 수업을

한다면, 그 악곡의 음악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그르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발성은 5분, 범창은

게 하고 이를 위해서 가사의 내용을 음미할 수

2분, 제창은 3분, 독창은 3분 등과 같이 수업활동

있게 한다든지, 멜로디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모두에 대한 세밀한 시간계획은 매우 불합리하다.

든지가 목표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

수업활동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작용한다. 그

은 학생들이 자신이 배우고 있는 음악에 대한 애

것은 수업내용과 관계없는 일상적인 말이나 학생

정과 진지한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

의 태도에 대한 지적과 같은 돌출적인 행동에 대

해서 교사는 제재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호기

응해야 하는 시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 내용을 미리 메모해 두

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전체적인 목표의 틀 안

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시

둘째, 구체적인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시간에 즉흥적인 질문이나 과제를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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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지도안 작성에 따른 유의점을 고려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민 경 훈

하면서 교사는 일정한 틀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

지도의 원리』서울: 교육과학사.

을 수립해야 한다. 학습지도안은 보통 어떤 학습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 [별책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몇 차례에 걸쳐 어떤 내용

12]”,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을 중심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왜,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별책

가르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진 내용이다. 즉,

1]”,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육하원칙에 의한 구체적인 교사자신의 계획인 음

권덕원(2016). ‘인성교육을 위한 음악교육의 역

악과 학습지도안과 실제 수업을 위한 본시 학습
지도안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할’, 미래음악교육연구 Vol. 1.
김시중(1976).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서
울: 학문사.
김윤희(2013). ‘음악교육과 정서 및 지능과의 구

Ⅴ. 나가는 말

조적 관계 분석: 유아정서 및 음악지능 중
심으로’, 교사교육연구 제52권.

이 논문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여섯

민경훈(2009). ‘다문화 교육으로서 음악 교육의

가지 교과역량, 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필요성과 역할’, 예술교육연구 제7권 제1

창의·융합

호.

‘문화적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이를 신장시킬 수

민경훈(2015). ‘스마트 교육으로서 음악 감상 지
도 방법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15권.

있는 학교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안은미(2008). ‘뇌과학에 기초한 음악적 창의성

학교 음악교육의 실천을 위한 음악교사의 능력

신장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개발에 대하여 논하였다. 학습자의 초기 음악적

오지향, 정재은, 석문주(2014). “21세기 음악교육

경험과 환경이 음악성 및 음악적 재능에 미치는

에서의 테크놀로지 역량”, 음악교육연구

영향이

제44권 3호.

큰

상황에서

일반

학교의

음악교육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또한 가정에서 음악적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학교의 역할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음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교에서
음악을

지도하는

중요성을
지식과

교사들이

인식하고,
기능을

음악교수방법에

이것을

위해

학교

음악교육의

바탕으로

끊임없이

대하여 깊이

음악적

노력하고,

연구하여 교육의

현장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경면(2017). ‘음악 교육이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뇌과학적 근거’, 음악이론연구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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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한국음악사학보 제4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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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건강에서 온다
조수철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I. 들어가며
아주 간단한 질문이면서 가장 복잡한 질문이기도
행복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을 수 있

하다. 건강에 대한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인

다.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

류역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당시의

족과 살고 있는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이다.

세계관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학문의 발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것

의료기술의 수준, 의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따라

을 얻게 될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1차적

그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다. 영어 ‘Health(건강)

바람은 돈, 명예, 좋은 음식 등 본능적 욕구와 관

‘는 어원이 전체를 의미하는 ’whole‘로서 전체로

련된 것이며, 2차적 욕구는 그 바람이 사회적으로

서의 인간의 건강을 뜻한다. ‘인간이 합리적으로

바람직한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노자는 ’행

살고 있다면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

복이란 원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여 ’아무 것

은 건강에 대한 통합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도 원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즉 행복이다‘라고 하

라고 할 수 있다.

였다. 슈바이처는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했다. 긍정심리학의 창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시자 셀리그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은 혼자 지내

는 공식적으로 이 개념을 받아들여 인간의 건강

는 시간이 적고 폭 넓고 자기만족적인 사회생활

이란 신체적(physical), 정신적(mental) 그리고

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바 있다. 전영은 “삶에

사회적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이 관계

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1999). 이에 필자는

에서 느끼는 감사의 마음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을 포함시키고자

주장한 바 있다. 탈무드에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

한다. 왜냐하면

로은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계에서 가장 행

주제는 인류의 역사와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종

복한 사람은 감사드리며 사는 사람이다”는 교훈을

교, 문학, 철학 그리고 예술의 분야에서는 인류가

내리고 있다.

탄생한 후 지금까지 수 천년 동안

이처럼 행복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으

주제를 심각하게 다루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미

나 필자는 건강의 입장에서 행복을 논하고자 한

이 주제는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다. 즉 “행복은 건강에서 온다”라는 주제로 행복

있으며 인간이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인간의

을 논하고자 한다.

삶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social) 안녕상태(well-being)를 포함
'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라는

‘영성’이라는

우선 건강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 행복
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건강과 행복
의 관계”에 대하여 논한다.

III. 신체적 건강(physical well-being)
우선 신체적 건강부터 살펴보자. 신체란 무엇인

II. 건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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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 몸이란 무

는다.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장/발달 하는 과정 그

엇인가? 몸을 이루는 기본단위는 세포(dell)들이

자체가 신비로운 과정인 것이다. 모든 인간의 존

다. 세포(cell)들이 모이면 조직(tissue)이 되고

재(생명)의 존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

조직이 모이면 기관(organ)이 된다. 위, 소장, 대

이다.

장, 간, 신장 심장 등이 모두 기관들이다. 기관들

이러한 관점에서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생각해

이 모이면 계(system)가 된다. 식도, 위, 소장,

보자. 엄격한 의미의 ‘신체적인 건강’이란 100조

대장, 간, 취장 등을 소화계(digestive system),

개의 세포가 모두 건강함을 의미한다.

심장,

심혈관계(cadio-pulmonary

건강한 세포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건

system), 등으로 부른다. 그리고 계(system)가

강한 세포의 특성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

모이면 인간이 되는 것이다.

다. 1) 일정한 크기를 갖는다. 2) 일정한 개수가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되는 세포

유지된다. 3) 제 자리에 있다. 4) 다른 세포와 긴

(cell)들을 살펴보자. 인간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밀한 연결망을 갖는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

출발한다. 이 과정이 아주 기가 막힌 과정이다.

한다. 6) 할 일이 끝나면 조용히 물러난다.

혈관

등을

그렇다면

하나의 수정란을 만들 때에 정자(sperm)는 약 3
억대 1의 경쟁을 뚫고 난자와 결합하게 된다. 난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일 뿐

자는 임신 20주에 약 600만개가 이미 완성된 상

만 아니라 실제 평가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태로 만들어진다. 출생시 약 200만개가 살아남고,

100조개의 세포가 모여 있으면 그들 중에는 엉뚱

사춘기가 되면 약 30만개 그리고 폐경기가 되면

한 세포들도 아주 많이 있을 것이다. 일을 전혀

약 2,000개의 난자만이 살아남게 된다. 한 달에

하지 않는 세포들, 다른 세포들의 기능을 방해하

한개씩 배란에 성공한다고 계산하면 약 400개의

는 세포들, 딴 자리에 자리 잡고 있눈 세포 등,

난자만이

즉

다른 세포와 연결망을 갖지 못하는 세포들, 등등

400/6,000,000(0.067%)만이 배란에 성공한다.

이다. 그러나 또한 생체에는 자체의 방어체계

정자의 경쟁률은 약 1/300,000,000이다, 결과적

(defense system)를 지니고 있어 예기치 못한 상

으로 한 인간이 태어날 확률은 1/300,000,000 X

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체의 생존을 도와주는

1/15,000=1/4,500,000,000,000이

것이다.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더 기본적인 문제는 세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확률이

포의 기눙에 대하여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알려

다. 인간의 존재가 존중받고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에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의 수

비하여 세포의 구조나 기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정란에서 출발하여 태아날 때쯤 되면 약 2조개의

알려진 것이 많지만 세포 전체의 기능으로 본다

세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인기가 되면 60조

면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 앞으로 밝

-100조의

혀져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성공적인

세포가

배란을

된다.

하게

된다.

되는

하나의

수정란에서

따라서

2,000,000,000,000조개의 세포로 성장/발달할 때

완벽한 신체적 건강이란 오직 이론적으로만 가능

까지 완벽한 과정이어야 정상적인 인간으로 태어

한 상황이다. 한 인간이 자신의 신체 전체를 다

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로운

총체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학의

과정인가?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정

분야에서도 아주 세분화되어 인간을 이해하려는

상적인 아동으로 태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노력을 하고 있다. 내과 내에도 소화기, 호흡기,

기형적인 아동이 태어나거나 죽은 상태로 태어나

순환기, 내분비, 신장학, 혈액학. 감염학 등등으로

게 되는 것이다. 태아가 정상적인 유아로 태어나

나누어지고,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신경과 등으로

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셈이다. 태어난 후 성인

구분된다.

기에 이르기까지 즉 60조-100조개의 세포가 될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과 산부인과, 안과, 비뇨기

때까지 역시 어떠한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

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학과, 영상의학과, 응급

외과도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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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등
으로 구분된다. 이들을 다시 세분한다면 끝이 없

마지막으로는 세포들의 죽음에 대하여 살펴보자.

을 지경이다. 이만큼 인간의 몸이란 복잡하고도

세포의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

신비로운 존재로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연사(自然死)이며 다른 하나는 사고사(事故死)이

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완벽한 건강이란 오로지

다. 자연사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수명이 다하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여 죽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영어로는 Apoptosis
(Programmed cell death)라고 이른다.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증상이 없고 신

영어의

어원이

아주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체적인 기능의 장애가 없으면 건강하다고 한다.

apoptosis는 apo+ ptosis로 되어 있는데 ‘apo’는
‘낙엽’이라는 의미이며 ‘ptosis’는 떨어지다 라는

병적인 세포에 대하여도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인

의미이다. 즉 세포의 자연사는 ‘낙엽이 떨어지다’

병적세포는 암세포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암

라는 의미가 된다. 할 일이 끝나면 조용히 물러나

세포는 생체의 통제를 벗어난 세포라고 할 수 있

는 세포의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다. 생체 내의 모든 세포는 유전적 통제(genetic

단어이다. 할일 이 끝난 세포가 자신이 할 일이

control)을 받아서 일정한 갯수가 되거나 크기가

더 남아있다고 버티는 세포는 없다. 이 역시 사회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암세포는 이

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현상이다. 누가

러한 통제에서 벗어나서 끝없이 자라서 자신의

보아도 저 사람은 할 일이 모두 끝난 사람인데

세력을 무한히 넓혀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홀로 스스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우

않는다. 스스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리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포들의 교훈을

만 차지하고 일을 하지 않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

마음 속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세포

들이다. 위에서 생기면 자리만 차지하고 일을 하

의 사고사(事故死, necrosis)는 사고로 죽는 세포

지 않기 때문에 위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고 폐

이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데도 상처를

에서 생기면 폐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린다. 뿐만

받는 등으로 일찍 죽게 되는 세포들이다. 이런 세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까지 전이되어 그 기관의

포들은 저항을 한다. 열이 나거나 고름을 만들거

기능조차 마비시켜 버린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속

나 하면서 버티는 것이다. 이 또한 사회적으로도

해있는 생체를 죽이고 만다. 그 결과 자신도 죽는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

어리석은 세포들이 바로 암세포들이다. 끝없이 세

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

력을 키우면

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없이 세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

지만 결국 조화와 균형을 잃게 됨으로써 스스로
도 죽게 되는 어리석은 세포들인 것이다. 이런 현

이상으로 보면 신체적 건강이라는 말이 아주 단

상 역시 사회적 현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순하면서도 아주 복잡한 의미를 품고 있음을 알

특정 직장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일을 하지 않는

수 있다. 완벽한 신체적인 건강이란 오로지 이론

다면 그 직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만 일을

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실천

하지 않는 것아 아니라 타인에게도 일을 하지 말

이 불가능한 것이다. 신체적 힘을 기르는 것이 중

라고 부축이거나 방해를 한다면 결국 그 직장은

요하며, 힘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는 것 역시 아주

망하고 말 것이다. 집단 내에서 통제를 벗어난 인

중요하다. 운동을 통하여 근육들은 많이 사용해야

간,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일을

한다.

하지 않는 인간- 암 같은 존재라고 칭한다. 이런

atropy)에 빠지게 된다.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

인간들은 그 직장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마

러 가지 증상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치 암세포들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생체가 살

증상은 그 자체로는 괴로운 것이지만 심각한 의

아남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미가 깃든 생체의 절묘한 설계(design)이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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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으면

무사용

위축(dis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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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가장 흔한 신체적인 증상은 통증(pain)일 것

의

조화로움이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조금만 면

이다. 특정 기관에 질병이 발생하면 통증이 유발

밀하게 살펴보면 부조화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

된다. 통증 자체는 아주 괴로운 증상이다. 그러나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은 생각보다는 감정에 의하

통증을 통하여 병을 발견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여 영향을 받으며 감정은 자신의 철저한 통제 하

것이다. 즉 통증은 특정 기관에 이상이 생겼음을

에 두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뇌의 구조로 보더라

알려주는 경고신호가 되는 셈이다. 이 경고를 통

도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경로가 일차

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고 병을 찾아내어

적으로 감정센터를 거친 후에 이성센터로 전달되

고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통증은 특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스스로 잘못을 저질

정 개체를 생존시키기 위한 거룩한 신호인 셈이

렀을 때에 상급자로부터 주의를 듣는 경우가 흔

다. 만약 질병이 발생하였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히 발생한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데도

없이 그냥 지나친다면 결국 질병이 진행되어 그

일단 기분은 나쁜 것이다. 감정이 이성에 선행하

개체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증상

여 반응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반응이라고

들은 신중하고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성인(聖人)의 경지를 살펴보자. 종심
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 즉 마음이 하고 싶

필자는

이러한

현상들을

‘생물학적

심리학

은 대로 하여도 도리에 벗어남이 없다. 공자님 말

(Biological psychology)’ 또는 ‘생물학적 사회학

씀이다. 즉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을 하여도

(Biological sociology)’이라고 칭한다.

도리에 벗어남이 없음이다. 생각 부분은 빠져있으

생물학적 설계(design) 또는 소견이지만 심리적

나 필자의 모델로 설명을 한다면 생각하는 대로

또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느끼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여도 도리에 벗어남이
없다는 말씀이시다. 생각과 감정 행동의 완벽한
조화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씀을 70세에 이

IV. 정신적 건강

르러서 하셨던 것이다. 즉 공자께서 70이 되셔서
야 비로소 자신의 정신이 건강하심을 느끼셨던

이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정신에 대하여 정

것이다.

의조차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신은 구체적으

따라서 정신질환자-일반인-성인 간의 차이가 질

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

적인 차이가 아니라 양적인 차이 정도의 차이를

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다. 즉 생각

나타내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 간의

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통하여 특정인의 정신 상

조화로움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정신적인 건강

태를 판단할 수 있다.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

또는 성숙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간의 상호 조화로움에 의하여 특정인의 정신 상
태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적인 건강함이

다음은 실제로 정신을 관장하는 기관인 뇌의 구

란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의 조화로움 여부에

조와 기능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자. 뇌는 통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흔히 정신과 환자들을

제센터(Control center)로서 인식, 사고, 판단, 감

일반인들과는 아주 동떨어진 상태로 보는 경향이

정,

짙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다. 질적인 차

1.3-1.5kg로서 몸무게의 약2%를 차지하고 있으

이가 아니라 양적인 차이인 것이다. 생각의 체계

며 면적은 신문지 한 장 정도 약2,300㎠에 이르

가 무너진 환자들이 조현병 환자들이고 감정의

나 혈류량은 약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인

체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우울증 또는 양극성 장

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신

애환자들이고 행동의 체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행

경세포(neuron)는 약500-1,000억 개이며 하나의

동장애 환자들인 것이다. 소위 정상이라고 일컫는

세포가 10,000-15,000개의 연결망(network)을

사람들은 얼핏 보면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 간

형성하고 있다. 뇌의 발달과정은 아주 절묘한 생

행동을

통괄하는

기관이다.

무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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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1 행복은 건강에서 온다

존의 모델을 갖추고 있다. 생후 초기에는 충분한

능 또한 뚜렷이 구별된다. 왼쪽 뇌는 언어기능,

뇌세포를 미리 만든다. 즉 1000억 개의 신경세포

분석, 계산, 논리적, 이론적인 면, 객관적인 평가,

가 필요하다면 약 2,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만드

남성적 특징을 지니며, 지식의 뇌라고 불린다. 반

는 것이다. 이들 중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반응을

면에 오른쪽 뇌는 비언어적, 정서, 감정, 포괄적,

하여 연결망을 형성하는 뉴론은 살아남고 그렇지

상호관계성, 주관적 평가, 여성적 특징을 지니며,

못한 뉴론은 도퇴된다. 즉 실수하여 잘못 만들어

지혜의 뇌라고 불린다. 뇌전체가 지식과 지혜의

진 세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능의 면에서

완벽한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는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에

있는 것이다.

필요한 개수만큼만 만들어진다면 생성되는 과정
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바로 기능의 결함으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精神分析學)이나 융의 분

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설계는 효

석심리학(分析心理學)은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감

과적 생존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수정란

정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

을

난자는

속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무의식이라

15,000대1의 경쟁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것괴 유

이르는데 주로 감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궁극적으

사한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생체의 오묘한 조화를

로는 무의식을 의식과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잘 느낄 수 있는 설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

수 있다. 그러나 무의식은 무한하며 의식은 유한

한 신경세포들은 약18-9세경부터 매일 10-20만

하기 때문에 완전한 통합은 불가하며, 완전에 가

의 신경세포가 죽어간다. 그러나 이미 충분한 개

깝게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의 세포들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 50세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며, 스스로도 이해할

에 이르기까지 계속 세포들이 죽어가더라도 뇌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

전체의 기능에는 특별한 기능저하를 나타내지 않

다.

만드는

과정에서

정자는

3억대1,

는 것이다. 이러한 세포들의 상호작용의 최종결과
(end-result)가 바로 정신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요약하면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스스

완벽한 정신적인 건강 또한 오로지 이론적으로만

로의 마음을 보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이성)의

가능한 일이자 실제 상황에서는 실천 불가능한

힘으로 감정을 보는 과정이다. 끊임없이 노력하여

상황인 것이다. 1,000억 개의 세포, 각 세포가

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15,000개의 연결망(network)을 만들고 이들의 상

있다.

호작용의 조화로움 또는 부조화로움을 누가 알고
누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성)을

담당하는 부위는

주로

대뇌피질

V. 사회적 건강: 대인관계의 건강

(cerebral cortex)로서 뇌의 전세포의 약80%를
차지하고

전두엽(frontal

세 번 째는 사회적 건강(social well-being)이다.

사고, 추리, 판단, 행동의 통

신체적 건강(physical well-being)과 정신적 건강

제, 분노조절을 담당하고, 두정엽(parietal lobe)

(psychological well-being)이 한 개인의 내부에

중 우성반구는 언어, 읽기, 이해하기, 쓰기를 담당

있어서의 조화로움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건강은

하고 비우성반구는 공간개념과 지남력을 담당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조화로움이라고 할 수

다. 후두엽(occipital lobe)은 주로 시각, 색갈의

있다, 인간(人間)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人) 관계

구별을 담당한다. 측두엽(temporal lobe)과 변연

(間 關係)라는 의미이다. 개인은 혼자서는 생존할

계(Limbic system)는 공포반응, 공격성, 언어와

수 없으며 반드시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만이

기억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생존이 가능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을

뇌는 크게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구분되는데 기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개인이라는 의미의 영

lob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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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부위별로

운동기능,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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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Individual도

Individual의

비슷한

어원을

어원은

지니고

있다.

1) 원활한 대화

divide(나누다)로서,

dividual(나눌 수 있는)-individual(나눌 수 없는,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태

inseparable)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개인이지

도 중의 하나이다.

만 타인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어야 한다. 집단생활에 있어서 대화는 인체에 비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인간의 일생을 살펴보면 태

유한다면 마치 혈관과 같다고 할 것이다.

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대인관계가 형성되

서 혈관이 막히면 그 해당되는 기관은 피가 통하

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한다. 만나고 헤어지는 과

지 않아 죽게 될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대화도 같

정이 되풀이 되는 것이 즉 인생인 것이다. 출생하

은 기능을 한다. 평상시나 문제가 있을 때나 항상

면서 부모와의 만남이 일어나고 유아기, 걸음마기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져 한다. 필요한 대화는 반

가 되면서 친구나 동생과의 만남이 일어난다. 학

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거북하다고 하여 대화를

령전기가 되면 또래친구 또는 유치원 선생님들과

피하면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하게 될 것이다. 화가

의 만남이 일어나고, 학령기가 되면, 친구들, 선생

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통

님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독서를 하게

제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대

되면 동화속의 주인공들과의 간접적인 만남이 일

화 시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태도도 아주

어난다. 청소년기가 되면 역시 친구들과의 만남,

중요하다. 타인의 말을 잘 들어야 타인에 대한 이

이성과의 만남, 문학속의 주인공들과의 만남, 우

해가 이루어지고 이에 바탕을 두어야 건강한 관

상과의 만남 등이 일어난다. 성인기가 되면 배우

계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

자와의 만남,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

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적절한 대화를 하기 위하

과의 만남, 직장을 얻게 되면 직장 동료들과의 만

여 제도화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사간원(司諫

남, 취미생활을 통한 대인관계가 형성된다. 자녀

院), 대간(臺諫) 등을 두어 왕께 바른 말을 하는

의 결혼과 더불어 새로운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제도가 갖추어져 있었다. 정언(正言)이라는 관직

자녀들이 또한 자녀를 갖게 되면 손자, 손녀들과

도 있었다, 말 그대로 바른 소리를 하라는 직위이

의 만남이 일어난다. 노인기가 되어 세상을 떠나

다.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과 열린 대화를 하기

게 되면 이 모든 중요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단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 또한 왕과 신하가 1:1로

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만나는 것을 독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즉

인생이란 대인관계에서의 경험으로 이루어지

금지되어 있었다. 반드시 사관의 입회하에 왕과

는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의 합이라고 정의할 수

신하가 만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 이것은 독대

있는 것이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서 볼

를 하는 경우에는 독선을 낳고 또 서로 다른 말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개인의 내부에서 조화와

을 하는 경우 어느 쪽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있

균형을 성취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

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뭄, 홍수 등

에 하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일식, 월식 등 평소에 일

루는 일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다. 항상 스스로를

어나지 않던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모

되돌아보며 노력을 하여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두 왕의 덕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왕이 스스

서의

건강(social

로 근신을 한다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신하

well-being)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들이나 백성들이 왕에게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사회적 건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모두 귀를 기울여 듣도록 되어 있었다.

타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하여는 어

일식이나 월식에 대하여는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정도의 천문학적 지식이 발달되어 있었던 점을

그들은 다음과 같은 태도들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감안하면 이러한 제도는 왕과 백성들 간의 대화

조화로움

즉

사회적

대화의 통로는 항상 열려 있
인체에

그 당시

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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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험 또한 또 하나의 대화 창구였다. 예를
들면 광해군 시절 광해군이 ‘국가가 현재 위기에

3) 겸손

처해있다. 위기 대책에 대하여 논하라’라는 과거
시험문제를 출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숙영이라

일상생활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는 수험생이 광해군에 대한 실책과

비난으로 답

중요한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어디에

안지를 쓰고 대책은 광해군이 정신을 차리면 된

서나 크게 환영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로부

다‘는 답안지를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합격답안지

터 받아들여지는 사람을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로 처리된 역사가 있다. 즉 과거시험 답안지에는

더불어 사는 가치를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

왕에 대한 비난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제도가

이다.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시험 또한 대

태도가 가장 구체적이고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행

화창구의 하나였던 것이다.

동이다. 인사를 할 때에는 자신의 머리와 몸을 숙

.

인사(人事)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낮추는

여서 한다. 스스로 낮추는 태도인 것이다. 한자말
2) 부드러운 태도

로는 ‘人事’는 ‘사람의 일’이라는 뜻이다. 사람의
일이 얼마나 많을진데 인사하는 과정을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부드러운 태도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수많은 일들 중

건강의 유지에 아주 중요하다. 부드러운 사람을

에서 ‘인사를 잘하는 행동’이 가장 중요한 행동이

싫어할 사람들이 있겠는가? 부드러운 사람은 어

라는 의미가 된다.

느 상황에서나 주변사람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것이다. 고전을 한번 살펴보자. 노자(도덕경道德

‘최고의 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

經 제36장)에는 ‘柔之勝剛(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되, 내세우지 아니하며,

것을 이기고), 弱之勝强(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긴다).’이라는 교훈이 있다. 강한 나무는 잘 부러

따라서 道에 가깝다.‘(노자 도덕경 8장)

지지만 약한 것은 잘 부러지지 않는다. 또한 ‘사
람이 태어남엔 부드럽고 약하나, 죽을 때에는 굳

‘너희 중에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

고 강해진다. 고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

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라는 교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놓아진다.’(마태오 23장

도 있다.(도덕경道德經 제76장) 나이가 어릴수록

11-12절)

몸이 부드럽다. 그것은 체내에서 수분의 함량이
많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차 수분의

이상의 예를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인관계에

함량이 줄어들며 결과 몸이 딱딱하게 굳어진다.

있어서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게 되면 수분이 모두 빠져
나가기 때문에 몸이 아주 딱딱해진다. 따라서 부

이해한다는 의미를 갖는 Understand는 원래의 뜻

드러움은 삶의 상징이며 딱딱함은 죽음의 상징이

한 아래에(under) 선다(stand)는 의미이다. 즉 대

라는 교훈이다. 삶을 추구할 것인가? 죽음을 추구

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겸

할 것인가? 답은 아주 명료하다. 삶을 추구하여야

손한 태도를 취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자신을

할 것이며 그것은 즉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것과

타인의 위에 두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오

같다고 할 것이다. 성종시 과거시험은 ‘강하고 부

만한 자세로는 절대로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드러움의 도(강유지도, 强柔之道)에 대하여 논하

것을 글자 자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가 과제였다. 이러한 예들은 사회적 건강에 있
어서 부드러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가를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하겠다.
254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4) 신

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조 수 철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은 ‘신

서 말실수도 적게 한다. 참을성이 적은 사람은 감

뢰 받는 인간관계의 형성’이다. ‘믿을 수 있는 사

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말을 해 버리기 때문에 말

람’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사회적

실수를 하게 되고 따라서 신뢰관계도 무너지게

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된다. 어원도 재미있다. 참을 忍은 칼날 刃 + 심

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

장(心)으로 되어 있다, 즉 칼이 심장을 찌르고 있

는 인간관계의 형성‘이 기능할까? 이 역시 글자를

는 모습이다. 아마도 옛 사람들은 칼이 심장을 찌

살펴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믿을 신(信)은 ’

를 때에 가장 고통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듯

사람(人)의 말(言)‘이라는 의미이다. 즉 말을 조

하다. 그래서 칼이 심장을 찌를 때에 느끼는 통증

심하라는 의미를 갖는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만 참아낼 수 있다면 다른 고통은 모두 견디어낼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된다는 의미이다. 말을 하여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던 듯하다. 아무튼 인내는

야 할 때에는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누구나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이었으나 실천하기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말은 일정해야 한다. 같

는 쉽지 않았던 듯하다.

은 사안을 두고 말을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말은 항상 조심하는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을 어지럽힌다(논

곳이 상책이기 때문에 말이 들어가는 단어는 부

어)

정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는 단어가 많다. 예를 들

한 때의 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

면 ’虛言(허언)‘, ’妄言(망언)‘, ’暴言(폭언)‘, ’失言

다.(명심보감)

(실언)‘, ’巧言令色(교언영색)‘, ’流言蜚語(유언비
어)‘ 등이다.

6) 사

랑

자공이 군자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먼저 그가

대인관계에서 사랑만 실천될 수 있으면 사회적

말한 바를 실천에 옮기고 그 뒤에 행한 바를 좇

건강은 거의 완벽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아서 말한다(논어)

있을 것이다.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친

군자는 말이 행동을 앞서는 일을 부끄러워한다

구관계, 스승-제자관계, 선배-후배관계, 남녀관

(君子恥其言而過其行).

계, 이웃관계 등 모든 관계에서 보편타당한 가치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는 사랑일 것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꼭 인간관

칼이다(明心寶鑑)
明心寶鑑)

계에서만 사용되는 말은 아니다. 나라에 대한 사
랑, 자연에 대한 사랑, 학교에 대한 사랑, 음악에

老子:

대한 사랑 등등 아주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知者不言 言者不知(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 많

이다. 도산 안창호선생의 좌우명은 ‘자신을 사랑

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사랑한다
(愛己愛他)’였다. 간단한 경구이자만 모든 진리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는 단어는 ‘말은 도를 끊

모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 대

는다’는 의미이다. 즉 말이 많으면 도를 통할 수

한 사랑, 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은 이미 갖추어져

없다는 의미가 된다. 항상 말을 조심해야 신뢰있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이 자신이나 가족에게만

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머물러 있지 않고 가족 밖으로 확대를 시키는 노
력을 한다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 된다.

5) 인내(忍耐)

동양 사상도 그 핵심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강하다. 화

는다. 그러나 묵자(墨子)는 겸애사상(兼愛思想)이

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잘 참을 수 있으며 따라

라고 하여 사랑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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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천하가 모두 더불어 사랑하면, 다스

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있

려지고 서로가 미워하면 어지러워진다.’ 백성들을

는데 영원한 삶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종교

다스리는데 있어서 사랑을 으뜸 덕목으로 삼고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을 사랑 결핍으로 보고 있

먼저 종교에 대하여 살펴보자. 종교 Religion의

는 것이다.

어원은 몇 가지 주장이 있다. 키케로
‘relegere’,

Cicero는

또는 ‘religere’로서 ‘주의깊게 고려하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다’. 또는 ‘세심한 배려로 재물을 바친다’를 어원

수 있을 것이다.(고린도 13: 4-7)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Augustus는
religare로 의미는 ‘다시 묶는다’, ‘다시 연결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신과의 재결합’

사랑은 친절합니다.

또는 ‘개인의 내면적 세계와 외부적 실재를 함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묶어주는 기능’ 또는 더 넓게 ‘나와 나 아닌 것과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재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religion을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종교로 번역한 사람들은 일본인들이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종교란 말 그대로의 의미는 ‘큰(宗) 가르침(敎)’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교라는 번역은 의역이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보다 인간에 대하여 더 큰 가르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침이 있었던가?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종교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삶과 정신적 활동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을 관장하는 원리로 상정된 그 무엇’으로 되어 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다. 종교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며 가르침의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증과학에서는 독립
된 원리로서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아마도 이런 이유로 WHO에서 영적 건강을 포함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시키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영혼(靈魂)의 영(靈)도 재미있는 의미를 지닌다.
사랑만 바탕이 되면 다른 모든 덕목들은 자동적

靈은 윗부분은 구름 운, 3개의 입 구,

그리고 아

으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래는 무속인 무巫로 이루어져 있다. 즉 무속인(무
당)이 주문을 외우면서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이
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가까운 개념이다. 巫

VI. 영적 건강

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는
다.

건강의 마지막 요소는 즉 영적 건강이다. 세계보
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건

영혼불멸(Immortality of Soul)에 대하여도 종교

강에 대한 개념에서는 영적 건강은 제외되었다

나 사상에 따라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

(1999년). 그러나 영적 건강은 반드시 포함되어

다. 크게 두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도

야 할 요소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 문학, 철

사상과 그리스 사상으로 이들에서는 영혼은 본래

학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는 영적 요소를 다루었

부터 신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불멸한다고

으며 인간의 삶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4

주장한다. 그러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서는 영

가지 분야와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

혼이 본래는 불멸은 아니지만 신의 배려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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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멸이 되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어쨌건

에서는 음악이 지나친 관능적 쾌락을 추구한다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종교에 따라서 그

이유로 제외되어 있으나 무스림들이 코란을 낭독

가르침이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인

하는 모습을 보면 음악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

간에 대한 진지한 자세’,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어 있다.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 ‘모든 생명

음악과 문학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시와

체의 존재(동물이나 식물의 생명)를 소중히 여기

음악’이 서로 밀접하다. 시인들이 시를 쓰면 이

는 자세’, ‘더 나아가서는 무생물의 존재까지도 소

시를 바탕으로 음악이 작곡되는 경우가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 자세“ 등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요

많았던가? ‘세익스피어와 음악’, ‘괴테와 음악’, ‘헤

소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사회적 건강과 마찬

세와 음악’, ‘스땅달과 음악’, ‘발자크와 음악’, ‘타

가지로 ’겸손, 신뢰, 인내, 용서, 무욕, 평화, 부드

고르와 음악’, ‘로망롤랑과 음악’ 등이 예를 들 수

러움, 감사, 사랑, 반성과 성찰‘ 등이 종교적 가르

있다. 특히 괴테는 단순한 음악애호가가 아니라

침의 중요한 덕목들이 된다. 또한 내세를 설정함

거의 음악가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음악에 조

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 영원한 삶‘을 축할

예가 싶었다. 바이마르에서 궁정악단의 감독을 맡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는 ’

으면서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거의 전곡을 무대에

종교는 모든 인간의 최후의 안식처‘라고 할 수 있

올릴 정도였다.

다.
이상으로 보면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종교생활을
종교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예술 분야에서도 영

한 중요한 부분으로 삼는다거나, 취미활동으로 음

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악 등 예술을 즐긴다거나, 독서를 하는 행동 자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종교와 음악, 문학

가 영적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과 음악, 철학과 음악 등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것이다.

맺고 있는데 그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음악과 종교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보
면 음악의 발달단계에 있어서 종교음악의 발달단

V. 행복이란 무엇인가?

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회음악의
기원, 초기교회음악, 중세시대의 종교음악, 르네쌍

1. 행복의 정의

스 시대의 종교음악, 바로크시대의 종교음악, 고
전주의시대의 종교음악, 낭만주의시대의 종교음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심신이 만족감을 얻는

악, 20세기의 종교음악 등 각 음악의 발달단계마

상태’이다. 행복 Happiness가 happen에서 유래되

다 종교음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었다는 주장도 있다. 즉 ‘옳고 재미있는 일이 자

다. 종교음악의 발달을 제외하면 음악의 발달 자

신 속에서 일어난다. 우연히 외부에서 찾아오는

체를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리스 신화에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아폴론, 오르페우스 등 음악의 신들이 등장하고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즐거운 삶

원시종교에서는 음악행위 자체가 즉 종교행위였

(pleasant life), 적극적인 삶(engaged life), 의미

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종교의식과 음악은 아주

있는 삶(meaningful life) 등도 행복한 삶 속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어느 종교에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의식 중에 음악이 포함되어 있다. 가톨릭에서

는

전례음악,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찬송가, 유교

행복에 대한 철학적 주장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

에서는 아악. 또는 종묘제례악(우리나라 고유의

될 수 있다. 하나는 쾌락주위적 입장이며 다른 하

유교음악), 불교에서는 범패, 천도교에서는 천덕

나는 자기현실적 입장이다. 전자는 행복은 개인이

송, 원불교에서의 성가 등이다. 예외로 이슬람교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유쾌한 상태, 만족스러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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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1 행복은 건강에서 온다

태라는

관점이다.

주관적

안녕(subjective

고 종교적 개념이 영향을 미쳤다. 행복관도 서로

well-being)에는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초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헬레니즘은 개인의 이

을 맞추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또는 삶

성과 수양을 중시하며, 헤브라이즘은

의 질(quality of lif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

계를 중시하는 종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과의 관

다.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정서적 요소에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포함된

(1) 그리스 철학자들의 행복관

다. 긍정정서에는 행복감, 즐거움, 환희감 등이 포
함되고, 부정정서에는 우울감, 슬픔, 질투감 등이

소크라테스는

포함된다. 인지적 요소에는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볼 수 있듯이 진정한 행복은 자신에 대한 성찰을

비교하여 삶의 상태를 평가하는 의식적이고 인지

통하여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진

적인 판단을 의미하며 삶의 만족도로 지칭된다.

정한 지혜의 바탕을 이성과 직관으로 보고 이에

이에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과거의 삶에 대

서 행복이 유래된다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한 만족도,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도, 삶의 변화

이르면 행복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견해가 나타

에 대한 필요성 등이 포함된다.

나게 된다. 최선의 삶은 일시적인 욕망의 충족보

후자 즉 자기실현적 입장으로서의 행복은 개인의

다는 도덕적 완성이나 인격적 덕성을 구현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 즉 자신의

것으로서

성격적 강점과 덕목을 충분히 계발하고 발휘함으

(Eudemonia)라고 이름하였다, 이것은 흔히 행복

로써 인생의 중요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삶을 구

이라고 번역되는데 지속적인 행복감을 가져다 준

현하는

셀리그만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대모니아로 이끌 수있는

행복(authentic

12가지 덕성을 제시하였다. 용기, 관용, 자존, 친

happiness)은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강점을 찾아

밀, 재치, 정의, 절제, 희망, 온유, 정직, 양심, 고

내어 계발하고 일, 사랑, 놀이, 자녀교육 에 매일

결 등이다. 이러한 덕성들은 누구나 타고나는 것

매일 활용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

으로 잠재된 덕성들을 발견하여 계발함으로써 행

였다. 만족은 대표강점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느끼

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행복

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좋은 삶

의 덕성이론(virtue theory)이라고 부른다.

것이

(Seligman)에

행복이라는
따르면

관점이다.

진정한

“너 자신을 알라”는 그의 말에서

이러한

삶의

상태를

유대모니아

(good life)이란 자신의 특징적 강점을 활용하면
서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만족을 얻는 삶을 뜻한

(2) 기독교적 행복관

다.
헤브라이즘 전통의 행복관은 인간과 신과의 관계
이 두 가지 요소 즉 쾌락주의적 행복과 자기실현

를 중시하고 있다. 유대교인 경우 유일신 하나님

적 행복이 사로 통합되어야 진정한 행복의 모습

의 뜻에 따라 복종하며 사는 것을 최선의 삶으로

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여겼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절대권위에 순종
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주의적인 행동을 억

2, 행복에 대한 다양한 견해- 역사적 관점

제하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을

1) 고대의 행복관

신성한

계율이론(divine

command

theory)이라고 부른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두려움
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깊은 애정을 지닌 존

서양사상은 크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양

재로 발전시키면서 종교적 헌신을 중시한다. 진정

분할 수 있다. 전자는 그리스 철학적 전통에 바탕

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예수의 가르침과 생애에

을 두고 있으며 철학, 과학, 예술 그리고 심리학

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후자는 윤리, 도덕.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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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의 행복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을 추구하는 권리는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것으

서양의 중세는 기독교가 주도한 시대라고 할 수

로서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명시되어 있

있다. 중세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

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공리주의와 더불어

은 세속적인 쾌락과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육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창출하는 새로운 정부체

사망 이후 천국에서 부활할 때까지 미뤄진 것이

계를 탄생시켰다. 19세기 초에는 자기발견과 내면

었다. 인간은 육체적 욕망과 영적 추구라는 대립

경험이 충실하려는 낭만주의(Romanticism)가 태

적 상황을 지니는 존재로서 영혼이 육체에 머무

동되었다. 또한 개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개인의

는 한 이러한 두 가지 성향간의 갈등은 지속될

정서적 경험과 표현이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행복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갈등 속에 세속적

을 위해서는 진정한 자아의 발견이 필수적이라고

쾌락을 피하기 위하여 7대 죄악(seven deadly

하였다.

sins, 분노, 질투, 나태, 교만, 성욕, 방종, 물욕)을
제시했다. 반면에 이러한 죄악을 포기하도록 이끄

4) 20세기 행복관

는 미덕으로서 4대 보편적 덕성(four cardinal
virtues, 신중, 용기, 절제, 정의)과 3대 신학적 덕

프로이트는 행복에 대하여는 다소 비관적 관점을

성(three theological virtues 믿음, 소망, 사랑)을

지니고 있었는데, 인간의 본성적 욕망과 문화적

제시하였다.

환경과는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
러나 융은 다소 다른 행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3) 근대의 행복관

는 인간은 전체적이고도 통합적인 존재로 살아
갈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내면적 경향이 있

15세기경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에는 문예부

으며 이것은 자기원형(self-archetype)의 기능이

흥이 일어나면서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

라고 하였다.

하고 개인의 재능과 창의성이 높이 평가되기 시

최선의 삶은 자기원형에 따라서 진정한 자기가

작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인 관점과 특성이 중요

되어 가는 것이며, 이를 실천하는 능동적인 과정

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개인주의(individualism)

이 즉 개성화(Individuation)이며 자기실현인데 이

성향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도 중대한 영향을

런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인

미쳤다. 17세기에는 이성주의(rationalism), 경험

본주의 심리학자들은 1960-70년대 긍정심리학의

주의(empiricism), 기계주의(mechanism) 철학 등

선구자들이다. 그들은

이 산업혁명과 더불어 생겨났다. 그러나 인간의

현을 추구하는 성장지향적인 존재이며 이 과정에

행복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인 철학은

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인본주의 학자로서

공리주의(utilitarianism) 철학 체계였다. 제레미

는 메슬로우(Maslow)가 대표적인데 그는 인간의

벤탐(Jeremy Bentham)이나 죤 수튜아트 밀(John

욕구위계설을 주장하였다. 즉 자기실현 욕구를 가

Stuart Mill) 등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개인적

장 높은 수준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독

행동과 사회적 제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

립성 추구하며, 창의적 활동을 하면서 자기실현을

고의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이루는 것이 성숙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하였

개인의 행복과 안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다.

18세기 중반에는 국가의 정치적 권력과 개인의

(Rogers)이다.

행복이 충돌하는 사회적 사건들, 즉 미국독립선언

(Client-centered psychotherapy)를 시도하였다.

(1775), 프랑스 혁명(1789). 등이 계기가 되어

즉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존중, 공감적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

이해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은

기 시작하였다. 미국독립선언문에는 ’모든 인간은

자기실현 경향을 타고 나는데 스스로 좀 더 가치

또

다른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실

인본주의
그는

심리학자는

내담자

중심의

로저스
정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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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발

이상에서 건강에 대하여도 살펴보고 행복에 대한

현시켜 유능한 존재가 되려는 타고난 경향이 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

다고 하였다.

둘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둘은 서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르틴

셀리그만(Martin

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듯하다. 물론 여러 가지

Seligman)은 ‘진정한 행복은 개인의 강점을 파악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행복은 건강에서 온다’,

하고 계발하여 일, 사랑, 자녀양육, 여가활동이라

‘행복과 건강은 전혀 관계가 없다’, ‘건강하지만

는 삶의 현장에서 실현된다.’고 하였다.

행복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지만 행복하다.’
등등의 가능성이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큰 예

5) 동양문화권의 행복관

상은 “건강과 행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행복
은 건강에서 유래된다”는 가정일 것이다. 이러한

공자(552-479, BC)는 극심한 혼란기에 살면서

관점에서 ‘행복과 건강’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개인적 삶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면서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의 구현을 지향하였다. 이를

1) 신체적 건강과 행복

위해서는 인((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 인
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하였으나 그 중 하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A sound mind,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수신

in a sound body)'라는 경구에서 볼 수 있듯이 기

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쁨, 만족감. 등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려면

실현을

목표로 하였다.

건강한 육체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할 듯하다. 따

긍정적이고도 조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로

라서 신체적 건강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

운 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하는 것에서 행복을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 아주 중요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후 맹자는 인의 실천

한 역할을 한다. 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을 위해 의(義)의 덕목을 내세워 인의(仁義)를

중요하다. 운동 자체가 상당한 행복감을 가져다

함께 중하게 여겼으며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

준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내에서 도파민이나 엔

므로 이를 발현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돌핀 등 인간의 기분을 고양시키는 물질들이 분

하였다. 도교는 노자의 철학체계로서 도(道)를 따

비가 되어 기분이 유쾌해진다. 통증이나 신체적

르는 것과 자연의 도리에 순응하여 무위자연 (無

기능의 변화, 저하가 나타날 때에는 즉시 검사를

爲自然)의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하였

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어 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다. 불교는 싯다르타에 의하여 창시된 철학체계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자 종교로서 그의 가르침은 사성제 즉 고집멸도
(苦集滅道)로 집약될 수 있다. 고(苦)는 인생은

2) 정신적 건강과 행복

고통스러운 것, 집(集)은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
착하는 것, 멸(滅)은 집착을 없애면 열반에 들 수

정신적 건강이란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 간의

있다는 것 도(道)는 열반에 이르는 8정도를 나타

조화로움으로 정의된다. 어떠한 생각, 사고체계를

낸다. 집착을 없애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르침

지니고 있는가가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다.(이상은 권석만: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항상 긍정적인 생각,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탐구. 서울 학지사 2009, pp37-48부분에서 인용

중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행복은 자기성찰

한 내용이다)

을 통하여 온다.”고 하였고, 그리하여 “너 자신을
알라”고 가르쳤다. 헬렌 켈러는 ’행복은 자신이 가
진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아리

VI. 행복과 건강

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은 가신들이 바라는 것을 얻
을 때에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노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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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줄 알면 위태로움이 없고, 만족할 줄 알면

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쁘다,

욕됨이 없고 그로써 장구하리라.‘라고 하였다. 슈

슬프다, 즐겁다. 사랑한다, 화를 내다, 미워하다,

바이쳐는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봉사하다, 희생한다,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호감

성공의 열쇠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들은 인

을 갖는다, 자랑한다, 잘난 척한다, 불쌍히 여기

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가 행복

다, 편견을 갖는다, 감사드린다, 배신하다, 신뢰하

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언급이라고

다,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배려하다, 관대하다,

하겠다. 또한 긍정적인 정서 예를 들면 “만족감,

부드러운 태도, 딱딱한 태도, 용서하다, 복수하다,

안도감, 성취감, 기쁨, 흥미, 열정, 재미, 희망, 평

받아들이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착하다, 진실되

온함, 낙관성, 경이, 몰입 등“이 주된 정서가 되면

다, 거짓되다, 남의 탓으로 돌리다, 스스로 인정하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근심, 불

다” 등등 모두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안, 분노. 증오심, 불만, 압박감, 비관적 사고나 감

또는 행동인 것이다. 이들 중 긍정적인 생각, 감

정,

정 행동은 행복과 관련이 깊고 부정적인 감정, 생

낙담 지나친 탐욕, 포기 등“ 부정정서에 사로

잡혀 있으면 행복해 질 수가 없다. 최근 달라이라

각 또는 행동은 불행과 관계를 갖는다.

마는 투투 대 주교와의 대화에서 ”56년 동안이나
망명생활을 하는데도 우울하시지가 않은가?“라는
투투 대주교의 질문에

4) 영적 건강과 행복

달라이라마는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이 무엇이며, 만약 바꿀 수

영적 건강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나 영적내용

없다면 싫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절

을 주제로 다루는 분야는 “종교, 문학, 철학 그리

망은 어디에나 있으며 기쁨, 긍정 또한 어디에나

고 예술”이다. 따라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

존재한다.‘ 참으로 경쾌한 진리다. 정신적인 건강

지하기 위하여는 이들 4분야 중 적어도 1-2분야

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절묘하게 언

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급하고 계시다. 가장 흔히 드는 예로 “컵 속의

삼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족감, 기쁨, 즐거

물”이다. 어떤 사람은 “ 컵 속에 물이 반 밖에 남

움 등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

지 않았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컵 속에 물이

을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아마도 건

반이나 남았다”고 말한다. 누가 행복한 생각을 하

강의 여러 가지 측면들 중 가장 크고 깊은 행복

고 있는가가 아주 명확하다. “죽을 고비를 넘긴

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영적인 면이 아닌가

사람들에게는 ”단지 살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싶다. 깊은 신앙심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

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하게 느끼는가? 문학에 몰두하는 사람들, 청소년
시절 문학소년, 소녀들이 되어 본 경험들을 되돌

3) 사회적 건강과 행복

아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좋아하는 예술작품
들, 가수들, 음악가들에게 빠지면 더 할 수 없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현상들은 영적 권강과

없고 항상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나가게

행복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된다. 대인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한 개
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면에서는 ‘행복은 관계로부터 온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VII. 나가며

행복

(Eudaimonia)으로 이끄는 12가지 덕성 즉 “용기,

이상에서 필자는 행복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하여

관용, 자존, 친밀, 재치, 정의, 절제, 희망, 온유,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행복의 다양한 정의, 역사

정직,” 등은 모두 대인관계에서 실천되는 덕목들

적 관점에서의 행복관과 아울러 세계보건기구의

이다. 흔히 사용되는 많은 단어들이 모든 대인관

건강의 정의에 입각한 건강의 개념도 함께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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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필자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에 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편: 세포생물학. 서울: 서울대

적 건강을 추가하여 건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

학교출판부,

았다.

성동호 해역: 효경. 서울: 홍신출판사, 1993

몸이 건강할 때, 즐거움, 기쁨, 만족감을 느낄 수

우문식: 행복이 인성을 키운다. 2016학술세미나

있다는 점에서 행복은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실천

계가 있다. 긍정정서, 긍정적 사고, 자기우너형에

방안 자료집pp59-83

따라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전영: 감사나눔을 통한 행복교육 실천방안. 위즈

있다는 점에서는 행복은 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덤교육포럼 2014학술세미나 학교현장 행복교육

관계를 맺는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행복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료집 pp55-85.

인간관계에서 유래된다는 점에서는 행복은 사호

조두영: 행동과학-의사와 환자. 서울: 일조각,

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끝으로 종교, 문

2001

학, 철학 그리고 예술적 가치의 추구에서 행복을

조수철: 인간의 발달과 생존. 서울 학지사 2010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행복은 영적 건강과 al

조수철: 대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힘에 대한 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구. I. 겸손. 정신의학 20(2), 80-93, 1996
조수철: 대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힘에 대한 연

결론적으로 행복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

구. II. 신뢰.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1), 3-13.

회적 건강 그리고 영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

1996

다고 할 수 있다.

조수철:

절대의

의미와

성찰.

신경정신의학,

35(1), 204-221, 1996
참고문헌

조수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서울: 열음
사, 1997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조수철:

학지사 2004,

36-48, 2001.

권석만: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최인철: 행복교육, 실천이 답이다. 위즈덤교육포럼

학지사 2009, pp37-48

2014학술세미나 학교현장 행복교육 어떻게 실천

대한성공경회: 성경, 1977

할 것인가? 자료집

박재갑: 인간생명과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정호: 물과 한국인의 삶. 서울: 나남출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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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신은 지금 幸福합니까?
신규동 | 위즈덤교육포럼 공동대표

Ⅰ. 머리말

• 평생 땅을 지키며 살아온 農夫 노인에겐 30년
을 부려온 소 한 마리가 있다. 소의 수명은 보통

(1) ‘30년 전’은 국민소득 70불도 안되던 시절을

15년인데 이 소의 나이는 무려 마흔 살이다. 살아

회상하며 서정춘이 쓴 시다.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이 소를 따라 각박(刻薄)
한 현실 속에서 모처럼 느릿느릿 걸으며 영혼의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허기를 채웠기 때문일까? 영화 속 주인공들이 멀
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

아가, 애비 말 잊지 마라

야기인 것 같아서일까?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 최 노인에게 누렁이 소는 가축이 아니고 가족
이다. 그래서 소에게 害가 된다고 논에 農藥을 치

그곳이 고향이란다.

지 않고 사료 대신 풀을 베어 먹이며 쇠죽을 끓
여 먹이는 정성어린 애정을 쏟아 붓는다. 무뚝뚝

• 배부르게 먹이지 못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며 아

한 노인과 무덤덤한 소, 둘은 모두가 인정하는 환

버지는 돈 대신 걱정과 기원이 섞인 눈물이 앞을

상의 단짝 친구다.

가려 아들을 더 보지 못했다. 배고픈 농경사회에
서 밥은 극락이요 고향은 이상향이다. 그 시절은

• 소가 이제 힘에 겨워 짐이 무겁다는 말을 안

그래도 가난하지만 사람을 더 중하게 생각했기

해도 할아버지는 잘 안다. 불편한 다리지만 지게

때문에 幸福했다. 아버지는 배가 고파도 사람은

에 짐을 나누어지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온다. 이

사람의 길을 가야한다며 ‘묵자가 실이 물드는 것

런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소와 할아버지의 속 깊

을 보고 슬퍼했다’는 묵비사염(墨悲絲染)을 가르

은 애정관계(?)가 밉다. 소는 정말 고맙지만 할아

쳤다. 배고플 때도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도 아들

버지가 힘들기 때문이다.

은 그 말씀을 떠올리며 살았다.
• 어느 날 늙은 소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2) ‘워낭소리’는 2009년에 개봉한 독립영화로 오

마지막 숨을 내쉬며 힘들어 할 때, 40년을 달고

지 중의 오지인 봉화군 청량산자락에 사는 팔순

있던 코뚜래를 빼주고, 워낭을 떼어주면서 할아버

최노인과 할머니, 그리고 나이 많은 늙은 소의 실

지는 말씀하신다. ‘좋은데 가거라.’ 정말 ‘좋은데

화다. ‘워낭소리’가 한국 독립영화 사상 관객 수

가거라’ 그리고 하늘님 ! “우리 누렁이를 ‘좋은 데

292만 명과 수익금 190억 원을 올리는 최고기록

로 보내주세요’. 누렁이 죽으면 우리 부부도 따라

을 수립했다. 인간과 동물 간의 교감과 소통을 보

서 죽을 거라고 했고 누렁이 덕분에 농사를 지으

여 준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고 많은 관객들이

며 9남매를 키웠으며 우직한 누렁이가 우리 집안

왜 그토록 감동과 열광을 보냈을까?

을 먹여 살린 셈입니다.”
할아버지는 소를 사람처럼 장사지내고 땅에 묻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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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행복의 정의

(3) 서정춘의 시 ‘30년 전’ 속의 아버지와 영화

• 행복의 사전적 정의 :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워낭소리’속의 주인공들은 멀리 있지 않은 우리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이다. 즉 ‘주관적 안녕감으

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그 주인공들

로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이다. 안녕이란

은 판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지만 사람의 사는

평안하다는 뜻인데,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길을 가르쳐 주었고 행복의 진면목을 보여주셨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도 애송되고 그 많은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나. 행복의 기준(基準)

• 이제 행복의 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더 가

• 당신은 어떨 때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 대답은

까이 가 보기로 한다.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래서 행복의 기
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Ⅱ 행복(幸福)
1. 행복의 시점(視點)

• 쾌락주의자의 행복은 즐거운 순간순간이 반복
되는 것이고, 목표지향적인 행복은 자신이 정한

• 어떤 사람은 말한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것

목표를 달성할 때의 성취감이 행복이다. 가족이

같아서 좋고, 여름은 초목이 우거져서 좋고 가을

잘 지내는 것에 만족하는 행복도 있고, 좋은 일이

은 열매가 있어서 좋고 겨울은 눈이 있어서 좋다.

나 나쁜 일이 있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말한다.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행복은

여름은 더위서 싫고 가을은 고독해서 싫고 겨울

주관적인 만족감이다. 행복이 주관적인 만족감인

은 추워서 싫다.

만큼 문화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 그 어떤 사람은 여름이 되면 겨울을 생각하고

• 현대인에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

겨울이 되면 여름을 생각하니 행복을 느낄 겨를

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더니, 나라나

이 없다.

계층에 관계없이 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돈과 행복은 관계가

• 부자는 ‘옛날에 고생 할 때가 좋았다’는 말을

없다고 믿고 싶어 한다.

자주한다. 행복한 사람은 주어진 여건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주어진 여건과 상관없이

• 과연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돈과 행복

불행하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따라 그 모

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

습을 달리한다. 올림픽에서 동메달리스트는 싱글

은 애매한 결론을 내린다.

벙글하는데 은메달리스트는 울상인 것과 같다.
• ‘부유한 사람들이 평균적인 수준의 사람들보다
• 행복의 원천은 가지고 있는 여건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증거는 없다. 부가 행복을 가져다

아니고 내 가슴 안에 있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은 불행을 가져다준다.’
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부자
라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대중적인 정서를 배
반하지 않으려는 표현이다. 다르게 말하면 경제적
으로 평균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돈은 행복

가. 幸福이란 무엇인가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중간 이상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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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 幸福의 날에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국가와 민
•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1인당 GDP(국내총생산)

족의 幸福을 향해 가고 있나요? 아니면 또 나라

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 1인당 GDP와 만족도는

를 잃는 不幸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나요? 아픈

비례하지만, GDP가 연간 8,000달러를 넘어가면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고 그 상처를 더 크게 헤

만족도와 수입은 관계가 없어진다는 결과가 나왔

집는 당신의 민낯은 무엇인가요.

다.
다 幸福의 역사
• 8,000달러면 대략 1,000만 원정도인데 가난을
면하고 의식주가 안정되는 선(線)으로 본 것이다.

• 행복(happiness)의 어원은 ‘일어나다(happen)’
이고 그 발원지는 에덴동산이다. 이브가 금단의

• 행복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장기간 지속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 행복은 변형되기 시작했다.

기분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
인 목표는 행복이다.

• 인간은 에덴동산의 행복을 그리워하고 한편으
로는 그 상징과 신화를 통해 에덴으로의 복귀를

(1) UN 세계 행복(世界幸福)의 날에

갈망하며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에덴이 아닌
이 땅 위에서의 행복을 위해 더불어 사는 방식을

• 지난 3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

모색하기도 한다.

이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으며, 추위와 더위가
균형을 이룬다는 춘분이었다.

(1) 그리스 시대의 행복은 철학자들이 만들어
낸 공동체에 의해 고안 된 창작물이다. 시민이 수

• 2012년 6월 28일UN 총회에서는 ‘幸福은 人間

양해야 할 덕목을 갖췄을 때 행복하다고 믿었다.

의 목적’이라고 규정했는데, 2400여 년 전에 그리
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목적은 행복

(2) 중세의 행복은 신(神)의 구원을 통해서 얻

이라고 갈파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도 삶의 목

어 내는 천복의 모습으로 바뀐다. 철학자들의 자

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또 幸福을 어

리를 신이 대신했다.

떤 의미로 알고 있을까?
(3) 르네상스 이후는 신(神)을 인간(人間)으로
• 행복을 성적순이고, 돈 많은 순이고, 권력 순이

대치한 합리적 이성에 의해 ‘행복의 바벨탑’을 쌓

라고 생각할까? 무역수지가 좋아지고, GDP가 올

으려 했다. 대다수는 르네상스 이후부터 19세기

라가면 그 나라의 국민은 그만큼 幸福할까?

낭만주의까지를 같은 묶음으로 분류해 낸다.

• 幸福은 일상의 사소한 일들에 대해 기뻐하는

(4) 현대는 돈을 숭배하고 돈이 목적이 된 세상

것일까요,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이 되었다. 돈과 젊음, 건강과 쾌락은 이 시대의

선, 지혜, 중용 등의 삶을 살면 저절로 얻어지는

행복 코드가 됐다. 그러다가 문득 물질문명 속애

궁극의 가치일까?

인간의 존엄성이 파묻힌 우리를 발견 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자각하면서 행복의 문을 두드리

• 최소한 UN에 모인 각 나라 대표들은 ‘幸福은

게 되었다.

함께 나눌 때 커진다’고 결의했다. 그런대 우리는
왜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고, 빼앗고, 증오하고, 남
을 이겨야만 幸福할 것이라고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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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幸福의 필수요건과 유한성(有限性)

에 답이 있다.

• 행복의 필수 요건은 건강, 재산, 가족, 교육, 명

• 세몽은 어느 농부 집에 세 들어 사는 가난한

예(출세), 젊음, 종교와 인간관계 등 이다.

구두장이다. 하루는 구두를 만들 양가죽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구두를 수선해 준 농부에게 외상

• 인간의 무한한 욕구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요건

값을 받지 못하자 홧김에 술을 잔뜩 마시고 집으

을 모두 항상 갖추기는 어렵다. 그 요건들이 언잰

로 오고 있었다. 교회 앞을 지나던 세몽은 벌거벗

가는 내 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은 채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한다.

• 동물 다큐멘타리에 나오는 아프리카 숫 사자들

• 마음씨 좋은 세몽은 얼어 죽을 것 같은 남자에

의 최후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게 겉옷을 벗어 입힌 다음 집으로 데려온다. 그런
세몽에게 화가 난 아내 마트료나는 예전에 잘못

• 젊은 숫사자들은 무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맘

한 일까지 들춰가며 욕설을 퍼붓는다. 그러다 ‘마

에 드는 암컷을 자유롭게 선택 한다. 하지만 나이

트료나,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소’하는 세

가 들면 문제가 달라진다. 암컷은 무리에 남아 살

몽의 말을 듣고 男子에게 옷을 입히고 잠을 자게

아가지만 늙은 숫컷은 무리에서 쫓겨나 이리 저

한다. 벌거벗은 男子는 하느님께 벌을 받고 있는

리 방황하다 끝내는 사냥을 못해 뙤약볕 아래에

미하일이라는 사나이다.

서 마지막 가쁜 쉼을 몰아쉬다가 죽음의 냄새를
맡고 달려온 하이에나의 먹이가 된다.

• 미하일은 천사인데 한 女子의 영혼을 가져오라
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인간세계에 내려왔다가

• 인간의 세상 역시 동물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해 사람과 함께 사는 처지가

않은데 우리는 내 행복만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

됐다. 여자의 영혼을 데려오면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2) 행복수명(幸福壽命)

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된다
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다.

• 행복수명이란 경제적 여유와 건강 등을 모두
충족하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기간을 말한다.

•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랑
으로 산다’고 결론(結論) 내렸다.

• 삶의 궁극적인 가치인 행복에 수명을 연결한
개념으로 고령화 진행 속도는 빠르지만 이에 비

• 여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영혼을 가져가지 못하

해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의 사회

고 세상에 남은 미하일은 세몽의 구둣방에서 일

적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한 단어다.

하며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싸우고,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

•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오래 사는 기간이 아닌

다’는 것을 알고, 다시 천사가 되어 하늘로 올라

신체적 건강, 가족의 행복, 경제적 여유, 여가생활

간다.

등을 모두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다.
•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사
(3) 행복수명은 무엇으로 지키는가.

랑이다. 행복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 행복수명 지킴이는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What Men Live By, 톨스토이 1885)’ 속

(4) 칸트가 제시한 ‘인간 幸福의 조건(條件)’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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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2 그래서 당신은 지금 幸福합니까?

정하는 가장 즁요한 변수였기 때문이다.
• 18세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
으로 일생을 보낸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 행

•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결정짓는 것은 지적인

복의 조건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뛰어남이나 사회적 계급이 아닌 ‘따뜻한 인간관
계’라는 것이다. 조지 베이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

• 첫째,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우리의 노동현장

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

은 일자리가 없어 실업률이 높은가? 그들이 만족

이라고 규정지었다.

할 노동조건과 일자리는 어떤 것인가? 희망 임금
과 내 능력은 생각 했는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마. 幸福은 어디에 있을까?

맞춤형 능력개발과 일자리에 맞는 눈높이 임금을
감내해야 한다. 포플리즘 정책의 허상은 노동의욕
을 떨어뜨리고 미취업을 양산한다.

① 모든 사람의 염원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가족·친구·
친지에 대한 사랑은 기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 프랑스의 詩人인 ‘칼.붓세’의 ‘행복’ 詩를 감상해

사회에 절실한 사랑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에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 이해, 세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격려, 지
역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사랑

Ⓐ 행복 (칼.붓세)

등이다. 이런 사랑이 진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이다.
•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판도라가 제우스에게서 받은 작은

산 너머 언덕 너머 하늘도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나는 친구 따라 행복 찾아갔다가

상자를 살짝 열어본 순간 그때까지 이 세상에 없
던 온갖 재앙과 질병이 쏟아져 나왔고, 놀라 재빨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리 뚜껑을 닫았을 때 그 안에 단 하나 ‘희망’만이
남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세상에는 온갖 재앙

산 너머 언덕 너머 하늘도 멀리

과 질병이 있지만 오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
들은 살아간다.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 그런데 프롬(Fromm)은 행복의 3요소를 일과

• 위의 詩에서 주인공은 ‘산 너머 언덕너머 하늘

사랑과 희망 보다는 놀이라고 했다.

먼 곳에 행복이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느
날 친구 따라 행복 찾아갔다가 행복을 찾지 못하

(5) 조지 베이런트 교수는 하버드대 2학년생 268

고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명의 생애를 72년간 추적 조사해 하버드 공부벌

말하기를 산 너머 언덕너머 하늘도 먼 그 곳에

레들의 ‘행복의 조건’ 내놓았다. 수재들의 삶을 행

행복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는 내용이다.

복과 불행으로 갈라서게 한 요인이 무엇인지 집
중 분석하였는데 결과는 의외였다. 그들의 운명을

• 그렇다면 위의 詩에서 처럼 행복은 실재하지

좌우한 것은 타고난 부와 학벌, 명예가 아니라 바

않으며 그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꿈이

로 47세까지 설정된 인간관계가 이후 생애를 결

며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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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보면 좋다.
• 위의 詩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은 가보지도 않고 그저 막연한 상상만으로

바. 幸福 농사법(農事法)

이 세상 어딘가는 모르지만 행복이 있지 않겠느
냐는 비현실성과 그러면서도 행복에 대한 기대와

• 법정스님은 ‘행복은 다음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의 이상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

노래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다.

②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 시중에 나와 있는 행복에 관한 수 천 권의 책
들은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생각과 주장

• 행복을 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것이라고 생

을 내놓고 있다. 공통적인 것은 모든 인간은 행복

각하면 행복은 우리 옆에 가까이 있다. 일화를 소

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개한다.
• 幸福 전문가들은 ‘幸福은 생명을 유지하는 식생
•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中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활과 밀접한 농사를 짓는 정성이 깃들어야 한다’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

는 ‘행복 농사법’을 제안한다. 그 中에서 효과적인

다. 나무 옆에 싱싱하고 달콤한 아프리카 딸기가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한다.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 까
지 뛰어간 사람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다고 했다.

(1) 관계에 투자하라

• 그의 말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자마자 인류학자

• 행복한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둘 것! 행복한 사

의 예상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

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좋게

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함께 달

한다. 특히 가족과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

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주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을 지지해 줄

함께 둘러앉아 키득거리며 입 안 가득 과일을 베

수 있다.

어 물고 재미나게 나누어 먹었다.
• 실제로 유방암을 앓은 간호사들을 연구한 결과,
친구가 없는 여성들은 최소 10명 이상 있는 여성
•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누구든 일등으로 간 사

들보다 사망률이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람에게 모든 과일을 주려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
이 달렸느냐’라고 묻자 아이들의 입에선 ‘우분투’

•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와 같이 당연하게

라는 단어가 합창하듯 쏟아졌다. 그리고 한 아이

여겨지는 관계일수록 화초를 정성껏 가꾸듯이 물

가 이렇게 덧 붙였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도 주고 비료도 주는 등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거죠?’

다. 친한 사이일수록 그들이 당신의 인생에 중요
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 ‘우분투(UBUNTU)’는 아프리카 코사(Xhosa)어

있도록 가끔 표현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2) 감사하다고 자주 말하라
• 어딜 가나 일등 아니면 최고를 따지는 세상이
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함께 했을 때 더 커지는 달콤한 행복을 함께 느

• 인도의 간디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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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며 감사와 행복은 비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치가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실천
이 중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 이때의 감사는 단지 ‘고맙다(Thanks)’는 표현
그 이상이다. ‘감사(gratitude)’라는 말에는 삶에

• 우리 주변에는 행복을 연구하는 행복전문가도

대한 놀라움과 경이, 진심어린 기쁨과 긍정적인

아니고 돈 많은 재벌도 아니면서 행복하게 살아

태도 등이 모두 녹아있다. 즉, 현재의 주어진 것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들이 행복을 만드는

에 대해 만족해하고, 받아들이는 생활의 자세를

기술의 비결은 무엇이고 주(主) 재료는 무엇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까?

(3) 순간을 만끽하라

• 사례를 예시하여 행복의 주소(住所)를 가늠해
보려고 한다.

• 프랑스의 샹송 중 ‘장밋빛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상이 황홀한 장밋빛일

<사례 1> 세계에서 가장 幸福한 그 부부

수만은 없다. 때로는 기분이 바닥이고, 미움이나
분노가 밀려오는 가운데에서도 소소한 행복의 순

• 2005. 5. 31, 기네스북은 1925년 6월 1일 결혼

간이 찾아와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친구의

한 영국인 퍼시 에로스미스(105세)씨와 그의 부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키우던 화초에서 피어난

인 플로렌스(100세)씨가 결혼기간(80년)과 부부

꽃 한 송이 ‥‥‥ 소소한 행복들의 누적도 큰 행복

합산 나이(205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못지않은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

발표했다.

(4) 자신을 긍정하라 - 자신을 사랑하라 -

• 6월 1일 80회 결혼기념일을 맞은 에로스미스씨
부부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사랑과 신뢰는

•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느낄

결혼생활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수는 없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 대

부부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

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학벌, 명예, 재산,

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외모 등과 비교하며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자신
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긍정하면 행복 역시 자

• 기자가 오랜 생활 그렇게 크게 싸우지도 않고

신만의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돈을 아무리 많아

살아온 비결을 묻자 부인 플로렌스 씨는 ‘우리도

도 더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부족하다. 외모와

남들처럼 종종 다투곤 했지만 그날을 넘기지 않

학벌도 같다. 나의 존재 이유를 알고 그 역할을

고 문제를 해결했지요. 화가 난 채로 잠자리에 든

다하며 분수(分數)를 지키면 나 자신이 자랑스러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늘 키스를 나누며 꼭 껴안

워지고 황새도 행복하고 뱁새도 행복한 행복이

은 채 잠들 수 있었답니다.’ 그녀는 또 “행복한 결

온다.

혼생활을 위해서는 위스키와 셰리주 한잔을 드리
고 배우자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비

사 幸福을 만드는 기술(技術)
(1) 사례

밀의 열쇠”라고 말했다.
• 남편 퍼시도 한마디 덧붙였다. 축복받은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면 남편들은 딱 두 마디만 하라.

•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알았어, 여보!’

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
270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 그들은 항상 감정언어를 썼다.

위즈덤교육포럼 공동대표 신 규 동

(가) 사실언어(事實言語)
<사례 2> 부부클리닉
• 사실 언어란, 사실을 사실대로 표현하는 언어이
• KBS 사랑과 정쟁 7년7년 넘게 진행하면서 깨

다. 정보나 지식에서 나오는 말이므로 우리 머리

달은 행복 공식이 있다.

는 채워주지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은
못된다. 사실언어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언어

첫째, 대화이다. 과묵하거나 본인의 이야기를 하

중심으로만 말하면 인간관계가 메마른 사람이 되

려고만 하면 상대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으니

고 항상 비판적이고 지시적이며 부정적이 되기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다. 부부간의 행복한 관계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관계(關係)가 부드

의 시작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대

럽지 못하고 갈등(葛藤)이 생긴다.

화를 많이 하는 것이다.
• 유명한 군의관이 전역하여 개업을 했는데 6개
‘여우는 데리고 살아도 곰은 못 데리고 산다.’는

월을 못 넘기고 폐업했다고 한다. 사실언어가 체

말은 여우같은 아내가 곰처럼 미련한 아내보다는

질화된 군의관이 환자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지

낫다는 것이다. 무디고 묵묵한 성격보다 상냥한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 되었다.

성격의 여성이 행복하다는 말이다.
(나) 감정언어(感情言語)
둘째, Give&Take이다.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면 상대방도

• 감정언어란,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언어로 좋은

나를 싫어하게끔 되어있다. 아주 묘한 것이 강아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므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지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본다

하고 생기가 나게 한다. 그러므로 감정언어를 더

는 것이다.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만드는 사람
이 된다. 감정언어는 사랑주머니이기 때문이다.

(2) 언어 (言語)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감정언어가 발달하지
• 언어는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못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인사는커녕 눈치만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이다.

살피고, 길을 가다 부딪쳐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아내에게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

• 우리가 흔히 하는 말(言語) 가운데, “말이면 다

디 못하는 것이 한국 남자들이다.

말인 줄 아느냐?”는 말이 있다. 그렇다. 말이라고
모두 말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기쁨

•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멋있습

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된다.

니다. 잘했습니다. 최곱니다.’ 이런 말들이 감정언
어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

• 하바드대 베이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많이 듣지 못했다. 그래서 내면의 정은 많으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규정

나 딱딱하고 비판적일 때가 많다. 그러나 감정언

했는데, 그 사랑이 언어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어를 많이 하고 또 들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긍정적이고 관용적이며 따뜻한 사람이 된다.

• 언어(言語)에는 사실언어(事實言語)와 감정언
어(感情言語)가 있다.
(다) 서구 사회의 감정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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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사회에는 감정언어가 발달되어 있다. 사람

•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 부부 52쌍을 상대로 암

을 만날 때마다 듣는 첫소리가 바로 감정언어인

과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대화를 분석했다. 1人稱

‘Thank you!, Sorry!, OK!, Very good!’이다.

단수

대명사(I-me-my),

2人稱

대명사

(You-your) 사용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도 ‘Hi!’, 조

단어(보살핌-사랑)를 살폈다. 이어 불안을 나타

금만 실수해도 ‘Sorry!’라고 한다. 물건을 사지 않

내는 단어(걱정-스트레스), 분노를 나타내는 단

고 나와도 점원은 ‘Thank you!’라고 말한다.

어(증오-분노),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울음-슬
픔) 및 이런 단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기타 부정

(라)

감정언어와 행복한 夫婦 관계

적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등도 분석했다.

① 美國 가톨릭대학의 클리프 노타리우스 교수의

•

그

결과

환자의

배우자가

1인칭

대명사

연구에 의하면, 平生해로한 부부나 파경을 맞은

(I-me-my)를, 환자가 2인칭 대명사(You-your)

부부나 부부싸움을 하는 횟수에는 별 차이가 없

를 각각 사용할 경우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

었다고 한다. 다만 서로 주고받는 언어에 현격한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행복한 부부는 감정언어
를 많이 구사하는 반면, 실패한 부부는 언어 중

• 로빈스 교수는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10% 이상이 걸림돌 언어였다고 한다.

가 결혼생활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면서 ‘반면에 부정적인 대명사를 사

② 미국 시카고 가정법원의 조지 사바스 판사는

용하면 부정적인 결혼생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혼을 청구한 많은 가정을 화해시키기로 유명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인칭 대명사는 누구에게

판사이다. 그는 가정의 파경은 아주 작은 일에서

집중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시작된다고 했다. 남편이 직장에 나갈 때 문 밖에

말해준다’면서 ‘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서 아내가 ‘잘 다녀오세요’하고 인사를 나누고, 또

하찮은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돌아왔을 때 ‘잘 다녀오셨어요?’라고 맞이하기만
해도 그 가정에서는 가정불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④ 한편 미국 의료포털 웹엠디에 따르면 원만한

충고했다.

부부관계를 위해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절제하는
것이 좋다.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하지

③ 부부라도 단어 골라 사용해야 행복

만 내 생각은 이렇다’면서 본인의 주장을 다시 강
조하면 원만한 합의 없이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을

된다.

위해서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한다.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가까운 부부사이라도 평소 적절한

• 부부간에도 의견(意見)을 교환할 때는 자신의

단어를 골라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상대의 意見에 귀를 기
울여야 幸福해진다는 것이다. 부부싸움을 하더라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메간 로빈스 교수(심리

도 모욕감(侮辱感)이나 치욕감을 안겨주는 말을

학) 연구팀이 ‘유방암 환자 부부의 일상적 감정표

자제해야 화해가 쉽다.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현과 인칭 대명사 사용을 통한 부부 적응’을 주제

갚는다’는 말은 부부사이에도 해당된다.

로 연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내용은 ‘대
인관계’ 저널에 발표됐으며, 미국 의학전문 매체
메디컬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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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주고받을 뿐이다. 하루쯤은 아내의 말을, 남편
• 쿠션이란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으면 편리하게

의 말을, 아이들의 말을 잘 듣고 서로 위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이다.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 쿠션언어는 말하면 할수록 부드럽고 따뜻해지

• ‘당신을 믿어요.’ ‘당신도 요즘 힘들지? 내가 신

고 말랑말랑하지만 가볍지 않은 언어이다. 대립하

경도 못 써주고 미안해.’ ‘너 힘들었겠구나. 그럴

는 것 사이에서 불화나 충돌을 누그러지게 하는

땐 아빠나 엄마에게 말해.’ 이런 말들은 조금만

완충작용을 한다.

노력하면 가족들에겐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말이다. 가정에서부터 하게 되면, 일터에서 잘하

• ‘죄송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번거롭지 않

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으시다면, 괜찮으시다면, 불편하시겠지만, 실례합
니다만’ 등인데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

(사) 동의보감 언어(東醫寶鑑 言語)

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신뢰감과
존중받는 느낌을 줄 수 있다.

• 평소의 건강과 언어사용은 어떤 관련이 있을
까?

• 쿠션언어를 사용할 때는 지나친 겸손함이 자신
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① 동의보감(東醫寶鑑) 언어는 입을 통해 나타나

한다. 칭찬을 받으면 ‘고맙습니다.’하면 된다. 구태

는 온갖 현상을 다룬다.

여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 人間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정교한 언
(바) 가정에서 부터 훈련하라

어 체계를 통해 意思 소통하는 점이다. 인간의 문
화활동에서도 언어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룬다.

① 아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또 아파? 병원에 가
봐.’라고 말하는 것은 남편의 자세가 아니다. 손을

• 흔히 언어는 하나의 개념처럼 붙여 쓰지만, 자

아내의 이마에 대고 ‘어디가 아파? 내가 약국에

신이 하는 말을 언(言)이라 하고 다른 사람의 물

갔다 올게. 증세를 차근차근 말해봐’라고 말할 수

음에 대답하는 말을 어(語)라 해서 이들을 구별

있어야 한다. 말을 액면 그대로 받지 말고 마음을

(區別)하기도 한다.

읽어야 아내는 빨리 병을 털고 일어날 수 있다.
• 동의보감 ‘언어(言語)’법에서는 헛소리를 하거
② 어른들은 자기 말은 길게 하면서도 아이들 말

나, 말을 더듬거나 외친다든지 하는, ‘말’과 관련

은 바쁘다는 핑계로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경향

된 병증(病症)에 일차적인 관심을 보인다. 물론

이 많다. 다 듣지도 않고 어른 생각으로 함부로

병증 이외에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

판단해버리거나 지레짐작으로 넘겨짚는다. 이런

기 위한 일상 양생법으로 말 가짐도 다룬다.

것이 쌓이게 되면 아이들은 ‘우리 아빠랑 엄마는
말이 안 통해’라며 입을 닫아버린다. 아이들의 말

② 동의보감의 ‘언어’법에서는 단순히 말하는데

을 끝까지 들어주고 칭찬과 용기를 주지 않고, 함

이상한 증상뿐 만 아니라 웃음, 노래, 울음, 신음,

께 고민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품, 재채기, 트림, 한숨 등과 같이 주로 입을 통
해 나타나는 온갖 현상을 다룬다. 또한 동의보감

③ 요즘은 가족 구성원이 모두 제각각 바빠 서로

에서 언어라는 문을 설정하여 병증과 치료를 기

얼굴 보고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 그

록한 점도 특이하다.

저 ‘밥 먹었어?’ ‘몇 시에 나가?’하는 단편적인 말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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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인 인공 환경으로
③ 폐가 소리를 주관하여 말이 되게 한다.

구분한다. 본란에서는 사람의 노력으로 조성이 가
능한 인공환경을 중심으로 약술한다.

• 한의학에서는 입으로 표현되는 모든 현상을 오
장과 연결 지어 파악한다. 동의보감에서는 ‘난경

나. 인공환경 사례

(難經)’의 설을 받아 들여, ‘폐는 모든 소리를 주
관 하고, ⓐ 간이 소리를 받아들여 외치게 하고,

(1) 미국 해군 분홍색 교도소(矯導所)

ⓑ 심장이 소리를 받아들여 말이 되게 하고,

• 건장한 청년에게 한쪽 팔을 들어 올리고, 올린
팔을 누르는 힘에 저항하도록 했다. 청년에게 파

ⓒ 비장이 소리를 받아들여 노래가 되게 하고,

란색 마분지를 1분 정도 보게 한 뒤 같은 일을
했을 때는 저항력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마

ⓓ 신(腎)이 소리를 받아 들여 신음소리가 되게

분지가 분홍색이 됐을 때 힘이 순식간에 빠졌다.

하고 ⓔ 폐 자체가 소리를 받아서 울음소리가 되

대상자 153명 중 두 명을 빼고는 모두 같은 반응

게 한다.’고 한다. 이 다섯 경우 가운데 폐가 가장

이었다.

기본이다.
• 미국 워싱턴주 생물사회 연구소의 실험심리학
•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오장이 모두 소리와 관

자인 알렉산더 샤우스(Alexander Schauss) 교수

련되지만, 특히 ‘폐가 소리를 주관하며 말이 되게

는 이 실험을 학술지 ‘분자교정 정신의학’(1979

한다.’는 제목을 달았다. -9-

년)에 실었다. 그리고 이 실험은 미국 시애틀 해
군교도소 교도관에게 엄청난 힌트를 주었다. 해군

(아) 행복한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교도소의 선임 중준위 진 베이커와 교도소장 론
밀러는 이 실험에 착안해 유치장 하나를 온통 분

• 생활에서 삶이 풍족하고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홍색으로 칠했다. 그리고는 그 분홍색 감방의 죄

느끼어 항상 흐뭇한 행복이 있다는 천국은 어디

수들의 심리적 특색을 관찰하였다.

에 있을까? 幸福을 만드는 기술자는 ‘네 가슴속에
있다’는 답을 주었다.

• 그 후 7개월 동안 성나고 흥분한 상태였던 새
로 온 수감자들이 분홍색 방에 들어간 후 15분만

• 에덴동산의 행복에서 부터 현대의 행복학 연구

지나면 이내 조용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에 이르기 까지 제시된 ‘행복의 요건’은 마음속에

교도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보통 매우 공격적인

서 잉태되어 우러나오는 것이다. 사랑이 그렇고,

성향을 보이는 새로 온 수감자들이, 7개월의 실험

인간관계와 희망이 그렇고, 행복 농사법이 그렇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일으키지

다. 건강한 감정언어로 행복을 만들면 그것이 진

않았다고 한다.

정한 행복이다.
• 이에 영향을 받은 미국 전역의 다른 교도소에
2. 행복과 환경(環境)

서도 특별 유치장의 벽을 분홍색으로 칠하기 시
작했다. 그리고 작은 군 단위 구치소에서도 난폭

가. 환경의 개념

한 술주정뱅이들을 분홍색 유치장에 밀어 넣기
시작했다. 이 색채는 그때부터 ‘주정뱅이 유치장

• 환경은 생물(인간)에게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인데,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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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어(觀賞魚)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 소리의 주파수엔 ①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고

이 물고기의 특징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크기가

가수면 상태를 느끼게 하여 심신이 안정되게 해

달라진다.

주는 알파파인 자연의 소리와 ② 신체‧정신활동이
나 감각‧자극 등에 민감한 베타파, 그리고 ③ 불

•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어항에서 살 크기밖에

쾌한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타파,

자라지 못하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

④ 깊은 수면 상태나 무의식 상태서 발생하는 델

두면 그에 맞는 크기까지 자라게 되고, 강물에 방

타파가 있다는 것이다.

류하면 사람 크기만큼 자라는 물고기 이다.
• 델타파는 음악에서 인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
• 같은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어항에서 기르면

장 적게 미치는 소리파인 반면, 알파, 베타, 세타

피래미가 되고, 江물에 놓아기르면 大魚가 되는

파는 인간 생활에서 부지불식간에 많은 영향을

참으로 신기한 물고기이다.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 생각해보면 우리들 삶과 비슷한 데가 있다. 사

• 알파파는 특히 고전파의 클래식 음악에서 인간

람들 또한 이 물고기처럼 환경의 영향를 받으며

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파장이며, 세타파는

살아간다.

비트나 록 음악, 원시사회에서 마음을 흥분시켜
전쟁을 독려할 때 사용하던 북이나 꽹과리의 빠

• 본래 사람은 누구나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

른템포의 음악들이다.

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인해 10%의 능력도
발휘해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 반면 베타는 인간의 감각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기성세대에서 좋아하는 ‘뽕짝’과 같은

• 물고기도 노는 물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듯이

대중가요들이며 이런 유의 음

사람 또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주변 환경과 생
각의 크기에 따라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악을 통하여 인간은 고통, 슬픔, 기쁨 등의 카타

꿈의 크기가 다르게 된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

르시스를 해소하는 도구가 된다.

를 교육의 장(場)에서 자주 인용 한다. -10• 인성 형성에는 이 외에도 더 많은 요인들이 작
(3) 음향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용하고 있으며 그것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성이
형성된다.

• 원래 사람은 30dB을 넘지 않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 편안하고 안정감을 갖는다.

다. 우리의 열악(劣惡)한 행복환경

• 오늘날 현대문명이 초스피드 화 되면서 자연의

(1) 가치관과 자아정체성 혼란

소리는 사라지고 인공적 기계적 고성‧소음에 익숙
해져서 사람의 인격지수, 정신적 지수가 저하되고

① 가치관이란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는 파괴적 성향이 높아졌다.

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
는 관점’이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미국 덴버대학은 소리와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

즉 세상과 나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이다. 세상이

한 논문 ‘음악(소리)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발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맞선다는 식의 세상

표했다.

을 상대하는 나만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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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으로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다.
• 또한 분수(分數)는 자기 그릇이다. 자기 그릇에
②자아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체적

넘치게 담으려는 마음이 탐욕이다. 그 탐욕의 틈

인식을 말한다. 즉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등의

새로 파고드는 악인의 유혹에 이끌리면 불행의

질문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이다. 다른 사람과 구

나락으로 떨어져 파멸한다.

별되는 자기만의 모습이고, 자신의 성격, 가치관,
능력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

• 이 거짓말에 속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다.

를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의 ‘슈르드(shrewd)’교육
이다. ‘현명함, 영특함’의 뜻인데 ‘악인이 놓은 덫

인간이 사회화를 통해 자신을 알아 가는 과정에

에 걸리지 않는 현명함’이다. 자녀에게 순진하고

서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하는 주변 환경

착한 것만 가르쳐서도 안 된다. 무식해서 순진한

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생존경쟁에서 ‘생활

것과 알면서 순진한 것은 다르다. 선과 악을 구별

인으로서의 나’의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하지 못하고 순진하기만 하면 악에게 속기 쉽다.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정체성에 혼란이오면 생활

(4)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

에 갈등이 생기고 불안하여 행복하지 못하다.
• ‘삶은 개구리 증후군’은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2) 민주주의 훈련부족

넣으면 순식간에 죽어버리지만,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열을 가하면 불감증으로 인해 자신

• 우리의 행복환경은 급격한 사회변동과 민주주

이 죽는 줄도 모르고 온기를 즐기면서 서서히 죽

의 훈련부족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어간다는 병적 증세이다.

• 민주주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애서 사람답

• 감언이설로 거짓말을 자주하면 거짓말을 하는

게 살아가는 정치제도 중 사람이 발명한 가장 우

자신조차도 진실인양 믿게 되고, 어리석은 국민이

수한 정치제도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부화뇌동하면 그 거짓말은 탄력을 받아 결국은

중심개념인 인간의 존엄성, 권리와 의무, 자유와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까지 치닫게 된다.

평등, 구성원의 역할(役割)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우수한 정치제도이고 그 열매가 달다.

• 국민을 ‘삶은 개구리 증후군’ 속으로 몰아넣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간계에 속은 업보로 우리

• 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

는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노예생활 까지 경험

유도 존중’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책임’을 다

했다. 그런데 또 설마 하는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

하며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라고 가르친다. ‘일을

다. 나라를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든다는데

할 때에는 주인정신으로 일하라’고도 가르친다.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소란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기인
하는 떼법이 횡행한다.

• 그 소란을 틈타 검은 속내를 감추고 지역 패당
을 가르며 찬물 더운물을 구분 못하게 알갱이 없

(3) 자기 분수(分數)를 모른다. -11-

는 거짓말을 하며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일그러진 못난 영웅에게 표를 찍어준 당신은 불

• 분수(分數)는 자기의 신분과 처지에 맞은 한도

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못난 국민도 끌어 안아야

이고, 사물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슬기이다. 자기

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운 안보환경이다.

분수를 알면 거짓말에 속지 않고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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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직도 독재자 타령, 거리소음
(마) 마키아벨리, 당신 말이 맞소. -12(가)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민족
배반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

• 피렌체의 마키아벨리(1469~1527)는 군주론 제

민을 단결시킬 수 있고 국민은 행복하다.

17장에서, ‘君主의 인자함이 지나쳐 혼란을 초래
하는 君主보다는, 잔인하게 보일 정도로 엄격해

(나) 프랑스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보이는 군주가 개인에게는 나쁠지라도 사회 전체

협력한 언론인과 문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파리

적으로는 더 이롭다. 지나친 관대함 때문에 社會

의 한 부역자재판소에서 재판 받은 작가·언론인

가 무질서하게 되어 살육과 약탈이 난무하는 상

32명 중 12인이 사형선고를 받고 그 중 7인이 처

태보다는 소수를 본보기로 처벌함으로써 질서를

형되었다.

바로잡는 군주가 훨씬 더 인자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친 관대함을 베푼 군주는 온 백성에게 해를

(다) 나치협력자 대숙청을 통해 12만 7천 7백
51명이 재판을 받아 6천 7백 6십여 명이 사형선

끼치지만 소수를 처벌하는 군주는 특정 개인에게
만 영향을 줄 뿐이다.’라고 말했다.

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7백 6십여 명이었다.
(라) 프랑스 나치청선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① 세종대왕(世宗大王)은 독재자인가
• 아직도 독재자 타령! 거리는 항상 소란하다.

• 1998년에 나치 협력자로 심판대에 오른 비시

• 世宗은 평생의 염원인 훈민정음 28자를 만들기

정부 당시 보르도 경찰서장 모리스 파퐁의 事例

전에 국가를 단단히 정비했다.

가 시사하는 진실은 아프고 무겁다.
첫째, 국가 정보를 明나라로 흘려보낸 개국 공신
• 사회당 정부의 장관까지 지낸 파퐁은 비시 정

의 아들인 임군례라는 통역관을 거열형(車裂刑,

권 아래서 레지스탕스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날조

죄인의 팔 다리 목을 각각 수레에 매달아 찢어

해 처벌을 모면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종료됐음

죽이던 형벌)에 처했다. 거열형은 중국과 조선에

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있던 유대인들을 독일로

서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에게 내리는 최고의 극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정에 서야 했다.

형이다.

• 당시 프랑스 국적의 유대인들을 사지에 몰아넣

둘째, 국가안보를 위해 서울성곽(한양도성)을 돌

은 행위는 중범죄였기 때문이다. 모리스 파퐁은

로 견고하게 재건축했다. 세종은 비장한 각오로

90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10년 징역형을 선고

성곽을 새로 쌓았다. 그것은 명나라에 대적하는

받았다. 무려 반세기 전에 나치에 부역한 일로 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다. 지금 당

벌을 받은 것이다.

시의 무력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드 100개
포대 이상에 해당하는 방어 시스템을 서울성곽에

• <르몽드> 기자가 한 중학생에게 “반세기나 지

설치한 것과 다르지 않다.

났는데 그를 재판정에 세운 것을 어떻게 생각하
는가?”하고 묻자 이 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

• 世宗은 이렇게 조치해 놓고 명나라의 모든 정

다. ‘인간적으론 안 된 일이지만 역사를 위해 꼭

보기관원 눈을 피해 극비리에 훈민정음을 완성했

필요한 일입니다.’

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사드 부지
를 포함한 국가 기밀까지도 다 까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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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2 그래서 당신은 지금 幸福합니까?

국민은 불안하여 행복하지 못하다.

전제와 반역죄로 사형이 선고된 찰스1세 왕을
1649년 1월30일 처형했다. 의회는 1649 5월 王

② 링컨 대통령을 독재자 였나.

政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선언하였다. 크롬웰은 호
민관이란 이름으로 10년간 독재를 하하가 1658

•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역대 대통령을 묻는 여

년 말라리아에 걸려 59세로 급사했다. 다시 의회

론조사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는 링컨대통령은

의 결정으로 왕조를 회복하고 찰스 1세의 아들

독재자였나? 국론이 분열되어 미국 연방이 와해

찰스 2세가 다시 영국의 王으로 추대되었다.

될 국가적 위기에서 그는 어떤 지도력을 보였을
까?

• 찰스 2세가 맨처음 한 일은 크롬웰에 대한 복
수였다. 일종의 국립묘지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 국가정책(남북전쟁)을 반대하는 신문은 철도․우

안치되었던 크롬웰의 시신을 꺼내 부관참시를 하

편배달을 거부하가나 폐간시켰다.

였다. 그는, 아버지가 처형된 날인 1월30일에 크
롬웰의 머리를 잘라내 창에 꽂아 웨스트민스터

• 메릴랜드州 의회가 연방 이탈을 결의 하려하자

홀의 바깥에 24년 간 걸려 있었다. 1685년 이후

링컨은 지체 없이 ‘메릴랜드주의회 반란세력 용의

크롬웰 머리가자신이 다녔던 시드니 서섹스 대학

자를 몽땅 영장 없이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교회에 묻힌 것은 부관참시 400년 뒤인 1960년

대법원장이었던 로저 B 터니가 항의하자 이 세상

이었다. 찰스 1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에서 제일 지고(至高)한 법은 ‘생존법’이라며 ‘당

데 관련된 판사 등 59명 중 생존자 31명이 보복

신도 까불면 감옥에 넣어 버리겠다’고 했다.

을 당하였다. 12명은 교수형, 19명은 종신형을 받
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는 대역죄였다. 왕을

• 링컨은 이미 민주주의가 미국에 자리를 잡은

몰아내거나 체제를 폭력으로 바꾸려는 범죄이다.

이후에 대통령인데도 강력하게 법집행을 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역죄는 사형이다.

• 링컨은 미국연방이 4분오열 될 위기의 미국을

3. 幸福과 人性

구했다. 미국 사람들은 사람의 업적을 평가할 때
'시대성(時代性)'을 감안한 평가를 한다. 미국 사

가. 인성(人性)의 개념

람들은 링컨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은 땅속에 묻
어버렸다.

• 인성이란 바람직한 인간의 성품으로 도덕성, 사
회성, 정서를 포함한다. 심리학적으로는 ‘성격’이

• 대한민국은 당시의 ‘시대성’은 배제하고 오늘의

고 철학적 의미로는 ‘인격’이다.

잣대로 옛날을 평가하는 오류(誤謬)를 범하고 있
다. 그 잘못 된 평가가 국민을 불안하게하고 나라

•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각과 대화가 필요하

를 위태롭게 한다.

다. 생각은 ‘당신과 나는 누구인가’이고, 대화란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전달

(바) 영국의 민주주의 환경

하는 것. 즉 동등한 상황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조
화를 이루는 것이다.

① 크롬웰의 부관참시
• 그래서 인성의 출발은 대화를 전제로 하며, 대
• 영국왕 찰스1세와 의회의 충돌로 일어난 내전

화의 기본적인 전제는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는

에서 승리한 의회의 지도자 크롬웰은 왕을 의원,

것이다.

군인, 법률가 13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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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복은 ‘용기 있는 자의 느낌’이다.

행복을 가르친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감사하
는 마음이 쾌락이나 성취감보다 사람들에게 더

•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성과 성품을

행복을 준다.

가져야 할까? 행복과 낮은 인성은 어떤 관계인
가?

•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도 어떻게 우울감을
극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웰빙의 삶을 살

• ‘마음속의 응어리’라는 뜻의 콤플렉스(complex)

수 있을까 하고 감사와 행복한 긍정을 강조한다.

는 거의 대부분 불만 심리, 위축감, 자격지심 등
을 말한다. 사람들에게 열등감도 여러 가지 콤플

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렉스로 나타나고 있다. 누구나 한두 가지 결점이
나 약점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자신에게 위축

•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 받고

감을 주어 불만이 생기면 콤플렉스가 되는 것이

비난받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가장 흔한 것이 외모 콤플렉스, 지적 콤플렉

미움 받지 않는 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

스, 학력 콤플렉스이며 집안 능력 신체적인 콤플

겨지는 神조차도 이루지 못한 영역이다. 무신론자

렉스가 있다. 콤플렉스는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감

들에겐 신조차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을 앗아 간다.
• 아들러 심리학 ‘미움받을 용기’는 행복해지기
• 특히 學力 콤플렉스는 子女들을 힘들게 하고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지 말고 미움 받

망치게 하는 경우를 본다.

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행복하려면 다른 사
람을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대리만족으로 자녀를 억압하고 불안한 요소로
강박관념을 주어서 오히려 힘든 경우이다. 자녀를

• 아들러는 정신분석학의 創始者로 평가되는 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한다. 마치 본인이 다 한 것

로이드와 분석심리학의 基礎를 세운 융과 함께

처럼 착각하는 경우다. 자녀의 성적 순위에 자신

세계 3대 심리학의 거장으로 ‘자기계발의 아버지’

의 감정이 올라가고 내려간다. 감정 조절을 못해

라고 평가 받는다.

자녀가 자존감마저 흔들린다. 상담하며 이런 경우
가 많은 것을 보아왔다.

• 현대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마치 상식처럼
여겨지는 프로이트의 원인론을 정면으로 반박하

• 자녀는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백지상태

고, 오히려 사람은 현재의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

맑은 자녀의 바탕에 부모가행복한 성품과 미덕의

는 목적론을 내놓은 아들러에 의하면 우리 인간

그림을 그려주어야 자녀가 자존감이 올라간다. 자

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성에 더 초점을 두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

고 양육하면 자녀는 힘을 얻어 스스로 하는 자기

두는 지금 그대로의 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

주도 학습이 되는 것이다. 어릴 때 너무 지적과

생이 놓인 진짜 문제들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

폭언 간섭을 받으면 커서도 자기 주관이 없고 결

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자유와 행복이

정 능력이 떨어진다. 자녀의 행복한 삶을 원한다

환경이나 능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로

면 덕성과 인성을 자녀교육의 바탕에 두어야한다.

인해 좌지우지 된다는 말이다.

• 우리나라 인성 교육법은 인성교육의 핵심가치

• 다른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일 수는 없다. 나

와 덕목을 정직, 책임, 배려, 존중, 협동,소통, 예

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

절, 효도를 우선순위로 전달하며 인성교육을 통해

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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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더 이상 업경대에 죄가 비추어지지 않으면
Ⅲ 그래서 지금도 幸福하십니까?

심문(審問)이 끝난다. 심문이 끝나면 두루마리를
저울에 달아 죄의 경중을 판가름하고, 그에 따라

• 우리가 행복하려면 누구를 본 받아야하고 어떤

가야 할 지옥이 정해진다.

생활습관을 가져야 할까.
3. 디케의 저울추가 흔들린다.
1. 거울을 자주 보면 행복이 보인다.
• 정의의 여신 디케는 사법부를 상징한다. 오른손
• 거울은 ‘모범(模範)’이나 ‘본(本)보기’를 비유적

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학국형

으로 이르는 말이다.

(韓國型) 디케의 저울이 최근 범죄에 따라 흔들
린다. 법원이 내린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法感情)

• 당신이 행복하고 싶고,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되

과 다른 때가 있다. 이런 사례가 있다.

고 싶으면 자신을 사랑하며 항상 거울을 봐야 한
다. 누구나 거울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성찰

• 2010년 어느 판사는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

하고 미소 짓는다. 그래서 거울이 더러우면 거울

정하여 ‘황제 노역’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었다. 서

을 깨끗하게 닦는다.

민들이 하루 5~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하면
너무 큰 차이가 난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헌

• 미국의 거부(巨富) 스티븐잡스도 매일 거울을

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었다.

봤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33년 동
안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에게 물었

4. 민주정치의 거울 국회(國會)

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어도 오늘
하려고 했던 일을 하고 싶은가?’ 만일 그 대답이

•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

며칠 간 연이어 ‘아니오’라면 무언가를 바꿀 필요

의(法治主義)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가로서 높은

가 있다는 뜻”이다. 진정한 인간의 자기 사랑 법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정치사회

은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에서 남들보다 앞서려

의 거울이다.

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후학들
이 본받고 싶어 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는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전과자 비율은 30.7%인 92명이

2. 업경대(業鏡臺)

라고 발표했다. 국회의원 전과자 92명 중 국가보
안법(國家保安法) 위반자 수는 18명이다.

• 업경대는 저승의 염라대왕(閻羅大王)이 가지고
있다는 인간의 죄를 비추어보는 거울이다. 염라대

•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전과자 비율은 26.1%이다.

왕이 다스리는 지옥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이 가는 곳으로 육도(六道) 중 가장 고통이 심한

5. 미국 중범전과자 150만명 투표권 박탈

곳이다.
• 중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미국 14개주의 전과
• 사람이 죽어 저승에 이르면 염라대왕은 업경대

자 150만 여명이 형기를 마친 후에도 사실상 투

앞에 사람을 세우고 생전에 지은 죄를 모두 고백

표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하도록 한다. 업경대에는 그가 生前에 지은 善惡

20일(연합 2005.2.21) 보도했다.

의 行蹟이 그대로 나타나며, 염라대왕은 그 罪目
을 일일이 두루마리에 적는다. 罪人의 공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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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투표성향을 예측하기 때문일까?

위즈덤교육포럼 공동대표 신 규 동

형을 명했다. 그러자 임신 중이었던 영국 왕비가
• 범죄자의 투표권에 관한 법은 미국에서도 주마

왕에게 장차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 그들을 사면

다 다르다. 수감자를 포함한 모든 범죄자가 투표

해달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왕은 6인의 시민

를 할 수 있는 주는 메인 주와 버몬트 주, 둘 뿐

을 살려줬다. 기적 같은 반전(反轉)이었다. 6인의

이다. 반면, 아이오와, 켄터키, 플로리다 주에서는

용기와 희생정신은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투표권을 박

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다.

탈당한다. 미국 전체로 보면 범죄를 저질러 투표
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2.5%이다.

가. 알렉산더 大王의 빈손

6.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 BC 323년 6월 13일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

大王이 32년간의 파란만장한 삶의 족적을 남긴

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뜻으로 프랑스에서 시작

채 숨을 거두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유언을 했다.

된 말인데 서양식 거울이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관(棺) 밖으로 내어
놓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백년전쟁전쟁 때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1346년 프랑스의 요충인

• 왕실가족과 신하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대제국

칼레로 진격하여, 식량보급로를 끊고 포위 공격했

을 건설한 대왕의 유언이라고는 믿기 어렵고 황

다. 11개월 동안 완강하게 저항하던 칼레는 식량

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눈치 챈 알

이 떨어지자 1347년 항복했다. 항복 사절은시민

렉산더 대왕은 마지막 말을 이었다. ‘나는 천하를

들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쥐었지만 떠날 때는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
으로 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

• 칼레시의 완강한 저항에 분노한 에드워드 3세

을 뿐이로소이다.’ ‘내가 황금을 먼저 가지려는 탐

는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려 했지만 생각을 바

욕을 가지고 전장에 나갔으면 아무도 나를 따르

꾸어 한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칼레시를 대

지 않았을 것이오’.

표하는 지체 높은 시민 6명을 교수형 시키는 대
신 주민들의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것이다. 시민들

• 인류의 스승 알렉산더 대왕은 빈손으로 와서

은 혼란에 빠졌다.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려는 사

부강한 대 제국을 건설하고 빈손으로 갔다.

람이 없었다.
나. 크롬웰 부관참시(剖棺斬屍)
•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나 ‘내가 그 6
명 중 하나가 되겠소’라고 말했다. 칼레 시에서

• 의회 지도자 크롬웰은 찰스1세가 ‘영국 의회를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피에르(Eustache de

무시한다’는 이유로 왕을 의원, 군인, 법률가 등

St Pierre)였다. 그러자 뒤이어 시장·법률가 등 귀

13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넘겼다. 專制와 반역

족 계급에 속한 5명이 동참했다.

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찰스1세를 1649년 화이트
홀 궁전 앞에서 처형하였다. 권력을 잡은 크롬웰

• 다음 날 6인의 시민 대표는 에드워드 3세의 진

은 호민관으로 10년간 독재를 하다가 사망했다.

지를 향해 출발했다. 시민들은 통곡을 하며 그들
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의 눈물로 뿌옇게 흐려

• 왕정이 복구되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되

진 눈에, 사라져가는 6인의 모습은 영원히 잊지

었던 크롬웰의 시신을 꺼내 부관참시하고, 그의

못할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영국 왕은 그들의 처

잘린 머리는 창에 꽂혀 웨스트민스터 홀의 바깥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281

특별기고 12 그래서 당신은 지금 幸福합니까?

에 24년간 걸어 놓았다.
• 人人人不人 (인인인불인)
• 찰스 1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데 관
련된 판사 등 59명 중 생존자 31명이 처벌 되었

사람 사람마다 사람답거나 사람답지 않으니

다. 12명은 교수형, 19명은 종신형을 받았다. 이
들에게 적용된 범죄는 대역죄(大逆罪)였다. 왕을

• 莫以面皮究 (막이면피구)

몰아내거나 체제를 폭력으로 바꾸려는 범죄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大逆罪는 사형이다.

얼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기를...

• 크롬웰의 시신은 400년 후인 1960년 시드니

라. 이근택(본관 全州) 집 계집종의 ‘호통’

서섹스 대학 교회묘지에 겨우 묻혔다.
(『대한매일신보』광무9년 11. 25. 제86호)
•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은 영국은 그래서 지금도
선진국이다.

• 군부대신 이근택은 ‘을사오적’ 중의 한사람이다.

다. 혼군(昏君)은 국민을 불행하게 했다.

•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퇴궐한 이근택은 집안
식구들을 불러모아놓고 조약체결 광경을 설명하

•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책임의식도 없

면서 ‘내가 오늘 을사조약에 찬성을 했으니 이제

는 임금인 혼군은 항상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백

權威와 俸祿이 종신(終身)토록 혁혁(赫赫)할 거

성을 불행하게 했다.

요’라고 자랑하였다.

• 임진왜란(1592)때 나라를 지키지 않고 백성을

• 순간 부엌에서 식칼(饌刀)로 도마를 후려치는

버린 채 도망가는 선조의 비겁한 몽진(蒙塵)행렬

소리가 나더니 한 계집종이 마당으로 뛰쳐나오면

에 백성들은 돌팔매를 던지며 분노했다. 임진왜란

서 호통을 쳤다. ‘이 집 主人 놈이 저렇게 凶惡한

의 고통을 보고서도 대비하지 않은 인조와 지도

逆賊인 줄도 모르고 몇 년간 이 집 밥을 먹었으

층의 무능과 안일이 또 병자호란(1636)을 자초하

니 이 恥辱을 어떻게 씻으리오’ 하고는 그 길로

고 급기야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집을 나가버렸다.

남겼다. 이 시대의 사회상을 임광택(1714~1799)
은 이렇게 적었다.

계집종이 집을 나가자 이어 오랫동안 같이 지내
오던 침모(針母)도 줄행랑을 놓고 말았다.

♦ 看面人皆人 察心人或獸
(대한매일신보, 광무 9년 11월 25일자·제86호).
(간면인개인 찰심인혹수)
• 일개 계집종이 이러했을진대 민중들의 분노는
• 看面人皆人(간면인개인)

말할 것도 없었다.

얼굴만 보면 누구나 다 사람 같은데

• 조약체결 이듬해 2월 그는 취침 중 자객들의
습격을 받고 13군데나 자상(刺傷)을 입었으나 겨

• 察心人或獸 (찰심인혹수)
마음을 살펴보면 간혹 짐승인 사람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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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완용 사망 소식 (매일신보 1926.2.13)

그는 당시 정부의 평등주의(平等主義) 교육정책
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그의 변신은

• 이완용은 당시에도 지극히 당연하게도 민중에

경악할 만했다.

게는 증오의 대상이었다.
• 그는 2006. 9월4일 열린 교육혁신위원회의 세
• 이완용이 사망하자 東亞日報는 '무슨 낯으로 이

미나에서 학교를 다양화하고 교육과정을 유연하

길을

실었다

게 함으로써 획일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요지의

(1926.2.13). 여기서 동아일보는 "그도 갔다. 팔

주장을 펼 예정이었으나 부총리에 내정되면서 없

지 못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던 일로 했다. 그러면서 '학자가 자유로운 상태에

이제는 천벌을 받아야지"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

서 조건 없이 의견을 말한 것과 구체적인 정책으

기도 했다.

로 발전시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며 자신

떠나가나'라는

제목의

社說을

의 변신을 합리화하려고 까지 했다.
• 그의 묘는 전북 익산군 낭산면에 있었는데 매
국노다 보니 훼묘사건이 빈번이 일어났다. 수풀이

• 부총리 내정자는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막중

너무 무성하게 자라 관리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

한 교육정책을 성안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자다.

르러 1978년에 이완용의 증손자 이석형은 파묘하

무조건적 평등주의의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당시

고 유골을 화장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매국노의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해 오다가 하룻밤 사이에

말로다.

자신의 견해를 바꾼다면, 앞으로 그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7. 소크라테스의 소신과 敎授의 所信
• 무조건적 평준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교육의
가. 소크라테스의 소신

수월성 추구,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 그 교수의
교육철학은 나라의 앞날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 소크라테스는 ‘가정에 대한 私的 義務 보다 國

일말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교육에 관한 그의 평

家의 法에 대한 公的 義務가 先行한다’는 자신의

소 주장은 일생 동안 추구해온 학자의 지론이고

哲學的 所信에 따라 弟子들의 간곡한 마지막 설

소신이며 철학이다. 일개 필부라 해도 자신의 생

득도 거부한 채 태연히 독배(毒藥)을 마셨다.

각을 바꾸려면 합당한 계기와 단계가 필요하다.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생각했다면, ‘정권

• 굳어져가는 스승의 몸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의 이념과 내 철학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 그들

할 말을 묻는 애제자 크리토에게 그는 이렇게 말

을 설득하고 대의에 합치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크리토 君, ‘내가 이웃집 아스크래피우스에

말했어야 한다.

게 수탉 한 마리를 빚졌으니 잊지 말고 꼭 갚아
주게.’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죽어가면

• 한(漢)나라 경제(景帝)에게 登用된 선비 원고

서까지 소크라테스는 법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래

생(轅固生)은 소장 학자 공손홍(公孫弘)에게 ‘자

서 소크라테스는 인류의 스승이다.

신이 믿는 학설을 굽혀 이 세상의 속물들에게 아
첨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 교수의 소신과 장관의 처신

곡학아세(曲學阿世)는 학자의 부끄러운 행태다.

• 2006년 새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어느 교수가

8.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

부총리에 내정되자마자 평소의 소신과 철학을 헌
신짝처럼 내던져 많은 사람들을 아연하게 했었다.

27개 OECD 회원국 중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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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2 그래서 당신은 지금 幸福합니까?

가.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 사회갈등의 주역은 국가 ․ 사회의 배신자들이다.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종교
(宗敎) 갈등이 심한 터키에 이어 두 번째라고고

• 배신자는 기생충(寄生蟲)에 비유한다.

발표했다. 2010년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72
로, OECD 평균치(0.44)보다 월등이 높다. 2009

• ‘섹스피어’는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상처를

년에는 4위였으나 더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더

받지만 배반한자는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행복해졌나요?

다’고 말했다. 또 ‘샤르트르’는 배신자를 寄生蟲이
라고도 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는 배신하는 기생

나. 거짓말 사회갈등은 비용(費用)이다.

충이 유독 많다. 환경토양이 척박(瘠薄)하여 寄生
蟲이 값싼 사료라도 감지덕지(感之德之)하여 그

• 사회갈등은 경제적 손실 비용이며 연간 적게는

질(質)을 생각 할 겨를이 없기 때문일까?

82조원~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 마크 트웨인은 배신자는 개만도 못하다고 하면
• 삼성경제연구소는 ‘사회갈등지수가 10%만 지금

서 ‘갈 데 없는 개를 데려다가 잘 먹여주고 잘 재

보다 낮아지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

워주고 잘 길러보시오. 그는 결코 당신을 물지 않

5.4% 높아지고 OECD 평균만 개선되어도 GDP가

을 것이오. 바로 그 점이 사람하고 개하고 다른

7∼21%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점이오.’라고 했다.

• 우리나라가 갈등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

9. 거짓말 광란 ․ 선동(狂亂 ‧ 煽動)

선진국 진입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
다. 2016년도 우리나라 총예산은 387조였다.

• 광란은 미친 듯이 어지럽게 날뛰는 것이고. 선
동은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다. 배신자는 기생충(寄生蟲)에 비유한다.

하게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은 광란의 춤도
추지 않고 선동 당하지도 않는다.

• 세상에서 出世를 노리는 학자들이 자신이 배운
학문은 뒤로하고 시류에 편승하여 곡학아세하는

가. 종말론(終末論)

자들을 일컬어 학문을 배신한 자들이라고 한다.
• 미국의 심리학자 리언 페스팅어가 종말론 집단
• 고위관료를 지낸 자가 자신을 등용한 임명권자

에 잠입했다. 예고했던 종말의 시각이 지나자 교

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배신자이다.

주가 거짓말을 또 한다. ‘신(神)이 여러분의 믿음
에 감복해 심판의 날을 미뤘다.’ 그 거짓말에도

• 만약 특정 문고리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모시는

신도들은 더욱 열광했다. 페스팅어는 사람들이 잘

임명권자의 눈을 속이고 국정을 어지럽힌 것이

못된 믿음에 집착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최종 판명되면 이들은 임명권자를 속인 배신자로
쾌도난마 처럼 단죄해야 한다.

진실을 인정하기엔 이미 바친 시간과 노력이 아
깝고, 또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 배신이란 사회에 대하여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

옳다고 우기지만 결국은 파멸한다.

는 것이다. 배신이라는 말 속에는 배은망덕이라는
인간품성의 진면목도 담겨있다. 배신자들이 나라
에 대하여 반역하면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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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워낭소리’에 열광한 것은 배부르고 잘 살게
• 거짓말의 대명사 파울 요제프 괴벨스는 나치의

되었는데도 항상 영혼의 허기를 느끼는 우리가

선전부장이었다. 그는 ⓐ 거짓말 선동은 한 문장

동행하고 싶은 길벗이기 때문이다.

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 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

• 거기에는 자신을 뽐내고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

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

한 마음인 아만(我慢)이 없어서 더욱 친근하게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

느끼고 기대고 싶어서 또 뒤돌아보게 된다. 그곳

지만, 되풀이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에 우리가 바라는 작은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 그 행복을 안으려고 고되고 힘든 일을 당하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는 행복했을까?

마음이 흔들릴 때는 묵비사염(墨悲絲染)을 떠올
렸고 지금 아픈 것은 행복이 오는 진통이라고 생

• 나치가 망하자 괴벨스는 아내 마그다와 함께

각하며 당당하게 살았다.

자녀 6명을 독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그렇게 해서 식민지에서 벗어 난지 불과 반세
10. 오늘은 할아버지 제삿날.

기 만에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는 기적 같은 큰
일을 대한민국이 일궈냈다. 우리는 5,000년 역사

가. 제사의 의미

가운데 처음으로 기를 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 제사는 나의 뿌리를 알고 조상의 은덕에 감사

• 그런데 행복은 행복이 찾아 왔을 때 지키는 자

드리며 그 유훈을 받들어 사람답게 살고, 가족 간

의 몫인데도 또 경거망동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

에 화목을 다짐하는 행사이다.

라에 울려 퍼지는 악성 괴성(怪聲) 공짜복지 공
약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열사의 사막에서 횃

나. 할아버지 제삿날, 손자의 통곡

불을 밝히며 일하던 투혼을 잊어서 일까?

• 할아버지! 저는 잘 모르고 친구들에게 할아버지

• 1950년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자유부인의

를 자랑 했더니 친구들이 비웃으면서 다시는 안

작가 정비석은 남자나 여자나 ‘달콤한 유혹에 약

놀아 준대요. 그래서 울면서 집에 왔서요.

하다.’고 했다. 그 달콤한 유혹이 거짓말이고 지금
정치인이 쏟아내는 공짜복지 공약이다.

① 할아버님 ! 그 때 왜 나라를 배신하셨습니까?
• 삶은 개구리 증후군은 개구리가 죽는 45도의
② 할아버지, 그 때 그렇게 하셔서 지금도 행복하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개구리가 사

십니까?

는 적정 온도인 15도의 찬물부터 천천히 열을 가
하면 기분 좋게 온기를 느끼다가 45도 가까이 되

③ 저희들도 할아버지처럼 살면 될까요?.

면 위기를 느끼고 뛰쳐나오려고 하지만 불감증으
로 움직이지 못하고 서서히 죽는 현상이다. 그리
스와 베네주엘라는 공짜복지 거짓말 공약을 남발

Ⅳ 맺는 말

했는데 결국은 삶은 개구리 증후군 현상이 되어
망했다. 양동이 속의 온기 현상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 서정춘의 시 ‘30년 전’이 지금도 애송되고 독립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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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2 그래서 당신은 지금 幸福합니까?

과 철학을 가볍게 버렸다. 그 학자는 후손에게 어
• 우리에게 찾아온 행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떤 행복(幸福)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였을까

할까요?

요?

첫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

★ 여기서 ‘저를 닮으세요’ 운동을 제안(提案)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잘못들으면 행복을 찾지 못
한다.

다. 정부에는 ‘청백리 훈장’ 제도를 제안한다.

둘째, 까치발을 내려 놓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어른이 모범을 보이는 사회정화 운동이고, 국민에

많이, 더 찾아 갖으려고 까치발을 들고 두리번거

게 행복한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정신계몽 운동

리며 사는 인생은 피곤하다. 내 분수(分數)에 맞

이다.

는 맞춤형 행복이 내 행복이다. 까치발을 내려놓
는 순간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해 진다. 있는

• 행복은 마음속에 있고 이상향인 천국과 극락도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가슴속에 있다.

셋째, ‘같이 행복’ 해야한다. 나만 행복하면 작은
행복이고 같이 행복하면 큰 행복이다. ‘당신이 행
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행
복이다. 당신이 행복하면 당신 주위의 평균 5명이
그날 하루 함께 행복하다는 통계도 있다.
• 한국형(韓國型) 우분투(Ubuntu)운동을 전개할
시점 이다. 우분투는 아프리카 코사어로 ‘네가 있
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다.
냇째, 거울삼아 본받을 만한 ‘귀감형(龜鑑型) 행
복’이어야 한다. 그 행복은 신독(愼獨)의 길에서
보이고 후학에게 동일시의 대상이 되려는 스승이
누리는 행복이다.
•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려워도 지키려는 소신
(所信)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信念)이
전제 되어야 한다.
• 소크라테스는 가정에 대한 사적 의무 보다 국
가의 법에 대한 공적 의무가 선행한다는 자신의
철 학적 소신에 따라 독배(毒藥)을 마셨다. 그래
서 그는 지금도 우리의 스승이시다.
• 2006년 정부의 평등주의 교육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학자가 부총리에 내정되자 평소의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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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을 실천하는 ‘ABLE’교육
김흥기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초빙교수
Ⅰ. 서문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대학 재학생 중 고소득층에 해당되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불리하고 천연자원

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학생 비율이 73.1%

은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가진 유일한 자원은 우

에 달했다. 또한 서울대 입학생의 1/3 이상이 강

수한 인재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는 인재만

남 3구 출신이라는 사실도 발표되었다. ‘부의 대

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

물림 현상’이 교육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 IMF 외환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AI), 유비쿼
그러나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터스, 드론(로봇)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연결사

는 얼마나 대비가 되어있는가? 우리나라는 6.25

회를 구축해 기존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파괴적

전쟁이후 효율적인 교육방식인 ‘주입식 교육’을

혁신’이 예상된다. 파괴적 혁신이 가장 빈번하고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를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

폭넓게 발생할 분야는 바로 일자리이다. 과거 18

들어준 것은 전자·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기반의

세기 1차 산업혁명이 생산성에 엄청난 효율증가

2차 산업이었다. 그리고 2차 산업을 든든하게 뒷

를 가져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 시대

받침 해준 것이 바로 효율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

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바로

은 우수한 인재들이었다.

일자리 문제였다. 증기기관으로 돌아가는 방적기
한 대가 수백 명의 노동자를 대체한 것처럼 인공

하지만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창의성과 협력

지능 프로그램 한 개가 수천, 수만 명의 전문 인

이 가치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

력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다보스 포럼은 4차 산

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먹고살기 위해 한켠으

업혁명이 본격화 되면, 지식 노동 영역의 대부분

로 미뤄뒀던 주입식 교육의 부작용들도 사회 곳

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우리

곳에 표출되고 있다. 일방적 주입식 교육은 사람

교육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을 마치 기계처럼 다루는 것이다. 한마디로 쑤셔

필요한 인재와 정반대의 인재를 양산하는 셈이다.

넣는(Cramming) 교육이다. 공부적성 떨어지는 아
이들에겐 지옥이 따로 없다. 헬조선 신드롬, 금수

이대로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적 자원이

저·흙수저 논란에서 보듯 공교육 실패와 사교육으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비극이 발생할

로 인한 교육기회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 있다. 다행히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문제점
을 인지하고 창의·협력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이유는 교

두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 방법 없

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

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다. 과거에는 교육을 통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적 인재”

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을 현실에서도 목

라는 비전을 세우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격할 수 있었다. 지금은 반대로 교육이 계층 이동

제시하였고, 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될 만하

의 벽이 되었다. 2017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행복교육을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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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BLE’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등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각각 고대로부터

경제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주체(사람)가 움직인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경제학 신학을 대표하

다. 그렇기에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야 한다. 제

는 학자들이다. 이들이 세상 불화와 갈등의 원인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창의성’은 에디슨, 아인슈

으로 지목한 근본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타인, 스티브 잡스 같은 몇몇의 소수에게만 해당
되는 ‘천재적 창의성’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지력(Intelligence)

대다수의 일반인에게도 필요한 ‘보편적 창의성’

을 강조했고 철학자인 존 롤스는 공적이성(Public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에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

Reason)을 강조했다. 존 듀이의 지력은 인간의

적 창의성 교육을 마련해 학교와 일터에서 교육

지적 능력을 의미하지만 이는 생득적인 능력이

해야 한다. 그 위에 국민들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 발달되고 향상되는 특성을

빛나도록 특성화 교육을 하고 격려해야 한다. 특

의미한다. 존 롤스의 공적이성은 서로 배치되는

히 공정한 게임 룰이 지켜지고 제대로 보상받는

신념들이라 하더라도 자발적 협력과 조화를 통해

사회가 돼야 한다. 좌절경제에서 창의성은 씨가

사회를 유지시키려는 시민들의 이성을 의미한다.

마르고 남 탓, 제도 탓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공적이성은 질서정연한 입헌 민주 사
회관에 속하는 민주 시민정신의 이상(Ideal)이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경쟁사회로서 경쟁에서 승

저자는 이들의 이론에 착안하여 변증법적 자세로

리하려면 경쟁우위를 가져야 하고, 이는 차별화된

창의와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가치창출교육 ABLE

가치창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차별화된 가치

을 통해 삶의 근본문제 해결을 모색하였다.

창출의 핵심요소가 바로 창의성이기 때문에, ‘보
편적 창의성’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Ⅱ. 가치창출교육(ABLE)

필자가 창안한 ‘ABLE’ 교육을 통해 4차 산업시대
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최근 들어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학교

효용(Utility)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에서 배운 지식과 실제 사회는 거리가 있음은 우

다루고자 한다.

리사회의 여전한 문제이다. 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최근 구직자들의 스펙(Spec)전쟁이다. 청년

대한민국 사회와 교육의 과제

실업률 12.3%는 2017년 대한민국의 초라한 경제
성적표를 대표하는 숫자이다. 구직자는 넘치고 일

교육부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학교’를 넘어

자리는 부족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가 원하는 인재양

직무와 무관한 백화점식 오버 스펙(over-spec)쌓

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기는 개인으로도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지만 사회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교육이기에 교육을

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3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대한민

년 조사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재교육 기간은 평

국 사회와 교육의 과제는 결국 인간사회의 근본

균 18.3개월, 재교육비용은 6,000만 원에 달한다.

문제와 동일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높은 스펙이 업무 능력과 큰 상관이 없음을 보여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나태·

주는 수치이자 스펙 중심 채용문화가 낳은 손실

탐욕·교만이 인간사회의 근본문제라고 설파했고,

이다. 입시위주의 현재 교육제도에서 최고의 성취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인간을 둘러싼

를 올린 학생들은 이른바 명문대에 진학하게 된

외부의 희소성(Scarcity)이 인간사회의 근본문제

다. 위 조사 결과는 여러 스펙 중 기본 스펙으로

라고 했으며,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

통용되는 출신 학교와 학점이 업무라는 사회의

는 인간 내면의 무지와 이기심이 세상 불화와 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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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주입식/암기식 교육이 더 이상 사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탐구와 탐험을 통한 창의력 개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또한 기존 산업에서 새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로운 기술이 융합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협업적
경쟁, 경쟁적 협업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했다. 클
라우스 슈밥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으로 창의력과 협업(협력)을 꼽
은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ABLE은 첫째, 기존의 교사 주도의 일방적 수업
이 아닌 학생들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누구나’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Able to Create Value with Creativity) 둘째,
가치창출 과정이 자신의 이기심뿐 아니라 타인

<그림 1 - ‘ABLE 교육’의 구조>

(개인 혹은 집단)과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Able
to Collaborate with Others) 한다는 점에 초점을

비효율적 현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ABLE’ 교육

두고 있다.

을 통해 학교에서 가치창출교육이 병행되어 학교
에서 배운 지식이 사회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ABLE의 두 가지 목표는 ‘자발적’이라는 공통적

해야 한다. ‘ABLE’이라는 단어는 Arts(인문학),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자발적 요소

Business(경영학), Law(법학) 및 Economics(경

는 대단히 중요하다.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키고자

제학)의 첫 글자들의 조합이며 네 가지 학문을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 할 때, 핵심적 요소 중

연계한 창의융합교육을 의미한다. ABLE의 A인

하나로 학생의 자발적 참여(student engagement)

인문학은 실용성을 중요시함에 따라 도외시 되었

를 들 수 있다. 세계적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창의성의 근

자신의 저서인 ‘드라이브’에서 “자기 주도적인 자

간이

있다. ABLE의

발적 동기 부여가 창의성의 동력이며 기존의 동

BLE는 경영학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이며 이들 학

기 부여 방식인 당근과 채찍은 성과를 감소시키

문은 인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용성이 강한

고 창의성을 가로막는 등의 한계를 가진다”고 밝

학문이자 가치를 창출(Value Creation)하는 방법

혔다. ABLE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성을 높여

을 배우기 위한 기본 학문들이다. 서로 상반된 성

교육 효과를 높이고 창의성을 기르고자 한다.

되기에

다시금 주목받고

질을 가진 학문들이 융합된 ABLE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의 배움이 사회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BLE의

Ⅲ. 가치창출의 의미와 ABLE 교육의 필요성

목표이다. 이처럼

ABLE 교육은 인문학(A), 경영학(B), 법학(L) 및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경쟁사회로서 상대와의 경

경제학(E) 내용을 프로젝트(Project) 사례(Case)

쟁에서 승리하려면 경쟁우위를 가져야 하고, 이는

로 구성하여 ‘삶의 실제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

차별화된 가치창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런

해결과 가치창출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창의인성

데 여기서 가치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

역량을 배양하는 실용주의(Pragmatism) 기반의

치(Value)라는 단어는 경영·경제 분야를 비롯해

보편적 창의협력교육을 지향한다.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이다. 하지만
사용빈도에 비해 그 단어의 실체적 의미를 명확

4차 산업혁명 이론의 창시자이자 저자인 클라우

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치는 본고

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을 주제로

의 작성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이기에

개최된 특별대담에서 “단순히 가르치는 것에서 끝

추상적 단어인 가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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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ABLE이 ‘가치창출’에 관한 교육인 만큼

고 있는 것이며 이 경쟁의 핵심은 상대보다 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설명이

높은 가치를 창출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트에서 식료품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가치(價値)란 원하는 것, 바람직한 것, 비전 목표

것은 영양을 섭취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Needs)와 욕구를 충족시킬

다시 말해 마트가 식료품을 판매하는 덕분에 사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가치에는 상품과 서

람들은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비스 등 경제적 가치 외에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처럼

만족을 주는 도덕적, 미적, 종교적 가치도 있다.

치)’와 자신들의 ‘재산(가치)’를 교환한다. ‘자유’

가치창출(Value Creation)이라는 이러한 가치를

는 기업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다.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

어떤 자유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그 제품·서비스

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생

나아가 기업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소비자)은

‘자유(가

산방식, 원자재 조달처, 동기부여 방법 특히 신제
품과 서비스라는 가치를 창출해 이를 시장에 내

사람들의 활동시간이 밤으로 연장된 것은 인류의

어서 누구의 가치가 더 매력 있는지, 더 만족을

역사 중 극히 최근의 일이다. 사람들은 해가 존재

주는지를 놓고 경쟁사와 경쟁하게 된다.

하는 낮에만 활동할 수 있었다. 일출과 함께 일과
를 시작했다가 일몰과 함께 일과가 마무리 되었
다. 그러다 등유를 비롯한 석유가 개발되면서 등
유를 활용한 등불로 사람들은 ‘어둠으로부터의 자
유’를 얻게 되었다. 자유의 대가로 사람들은 등유
를 생산하는 록펠러와 그의 회사인 스탠다드 오
일 컴퍼니에 엄청난 재산(가치)를 주었다. 이윽고
전기의 발견과 에디슨의 백열전구로 대표되는 전
등의 발명으로 사람들은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자
유로워졌다. 사람들은 등유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백열전구(가치)를 사용하게 되었고, 에디슨은 엄
청난 부(가치)와 명예(가치)를 얻었다. 이처럼 개

<그림 2 – 가치창출 사례 : 스마트폰 시장>

인, 기업 및 국가의 생존·번영·발전은 가치를 창출
해내는데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를 출시해
시장에 100만원의 가격(Price)에 판매한다면, 고

앞서 언급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와

객은 갤럭시가 자신에게 주는 가치(Value)가 100

협력’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만원 보다 크고 경쟁사 제품 보다 더 매력 있어야

하는 가치창출능력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제 문

갤럭시를 구매하게 된다. 만약 아이폰과 갤럭시의

제는 앞으로 어떻게 가치창출을 하느냐이다. 기업

가격이 동일하고, 아이폰을 구매했을 때 얻는 가

의 사례에서 보듯 생산과 판매 활동(Activities)을

치는 150만원인데 갤럭시를 구매했을 때 얻을 수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 필자

있는 가치가 120만원이라면 갤럭시를 구매할 사

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간은 무인도

람은 없을 것이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의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 살아

단순화 한 가정이지만 지금도 실제 시장에서 수

가고 집단 내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교환(Exchange)

없이 발생하는 경쟁의 본질이다. 즉, 기업들은 시

과 거래(Transactions)을 하면서 삶을 영위해간다.

장에서 제품(혹은 서비스)의 가치를 통해 경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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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기틀을 만든 아담 스미스는 ‘절대우위’
로 인해 교환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 생긴다고

또한 ABLE 교육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 헬조

여겼다. 그리고 이런 절대우위로 인한 거래는 나

선 신드롬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다. ‘헬조선’이

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사이에도 가능

라는 신조어는 지옥을 뜻하는 ‘헬(Hell)’과 대한민

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인간을 둘러싼 외부의 희

국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에서 비하하는

소성(Scarcity)이 인간사회의 근본문제라 역설한

표현으로 사용된 ‘조선’의 합성어이다. 한국이 마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이와 같은 희소성을 해결하

치 지옥과 같이 살기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를 가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

지고 있다. 처음에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인 의미

를 발전시켜 ‘비교우위’를 주장했다. 지면 관계상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지 않았으나, 점차 대중들의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에 관해 자세히 다루기 어렵

공감을 얻어 이제는 신문 지면이나 공중파에서도

지만, 두 이론은 국제분업에 관한 경제학의 검증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된 이론이며 GATT(관세협정)와 WTO(세계무역
기구), FTA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자세한 내

헬조선 신드롬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용은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두 이론의

큰 이유는 태어나서부터 학창시절, 직장생활을 거

결론을 요약하면 “생산 주체들 사이의 거래는 거

쳐 은퇴해서 삶을 마칠 때까지 과도한 경쟁과 그

의 언제나 모두에게 이익을 발생시킨다.”이다.(학

로부터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으로 조사되었

계에 두 이론에 대한 비판적 이론도 존재하나 본

다. 학창시절부터 높은 교육열로 인해 어린이·청

고의 작성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생략한다.)

소년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인 반면 고
등 교육 진학률은 세계 1위이다. 소위 명문대의

이처럼 거래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에

정원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기 위

ABLE 교육을 통해 인문학, 경영학, 법학, 경제학

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희망과 도전으로 가득

등에서 다뤄지는 제 집단(기업, 은행, 정당, 재단,

한 청춘을 보내야 할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으며

사단, 조합, 국가 등)의 생성과 거래유형 및 가치

포기를 먼저 배우고 있다. 요즘 청년들은 3포(연

창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교육해야

애·결혼·출산 포기), 5포(취업·주택 포기)를 넘어

할 필요성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7포(인간관계·희망 포기)세대라 불린다. 이렇다보

처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 까지 가족·학교·직장·

니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대중의 공감을 얻고 있

국가 등 크고 작은 집단에 소속되어 살아간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

거래 모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이론(학교 교
육)과 현실(사회)이 별개가 아니며 교육이 쓸모(실

흔히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은 약육강식의 무

용성)가 있다고 인지하게 되었을 때 학교 내부로

자비한 동물적 경쟁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부터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한다.

왕정이나 봉건사회, 계급투쟁의 공산주의 사회야
말로 약육강식의 무자비한 경쟁사회다. 그러니 무

학생들은 ABLE 교육에서 실생활의 거래모델을

자비하게 반대당파를 모함하고 공산당원이 되면

배우고 토론하며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

당원이 아닌 사람과 신분 자체가 달라진다. 이것

운 거래모델을 창출해보는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이야말로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무

통해 성장할 수 있다. 특히 거래모델을 스스로 만

자비한 생존경쟁을 부른다. 그리고 비생산적이다.

들어보는 창출과정에서 자신의 필요(Needs)와 목

그에 비해 자유주의 사회는 ‘타인의 필요를 충족

표달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신뢰

시켜주기만 하면(가치를 창출하면) 누구든지 성

(Trust)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타인의 목표

공할 수 있는’ 경쟁을 한다. 그러니 그 경쟁의 방

와 이익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호혜성과 협력

법이 매우 다양하다. 또, 무언가 좋은 성공 방법

(Collaboration)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을 찾아내려는 생산적인 경쟁이다. 공부로 경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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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지만, 돈버는 것으로도, 축구‧야구‧골프‧피

‘경쟁=전쟁’, ‘너 죽고 나 살기’식의 Zero Sum 게

겨스케이팅 같은 스포츠, 음악‧미술‧연극‧영화 같은

임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예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경쟁방식이
있다. 공부를 잘하면 박사, 교수, 의사, 법조인, 관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경쟁만

료가 되고 돈을 잘 벌면 사업가가 된다. 운동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의

수, 예술가로도 얼마든지 1인자가 될 수 있다.

반대말인 협력을 통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다. 400m 계주 달리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협력을

봉건주의 조선이나 북한 공산주의 체제보다 훨씬

해야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또, 패자부활전이 있는 경

협력(Structural cooperation)은 협동으로 함께 노

쟁이다. 물론 모든 경쟁은 피와 땀을 다하여 싸워

력하는 협력이다. 나의 성공은 상대방(협력자)이

야 하는 처절한 면이 있다. 그래도 자유주의 사회

성공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그 반대도 성립한다.

의 경쟁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가

노력의 대가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성취에 의

아니다. 또 언제든지 아차 하는 사이에 순위가 뒤

해 결정된다. 상대를 돕는 것과 스스로를 돕는 것

집혀질 수 있다. 이것이 무자비한 경쟁인가? 이

이 동시에 일어난다. 구조적 협력 상황에서 구성

정도의 경쟁도 없는 사회는 없다. 특히 부존자원

원들의 처음 동기는 이기심이었을지라도 협력은

이 전무한 한국이 발전하려면 국내경쟁을 회피해

서로를 같은 운명으로 묶어준다. 학생들은 ABLE

서는 안 된다. 세계 역사상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

교육을 통해 어떤 일의 성취는 개인이 아니라 그

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사례는

반의 모든 학생들에게 달려 있음을 깨닫고 상대

세계 역사상 한국밖에 없다. 우리가 계속해 발전

방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구조적 경

하려면 경쟁을 통해 발전해온 역사를 부정해서는

쟁에서는 불가능 했던 의도적 협력이 가능해진다.

안 된다. 경쟁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경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

의도적 협력은 이론에만 존재하는 이상론이 아니

는 긍정적인 점을 최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 이해관계가 최우선시 되는 기업의 장에서 현
재 진행형이다. 기업의 합종연횡은 아군과 적군을

경쟁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급적 경쟁

가리지 않는다. 이른바 코피티션(Co-opetition)은

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경쟁을 하는 이유

협력(coopertation)과 경쟁(competition)의 합성

는 경쟁에서 타인과 겨루어 이기는 것으로 자신

어로, 협력형 경쟁이라는 의미이다. 협력을 통한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입시,

경쟁만이 건강한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미인선발대회, 전쟁과 같은 구조적 경쟁(Structural

이익을 낼 수 있으며, 경쟁자들과의 제휴를 통해

competition)은 승리와 패배라는 구조 아래 놓인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해야 시장의 파이를

경쟁이다. 구조적 경쟁은 상호배타적인(Mutually

확장하고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공생 발전

exclusive) 목표달성이 특징이다. 포커와 같이 반

의 패러다임이다. 예를 들면 삼성과 구글의 행보

드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제로섬(Zero-sum)

가 그러하다. 삼성은 구글과의 합작을 통해 애플

게임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현장(경쟁교육)

의 아이폰이 선점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2년

과 대입제도를 직접 체감하며 누가 가르쳐 주지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않아도 세상은 무한경쟁 약육강식 장이라고 생각

아이폰의 선점효과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고 있다. 구조적 경쟁 하에서 참가자들은 의도

소프트웨어에서 강점을 가진 구글의 안드로이드

적 경쟁(Intentional competition)을 하게 되어있

운영체계와 하드웨어에서 강점을 가진 삼성전자

다.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1등이

가 각자의 특화분야에서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되고 자하는 경쟁을 하게 된다. 우리가 ‘경쟁’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은 사람들이

그동안 공교육은 “너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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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3 행복교육을 실천하는‘A B LE ’ 교육

경쟁은 나쁜 것이며 구체적 정의나 사례 없이 모

같은 발언들은 지금의 한국을 만든 근간이 교육

호하게 협력은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그러나

에 있음을 알고 있기에 나온 발언들이었다. 기존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현장부터 치열한 경쟁의

교육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의

장이기에 이와 같은 교육은 전혀 설득력을 가지지

개선을 통해 시대에 맞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

못했다.

경쟁(Structural

이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고 한국의 입장이 ‘따라

Competition)이 아니라 구조적 협력(Structural

가던 입장에서 선도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기에 그

Cooperation) 상생 교육에 초점을 맞춰 실제 사례

에 걸 맞는 개선된 교육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ABLE

교육은

구조적

를 통한 의도적 협력 고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에 만연한 헬조선 신드롬을 완화

기존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먼저 주입식 교육의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단점을 알아보자면 첫째, 대부분의 지식과 기술은
아동인 학생의 현실생활과 무관하게 성인의 시각

Ⅳ. ABLE 이해와 내용

에서 정립된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입장에서 보
면 실생활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둘째, 학생

기존 교육과 ABLE 교육의 비교를 통해 ABLE 교

개개인의 특성과 흥미, 능력과 이해를 고려하지

육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

않고 진행되기에 학생들은 공부 적성 외에 다른

존 교육은 주입식 교육으로 주로 ‘지식’위주의 교

적성을 발견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른바 ‘사람’

육이다. 지식과 개념을 위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 없는 교육이 되기 쉽다. 셋째, 교사에 의한 일

배우게 된다. 여기서 지식과 개념은 전문가들에

방적 주도성은 학생들에게 주체적으로 생각할 기

의해 정리된 지식의 정수이다. 그렇기에 교육의

회와 능동활동을 억압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저해

속도가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다. 평가 또한 매우

하기 쉽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동적 경향을 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답이 한 가

는 것은 기존 교육의 부작용이다.

지로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기존 교육은 많은 인
원을 단기간에 걸쳐 가르치기에 효과적인 교육

교육학자 존 듀이는 “오늘의 학생을 어제의 방식

방법이다. 한국은 서양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

으로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적으로 발전시킨 정치·경제·사회·과학 분야를 백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교육제도 혁신의 중요함

지상태에서 따라잡아야 했다. 때문에 기존 교육은

을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인지

전쟁의 폐허로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에게 알맞은

하고 지난 2009년 ‘창의인성교육’을 교육방향으로

교육 방식이었다. 우리가 풀어야할 문제의 답은

내건 이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서양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풀어놓은 정답이 있었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창의성교육과 인성교

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새로운 문제

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를 어떻게 푸느냐’가 아니라 ‘답이 정해진 문제를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도

얼마나 빠르게 푸느냐’였다. 정부는 선진국의 시

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는

스템을 잘 도입하는 것이 과제였고, 기업은 해외

것이다. 일단 종래 해오듯 교과영역별, 학교 급별

기업들의 좋은 제품을 카피해서 싸게 파는 것이

교과내용의 충실한 습득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목표였다. 기존 교육이 암기 위주의 교육이었던

사고의 확장과 수렴, 독립성과 개방성, 호기심과

것은 ‘정답’이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몰입 등 창의성요소 및 신뢰(정직과 약속), 협동
(배려와 존중) 및 책임 등 인성요소를 병행하여

따라서 기존 교육 방식을 무조건적인 비난의 대

교육한다. 예를 들면 과학교과에서 ‘연구 실적에

상으로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미국의 전임

쫓겨서 연구결과를 속이는 경우’ 주제 토론을 통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재임기간 동안 수차례에

해 인성(정직)을 배양하고, 음악교과에서 ‘영화의

걸쳐 한국 교육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장면에 맞는 음악 선정하기’ 실습을 통해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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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을 기르는 식이다.

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이를 더욱 발전시켜 2011년에는 ‘과학기술-예술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 ‘창

융합

중점추진과제로

의적 연결을 통한 가치창출’ 교육을 통해 인간의

설정하였다. STEAM은 과학(Science), 기술(Te-

생존과 발전에 핵심인 ‘가치(Value)’를 창출하는

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개인, 집단, 기업 심지어 국

(Mathematics)의 각 첫 글자를 이용하여 만든 용

가의 생존과 발전은 여하히 차별화된 가치를 창

어로 미국의 STEM 교육과정에 Arts(예술)가 통

출해 내느냐에 달려있다. 교육은 새로운 가치를

합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각 교과의 교육을 할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

때 이전의 방식처럼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

해 내야만 한다. 교육의 밑바탕에 반드시 가치창

학의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시간

출(Value Creation) 교육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에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등 관련이 있는 교과의

만 한다.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가치를

지식을 자연스럽게 더불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하

창출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가치를 창출하

자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맛있게 오래오래 식품

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개발하여 초·중·고·대학교

보존’이라는 STEAM 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5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을 해야 한다. 초

년 학생들이 식품보관에 관한 역사 및 식품을 오

등학교에선 가장 쉬운 사례를, 대학생이 되면 좀

래 보관하기 위한 과학 지식, 미생물 배양실험 등

더 어려운 사례를 배우는 식이다. 또한 평생교육

을 동시에 진행하며 이와 연관된 직업 등을 소개

시대인 만큼 직장인과 성인들을 포함해서 전 국

하고, 안전한 식품을 위한 픽토그램 그리기로 미

민을 대상으로 가치창출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융합인재교육(STEAM)’을

술과의 연계 수업도 진행하는 등 통합적·총체적으
로 교육하는 방식이다. 최근의 ‘자유학기제’를 비

ABLE의 보편적 창의성 교육 프로세스는 다음과

롯한 선행학습 금지를 담은 ‘2015 개정 교육과

같다. 첫째, 창의적 연결의 사례를 배운다. 둘째,

정’, 열린교육·수행평가·인성교육 등은 모두 교육

사례를 통한 도덕적 경험에서 가치창출은 자신의

제도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다.

‘신뢰’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학생들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사람, 정직하고 믿을만한 사

이와 같은 학습현장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람, 역량 있는 사람이어야 ‘협력(=연결)’이 가능

만하다.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가 높아질 것으로

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셋째, 저마다의 ‘창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가? 인간은 개·

의성’을 발휘하여 창의적 연결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돼지가 아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과 고집이 있

만들어 낸다. 넷째,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

다. 그래서 착하게 살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

해 손을 뻗어(=거래의 제안) 가치를 창출한다.

족하다.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면 저절로 좋은 인
성의 길로 들어선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

창의성 교육의 프로세스의 첫 단계는 사례 소개

가 설파했듯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이다. 창의적 연결의 사례를 살펴보며 그 가능성

것은 빵가게 주인의 자비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 효과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교육에 대해 흥미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있기

유발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

때문이다. 그는 그의 저서 ‘국부론(1776)’에서

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우리는 그들(가게 주인들)의 휴머니티가 아니라

라고 설파했다. 성공 사례의 모방으로부터 자신만

그들의 ‘self-love(자기애)’에 호소하는 것이며,

의 창의성이 반영된 연결이 시작될 수 있다. 개개

우리 자신의 필요에 관해서가 아닌 그들의 이익

인이 가진 역량, 환경,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창

에 관해 말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의적 연결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학습자는 사례를
통해 첫째, 창의적 연결(Creative Connection)의

따라서 본고에서는 ABLE 교육으로 ‘창의적 연결

방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개인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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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Needs)와 가치(Value)를 찾고 학습과 스

어릴 때부터 폴리 이모 집에서 살고 있다. 톰은

스로 문제를 받아들여 창의적 연결을 통한 비즈

엄청난 장난꾸러기여서 항상 말썽을 일으키고 다

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둘째, 도

닌다. 심한 장난을 친 어느 날, 폴리 이모가 톰에

덕적 경험(Moral Experience)을 쌓는다. 사례에

게 담벼락에 페인트칠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놀

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성공의 경

수 없다는 벌을 내린다.

험, 소속감, 공동체 윤리와 규범준수 그리고 보상
과 체험 등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나아가 단계

마음껏 놀 수 없게 된 톰은 괴롭다. 그러나 톰은

별 사례 학습으로 창의적 연결을 위한 4가지 요

괴로운 티를 전혀 내지 않았다. 오히려 톰은 자신

소 ‘믿음’, ‘신뢰’, ‘창의’, ‘협력’에 대해 이해하고

을 놀리러 온 친구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박자를

강화하는 방법, 각각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해 배울

맞추듯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친구는

수 있다. 다양한 사례는 ABLE을 의미하는 인문

페인트칠을 한번만 해보고 싶다고 톰에게 부탁한

학, 경영학, 법학, 경제학에 걸쳐있다.

다. 톰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절한다.
친구는 결국 본인의 사과를 톰에게 주고 나서야
페인트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본 동네 아
이들이 페인트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몰려들
었다. 톰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처리하고
아이들에게 온갖 물품을 받게 되었다.

<표1 – ABLE 교과내용과 사례 : 인문학, 경영학>

<그림 3 - 톰 소여 담벼락 에피소드>
톰 소여의 에피소드는 소설에만 존재하는 이야기
<표2 – ABLE 교과내용과 사례 : 법학, 경제학>
ABLE 교육을 입문하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는
친근하고 흥미 있는 소설 그리고 소설과 비슷한
실화를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9세기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
험’에는 창의적 연결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한다. 주인공인 톰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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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다. 같은 19세기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
네기의 실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카네기가 강철왕
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강철에 대해 자신보다 몇
배나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카네기가 사람들의 능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바로 ‘이름 부르
기’이다. 카네기는 간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하
면 일반 직원들까지도 이름을 부르려고 했다.

모스크바 국립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김 흥 기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 애착심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을 통해 알
고 있었다. 소년 카네기는 고향인 스코틀랜드에서
토끼를 길렀는데, 토끼가 새끼를 낳게 되자 혼자
의 힘으로는 토끼들의 먹이를 마련하기 힘들어졌
다. 그래서 꾀를 내었는데, 친구들이 토끼의 먹이
인 토끼풀을 뜯어오면 새끼 토끼에 친구의 이름
을 붙여준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친구들은 자기
이름의 토끼를 갖기 위해 토끼풀을 뜯어왔다.
카네기는 성장하여 사업을 할 때에도 항상 상대

<표3 – ABLE 수준별 교육예시 : 은행>

방의 이름을 중시했다. 펜실베이니아에 건설한 강
철 레일 공장 이름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그곳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철도 회사 사장인 ‘에드거 톰슨 강철 공장’이라고

는 ABLE 수준별 교육을 진행한다. 은행을 주제

지었다. 침대 열차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경합할

로 한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선 은행과 비슷한 비

때도 이름의 중요성을 활용했다. 무리한 경쟁대신

즈니스 모델을 가진 월간지 사례를 학습하고 중

두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

학교에선 은행의 탄생, 은행의 모델에 관해 학습

러자 상대회사의 대표인 풀먼이 공동 투자회사의

한 후 고등학교에서는 발전된 은행의 형태인 인

명칭을 물었다. 이때 카네기는 자신의 이름이 아

터넷은행 등에 관해 배우는 식이다. 본고에서는

닌 ‘풀먼 객차 회사’로 하자고 얘기했다. 그렇게

은행 주제 중 초등학교에서 학습하는 월간지 사

거래는 성사되었고 사업은 성공할 수 있었다.

례와 중학교에서 학습하는 계 사례를 다룬다.

위 사례에서 톰 소여는 친구들이 놀이를 원한다

지금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빠져 사는 아이들이

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페인트칠을 일종의 놀이

지만 TV, 오락기, PC방 등이 전무했던 과거, 개

로 만들어 동기를 부여했다. 담벼락 에피소드에서

구쟁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던 어린이 잡지(월간

발견할 수 있는 ‘창의적 연결’ 방법은 바로 동기

지)가 있었다. 새소년, 어깨동무, 소년중앙 등이

부여이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놀이를 위해

대표적인 잡지들이다. 잡지 한 권의 가격은 무려

기꺼이 사과와 장난감 등을 지불한 것이다. 이를

450원. 당시 자장면의 가격이 50원이었으니 자장

통해 톰 소여는 페인트칠이 완료된 담벼락과 사

면을 지금 가격인 5천원으로 계산하면 100배 오

과, 장난감 등의 가치를 창출했다. 톰에게 일이었

른 것이다. 월간지를 현재 가로 환산하면 4만 5천

던 페인트칠이 친구들에게는 놀이가 되어 친구들

원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이다. 당시 필자는 집

은 재미를 느끼고 톰은 장난감을 얻는 ‘거래’가

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잡지를 보기위해서

성립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야기속 톰 혹은 톰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상대에

친구들에 자신을 대입시켜 간접경험을 하게 된다.

게 주는 것 없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은 아직

이어지는 카네기 사례를 통해 담벼락 에피소드는

때 묻지 않은 어린 나이임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

소설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

다. 그렇게 주위 친구들에게 잡지를 빌려보다가

닫게 된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또한 상대가 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잡지를 빌려보다

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이름

보니 누가 어떤 잡지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게

부르기’로 토끼풀을 뜯어오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된 것이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일방적 부탁이 아

그 결과 카네기는 토끼풀이라는 가치를 창출할

닌 친구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래를 만들어 냈고,

수 있었다.

협력을 이루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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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동무’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새소년’과 바

을 대단히 복잡하고 규모 있는 조직으로 생각한

꿔볼 것을 제안했고, ‘새소년’을 가지고 있는 친구

다. 하지만, 은행은 그렇게 대단한 조직이 아니며,

에게는 반대로 제안했다. 두 친구는 잡지 한 개로

은행은 국가가 은행업을 할 수 있도록 공인해준

두 권을 볼 수 있게 된 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

(Chartered) 조직에 불과하다. 은행은 이 권리를

래에 응했다. 첫 번째 거래에 성공하고서 이 거래

이용하여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 것이 주요 수

를 다른 잡지들로 확장하였다. 이번엔 ‘소년경향’

입이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과 ‘소년중앙’을 가진 친구들에게 각각 다른 잡지

은행이 우리가 예금한 모든 현금을 보유하고 있

3개와 바꿔보겠냐고 제안하였다. 이 친구들 역시

을까? 은행은 극히 일부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어

잡지 한 개로 네 권을 볼 수 있게 된 셈이기 때

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은행은 중앙은행이 정

문에 거래는 쉽게 성립되었다.

한 지급준비율만큼의 현금만 보유하면 된다. 모든
예금자들이 한 번에 현금을 인출하러 오지 않기

기존에 필자가 거래를 일으키기 전에 필자는 자

때문이다. 그렇기에 은행은 사실상 예금 받은 돈

력으로 잡지를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잡지를

의 80%이상을 대출하여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

통해 얻는 효용이 0(Zero)이었다. 각각의 잡지를

놀랍지 않은가? 사실상 자기 자본이 아닌 예금자

보는 친구들도 본인이 소유한 잡지만을 볼 수 있

의 돈으로 이자를 벌고 있는 셈이다.

기 때문에 효용은 5(한권의 잡지를 볼 경우 발생
하는 효용이 5라고 가정하면)에 불과했다. 거래를

하지만 요즘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을 찾는 발

일으키고 난 뒤, 필자의 효용은 20(5 × 4권)으로

길이 줄어들고 있다. 대신 과거 개인 사이에서 은

증가하였다. 다른 친구들도 효용이 20(5 × 4권)

행의 역할을 해줬던 ‘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

으로 증가됐다. 필자가 속한 작은 그룹을 하나의

다. 계는 은행의 예금과 대출 그리고 이자지급이

사회라고 가정하면, 거래 전과 비교하였을 때 이

하나의 프로세스에 담겨있는 발전된 창의적 연결

사회의 총 효용은 20 에서 100으로 5배 증가하

이다. 계에서 계원들은 모두 예금자이자 동시에

였다.(<표4> 참조)

대출자가 된다.(설명의 편의를 위해 지수를 간소
화 하였다.)

구 분

거래 전
효용

거래 후
효용

어깨동무

5

20

소년경향

5

↠

20

새소년

5

거래

20

소년중앙

5

20

‘나’

0

20

총효용

20

100

계모임은 크게 계원과 계주로 구성되어 있고, 다
달이 곗돈을 부어 자신의 순서에 찾아가는 형태
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12명이 운영하는 계모임
이 있다. 다달이 100만원씩을 붓는 계이고, 이자
는 매달 1부이자이다. 첫 번째 계원은 곗돈을 넣
고 바로 1,200만원을 찾아간다. 만약 첫 번째 계
원이 혼자서 1,200만원을 모으려고 했다면 1년이
걸렸을 것이나, 계모임 덕분에 무려 11개월을 단

<표4 - 창의적 연결 사례 : 월간지>

축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계원은 첫째 달과 둘째
달에 곗돈을 넣고 1,210만원을 찾아간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은행 사례와 이를 응용한
계 사례를 학습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은행 역시
창의적 연결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은행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남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
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창의적 연결 관점에서 보
면 매우 기초적인 연결이다. 우리는 은행(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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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추가로 받는 10만원은 11개월을 단축해서
1,200만원을 모은 ‘시간의 가치’에 대한 이자로
첫 번째 계원이 지급한다. 세 번째 계원은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까지 곗돈을 넣고 1,220만원
을 찾아간다. 이때도 두 번째 달과 마찬가지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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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계원과 두 번째 계원이 세 번째 계원에게

행의 기원), 사회경제(금리 인하와 전당포의 부

이자를 지급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열두 번째

활), 국어(은행을 주제로 한 글쓰기) 등 다양한

계원인 계주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계의 프로세

교과와 연계가 가능한 주제이다. 셋째, 주제 중심

스가 종료된다. 한 번의 계모임을 통해서 계원들

으로 전체 교육과정을 재구성 하거나 별도의 프

이 얻게 된 이익(효용)을 정리하면 하단의 <표5>

로그램을 개발해 방과 후 학교에 활용하는 방안

와 같다. 계원1은 1,200만원을 11개월 먼저 받을

이 있다. 기업 주제는 일반수업 시간 내에 소화하

수 있었고, 계원2는 10개월과 이자 10만원, 계원

기에는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다. 이런 경우

3은 9개월과 이자 20만원, 계원4는 8개월과 이자

기업과 관련된 ABLE 교육 자료를 별도의 책자로

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곗돈을 받

제작하여 방과 후 학교에서 기업관련 특별 수업

게 되는 계주는 시간의 이익은 없고, 이자만 110

을 진행 할 수 있다.

만원을 받게 된다. 계모임에서 보통 계주가 제일
마지막에 곗돈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장 큰 금전적 이익을 받는 대신 계모임이 끝까
지 잘 운영되게끔 책임을 지는 것이다.

Value

거래 전

거래 후

가치

가치

계원1

100×1년

1,200

0, 11

계원2

100×1년

1,210

10, 10

계원3

100×1년

1,220

20,

9

계원4

100×1년

1,230

30,

8

구 분

Profit
(돈, 개월)

.
.
.
계주

100×1년

↠
거
래

<표6 – ABLE 교육의 수업유형>

.
.
.
1,310

110, 0

<표5 - 창의적 연결 사례 : 계>
이처럼 ABLE 교육은 실제 사례(Case)를 중심으
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각각의 사례는 ABLE을

<표7 – ABLE 교육의 수업유형 예시>

의미하는 인문학, 경영학, 법학, 경제학에 걸쳐있
다. ABLE 교육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하나의 중심교과를 두고 여기에 인문학, 경
영학, 법학, 경제학 요소를 연계하는 ‘교과 내 수
업 유형’이다. 예를 들면, 은행은 예·대 마진과 이
자율 등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교
과 내 수업 유형에서는 수학시간에 은행에 관련
된 ABLE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여러 교과를 연계하는 ‘교과연계
수업 유형’이다. ABLE 교육에서 은행은 역사(은

그렇다면 창의적 연결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사례를 비추어보아 생각해보자. 월간지
사례에서 만약 필자가 ‘어깨동무’와 ‘새소년’을 바
꿔보자고 제안했을 때, 친구가 필자를 의심하며
잡지도 없으면서 뭐를 바꿔보느냐고 거절했다면
그 이후의 거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계 사례에
서 계원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곗돈을 입금
하지 않거나 곗돈을 타간 후 이자를 지불하지 않
는다면 계를 운영할 수 있을까? 계로 인한 사고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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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 계주 잠적으로 발생한다. 계주는 계모

내가 돌려주는 것을 최대한 늦추게 된다. 이런 개

임의 형성부터 계원과 곗돈의 분배 등 관리 역할

인들이 모인 집단과 사회라면 서로 얕은 계산만

을 맡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주가

하게 된다. 협력이 어려워지고 점점 작게 주고 작

잠적을 하게 되면 해당 계모임은 운영이 불가능

게 받게 된다. 사회가 각박해지고 거래로 인한 사

하다. 계주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회적 효용이 발생하기 어려워진다. 모든 사람에게
최선인 선택을 이루려면 신뢰를 가져야 한다. 상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창의적 연결이 가능하

호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이 지켜질 때 서로에게

게 하는 네 가지 요소 중 하나인 신뢰이다. 신뢰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듯 거래로

는 창의적 연결을 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가 돼야

인한 효용을 발생(가치창출)시키려면 먼저 창의

하는데, 신뢰가 없다면 협력(거래)이 성립하지 않

적 연결의 주체인 본인에게 신뢰가 있어야 한다.

기 때문이다. 신뢰가 없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손
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바로 경제학의 유명

신뢰(Trust)는 인성과 역량, 두 가지 요소로 형성

한 게임 이론 중 하나인 ‘죄수의 딜레마’이다. 죄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주위사람

수의 딜레마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결정이

에게 문의하면 때때로 이런 대답을 듣게 된다.

상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최악을 가까스로 면

“그 친구 사람은 참 좋은데...” 이 말은 신뢰의 요

한 차악의 결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 중 인성은 잘 갖추고 있으나, 다른 요소인 역
량이 부족할 경우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현실사회의 우리와는 관계가

사람은 좋지만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일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실에서의 우리는 죄수

믿고 맡기겠는가? 반대로 “그 친구 일은 참 잘하

가 아니며, 우리가 속한 곳도 감옥이 아니기 때문

는데...” 라는 대답을 듣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은 생각

역량은 있지만, 인성이 부족한 경우 사용하는 표

보다 쉽게 발견된다. 여럿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

현이다. 능력이 있더라도 인성이 부족하면 그 사

는데 각자 같은 비용을 나눠서(1/n) 계산하자는

람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인성과 역량을

제안이 나왔을 경우, 내 옆에 사람이 비싼 스테이

모두 갖춰야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크를 시킨다면 나는 싸구려 파스타를 시킬 이유
가 없다. 같은 가격을 지불했으나 내가 얻는 효용

창의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

은 상대보다 훨씬 작아지기 때문이다. 내가 손해

로 창의성이다. 창의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

보지 않기 위한 선택인 비싼 스테이크가 결국 모

는다. 따라서 ABLE 교육의 창의적 연결 사례 수

든 사람의 저녁 식사가격의 상승이라는 차악의

업과 함께 정부의 ‘창의인성교육’에 맞춰 사고의

결정을 낳게 된다.(여기서 최악은 나는 싸구려 파

확장과 수렴, 독립성과 개방성, 호기심과 몰입 등

스타를 먹고 스테이크 값을 지불하는 경우이며

창의성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의 결과가 발생한다.)

한다. 동시에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도구를
교육해야 한다. 예컨대 ‘트리즈(TRIZ)’와 같은 도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극단적 이기주의 현상은 이

구를 의미한다. 창의는 동일한 사건과 사물에서

런 결정이 저녁식사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발상을 하는 것이다. 다른 발상을 하기 위해

내가 손해 보지 않기 위한 결정들이 결과적으로

서는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다

사회 총효용을 감소시키고 있다. 내가 먼저 줬는

양한 경험은 짧은 시간에 획득하기 어려운 요소

데 아무런 보답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

이지만 새로운 시각은 교육을 통해 습득이 가능

다면 이 사람은 먼저 주는 행동을 그만둘 확률이

하다. 이를 위해 정리된 방법론이 트리즈이다.

높아진다. 내가 먼저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주
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대가 나에게 먼저 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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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많은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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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들이 모순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
야 한다. 자전거를 예로 들면, 과거 자전거의 형

그러나 제안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세상에 없

태는 모두 커다란 앞바퀴와 작은 뒷바퀴의 형태

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우려와 반대에 부딪

로 생겼었다. 이 모양의 자전거는 이동수단이 가

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대체로 보수적

져야 할 두 가지 특징인 속도와 안정성 측면에서

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만이 정답이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앞바퀴의 크기가

고 생각한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남이 해놓은

원의 둘레와 정비례하고 ‘원의 둘레 = 지름 ×

도전과 혁신은 쉬워 보이지만, 내가 처음 하는 일

3.14’ 이므로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앞바퀴

은 자신이 없어진다. 그렇기에 창의적 연결을 위

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 그런데 앞바퀴의 크기가

세상에 손을 뻗으려면 마지막 요소 한 가지가 더

커지게 되면 안장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중심점

필요하다. 바로 나 자신의 바탕에 ‘믿음’이 있어야

이 높아지면서 안정성은 떨어지게 된다. 속도를

한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높이려고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을 높이

믿음과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려고 하면 속도가 떨어지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
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려 87년의 세월이
걸렸다. 체인과 기어의 발명으로 이 모순을 해결

구 분

자신

타인

비전

능력

비전

능력

최선

0

0

0

0

1

0

X

0

0

2

X

0

0

0

이렇게 저마다의 타고난 창의성에 보편적 창의성

3

X

X

0

0

교육(ABLE 사례교육 등)을 더해 창의성을 발휘

4

0

0

X

X

5

0

X

X

X

6

X

0

X

X

최악

X

X

X

X

했고 이같은 문제해결 방식은 제약을 깨는 해결
이며 이런 창의적인 방법이 바로 학생들이 추구
해야 하는 문제 해결방법이다.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 환경,
역량에 맞춰 창의적 연결의 수준도 점차 발전하
게 된다. 어렸을 때는 어린이 잡지의 거래를 통해
가치를 창출했다면, 더 성장해서는 은행 혹은 계

<표8 - 자신과 타인의 비전과 능력>

와 같은 금융 거래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며, 취직
하거나 창업을 통해 기업인이 되어서는 기업을

주위 사람을 둘러보면 누군가는 자신이 이루려는

통해 창의적 연결을 할 수 있게 된다. 점차 사회

비전(꿈)이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고 있을 수 있는데다 타인의 비전에 대해서도 충
분히 경청하고 이해해주며 그 사람이 그걸 능히

창의적 연결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협력이다. 구

달성할 수 있다고 그의 능력도 믿어주는 사람이

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 거래(창의적

있다. 아마도 ‘최선’의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지 싶

연결)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이상적인 부모님과 선생님은 어떤 사람일까?

갖추었더라도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그들을 ‘자신’의 위치에 놓고 타인(학생)을 어떻

창출할 수 없다. 협력을 일으키기 위해선 세상을

게 대우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아마도 1번이나 2

향해 먼저 손을 뻗어(=거래의 제안)야 한다. 어

번 같은 분이 많을 것이다. 비록 능력이 부족하여

린이 잡지(월간지) 사례에서 필자가 책을 서로

그들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거나 꿈은 작고

바꿔보기를 제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능력은 대수롭지 않았지만 늘 당신의 얘기를 귀

상상해보라. 어린이 잡지를 보는 아이들은 극소수

담아 듣고 ‘너는 특별해’ 라고 격려해주는 것이다.

에 불과했을 것이고, 그 아이들도 자신이 소유한
잡지만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4번 경우처럼 스스로 비전과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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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하려는

출할 수 있음을 ABLE 교육으로 배우고 익혀야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는 그의 여러 형편과 처지,

한다. 공정한 창조적 환경만 조성된다면, 빼어난

학벌 등을 생각하면서 ‘네까짓 게’ 라고 무시하는

천재 또는 모험적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사람

꿈도 없고 능력도 키울 생각이 없으면서 타인의

들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만 하면 괜찮아”

꿈과 능력까지 비하하고 물귀신처럼 사회를 좀먹

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면 살만한 세상, 평화로운

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헬조선, 노력충은 이런 사

세상이 된다. 가치 창출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람들이 많아져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외부에 손을 뻗어 나가면
풍족한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비전을 세우고 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혼자만 잘

4차 산업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인공지능과 기

먹고 잘 살겠다는 꿈은 치졸하다. 최소한 4, 5, 6

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

번 같은 삶이 아니라 1, 2, 3번 같은 삶을 살 수

니다. 고속도로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있도록 도움을 줘야하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부

는 하이패스는 요금수납원의 연간 일자리 612개

모와 선생은 자녀와 학생들에게 믿음의 근거를

를 없애버렸다. 은행에 ATM기가 보급되자 은행

심어줘야 한다. ‘세상은 살만하다’, ‘나도 할 수 있

의 점포당 평균 행원 수는 20명에서 13명으로 줄

어’, ‘나도 반드시 잘 될 거야’라는 믿음이 바로

어들었다. 앞으로 이러한 대체 현상은 산업계 전

그것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니 그들이 수월

반에 걸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줄어드는 일자

한 삶을 살도록 자부심(sense of pride)을 심어줘

리는 이미 우리 앞에 가시화 되었다. 로봇, 인공

야 한다. 자기애, 자긍심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

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할 세대들에게 기계가 절

기효능감(self-efficacy)을 강화하여 실천(practice)

대 갖지 못할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키고 기계가

의 길로 나서게 한다. 여기에 교육의 역할이 있다.

창출하지 못하는 가치(Value)를 창출하는 고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ABLE

지금까지 살펴본 ‘창의적 연결을 통한 가치창출’에

교육을 통해 행복교육을 실천 할 수 있다.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믿음→신뢰(인성·역량)+창의→협력(연결)→가치
학습자들에게 이타적·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기에 그렇게 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효과가 없
다.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신뢰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알아서 협력을 하
며 좋은 인성의 길로 들어선다. 역량과 환경에 맞
게 창의성을 개발하면 된다. 그리고 믿음을 바탕
으로 세상을 향해 손을 뻗어 가치를 창출한다.
Ⅴ. ABLE 교육효과
<그림 4 – 21세기 인재>
주위 누군가는 은 스푼을 물고 태어나고 누군가
는 개천에서 태어난다. 각자 타고난 환경이 다른
거야 어쩌겠는가. 창의적 연결을 통해 가치를 창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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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4
자신 마음속에서 행복의 옹달샘을 찾아라

김용기 | (사) 충효예 실천운동본부, 교육원 교수부장
Ÿ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학 석사
Ÿ
Ÿ
Ÿ
Ÿ

前
前
前
前

한국교육개발원(EBS) 방송 연구회 방송 심의위원
부천대학교 교양학과 전임
제물포 고교 교감
서울 YMCA 좋은방송 노인의 모임 부회장

Ÿ 現 (사)충효예실천국민운동본부 교육원 교수부장
Ÿ 現 서울시 전문자원봉사자센터 단장
Ÿ 우수 노인 자원봉사자 표창 우수상
Ÿ 지역사회 변화운동 사례 발표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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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마음속에서 행복의 옹달샘을 찾아라
김용기 | (사)충효예 실천운동본부 교육원 교수부장

A.

들어가는 말(서론)

광의로 해석해 보면, 사람 뿐 만 아니라 여러 생
물에서도 이와 상응하는 상태나 행동, 과정이 있

옹달샘은 물을 찾는 이 에게 아무 때나 퍼 마실

을 수도 있다.

수 있도록 쉼 없이 솟아오르고 있다. 지나가는 모
든 이에게 자유롭게 사랑 받으려 애쓰지도 않고

생물들의 느끼는 행복감에는 만족감이 첫째 요소

언제나 그 자리 항상 그렇게 쉼 없이 흐른다.

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인간의 경우에

사람들은 모른다. 옹달샘의 진정한 가치를, 그러

는 만족감 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행복감에 영향

나 목 마른이 에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존재임

을 미치기도 한다.

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서 알게 된다.
행복의 인간 심리는 '만족' '기쁨' '즐거움', '재미',
이처럼 행복은 목마른 자가 시원한 옹달샘 물을

'웃음', '평온 보다 더 높은 단계‘를 기준으로 삼기

한 모금 마신 후에 느끼는 순간처럼 전광석화(電

때문에,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光石火)가 지난듯한 찰라(刹那)적 느낌의 실체가

다. 또한, 행복 도를 수치화(또는 정량화)시키는

곧 행복감이라는 것이다.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찾고 있는 행복
이란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샘물임에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지

도 그 진실을 잊고 남의 탓으로만 돌려 마음고생

못하여 초 긴장감에 싸인 사람이나 자신을 스스

을 서슴없이 하며 지내고 있는 것이다.

로 괴롭힌다던지 괴로워하는 사람 편에서 보는
행복은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내안에 있는 옹달샘을 찾아가 보자.

인간

적 권리인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은 존재할 수
없다.

- 행복(幸福)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意味)
이 행복추구권은,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부당
행복(幸福, 영어: happiness)은 자신이 원하는 욕

하게 침투하지 않는 한, 제약을 받는 일이 없다.

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

이는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

는 상태, 즉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거나

하든 간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도록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주의를 기우려야한다는 강제 규정이다.

심리적인 현상 및 이성적 경지를 의미한다. (위키
리

백과사전 정의)

지구상 모든 나라에서 전형적으로, GDP나 GNP
등의 지표가 국가 경제면의 윤택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상태는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규정될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수치가 높은 국가

수 있으며 행복은 철학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가 낮은 국가에 비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엄밀하며 금욕적인 삶을 행복으로 보기도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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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의하면 GDP 15,000 달러 이상의 국가의

어리석은 자랑을 나보다 더 좋아해준 부모님이나

경우, 한 국가의 평균 소득과 그 나라 국민의 평

나의 행복에 시기가 아닌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

균 행복감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는 한

들 역시 나의 행복감을 나눠가질 수 있었던 친구

다.

와 주변 사람들의 존재가 바로 행복 가소성의 조
건이다.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가 전통적인 의미의 관점이
아닌, 공급이 얼마나 많은가를 따지는 잣대에 지

호주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477명을 10년간

나지 않는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교우관계가 가장 좋은 492명은추적 조사한 결과,
하위 492명에 비해 22%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

B. 본질론 적 입장에서 보는 행복

가 보여주듯. 대화할 상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즉 친구가 있으면 두뇌활동과 면역체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볼 때 마다 “행복한 순간

계가 더욱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행복의 알토핀

이 좀 더 오래 계속되었으면” 하지만 계속 해서

이 흐른다는 것이다.

같은 행복의 순간은 반복될 수 없다. 방금 일어났
던 행복감도 시간 흐름 뒤엔 다른 형태로 변해있

나). 나만이 간직한 유일한 추억

음을 곧장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 그
래서 행복감도 한계 효용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구조가 뒤를 돌아

수 있다.

보는 이들을 무능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자기 자신이 몹시 힘들었던 순간 또는 불행했던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의 과거를 회상하고 그것

순간을 떠올려 보면, 불행 뒤에 찾아오는 잔잔한

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것 보다 싫

행복의 순간이 있는데 이는 어느 틈엔가 상대적

어한다.

인 행복감을 맛보게 해주는 찰나 적 순간의 느낌

그런데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 보여준 씬은 과거

이다.

의 섬세한 묘사를 통해 관객들이 추억을 불러오
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따라서 행복은 찰나적 순간에 느껴지는 마음(心)
으로 동적이며 형체가 없이 존재하는 순간적 포

이 영화가 보여준 잔잔한 감동은 앞만 보며 달려

만감(飽滿感), 그러므로 행복한 순간을 찾는다는

온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삶의 주인공이 될 수

것을

있으며 과거의 행복이 비록 그것이 미래와 관계

일컬어 幸福(행복)이라 정의하는 것이다.

가 없을지라도 삶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 사람들 틈 속에서의 나의존재 (정체성)

행복 가소성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회사조직 속에서 일하며 생활해온 회사원이 퇴직

행복의 가소성을 위한 추억으로 이 영화가 이야

이후 며칠 동안 소속감이 없어져 버림으로서 온

기하는 사랑의 추억 뿐 아니라

허탈감과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

로 하는 모든 추억이 가능하다.

한 조직의 소속감을 가지는 것만으론 행복이 보

<서울대 최인철 교수는 그의 책 ‘프레임’에서 ‘소

장되진 않는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회사는

유’ 자체를 목적으로 물건을 샀던 이들보다 콘서

함께 일했던 사람 수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가 서

트 티켓이나 스키 여행 같은 ‘경험’을 목적으로

로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준 따뜻한 사람집단 즉

구매했던 그룹이 더 행복을 느꼈음을 밝혀낸 결

이들의 그릅(Social Group) 이어야 한다는 것이

과물도 있다.< 참고(최인철, 프레임)

‘경험’을 목적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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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삶은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의 숫자

원을 내세에서 추구하는 사상은, 빈번히 당시의

합이 아니라 행복하고 떨리고 특별했던 순간의

권력자에 의해 이용되어왔고, 이런 식의 혼란은

합인

of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러 근대화된 종교들 가

breaths you take, it’s the moments that take

운데에서도 피폐(疲弊)로 떠오르고, 현대 신흥 종

you breath away, 영화 Mr. Hitch)

교 또는 컬트 집단의 착취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

것이다.

(Life

is

not

the

amount

로 까지 확산되는 일까지도 흔히 보여준다.
다).

종교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행복감

따라서 종교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다
라는 구호는 허상일 뿐이며 다만 순간적 위로(慰

태초에 인간은 굶주린 상태에서 배부른 상태를

勞)로 받아드림이 옳다 하겠다.

원해 왔으며, 비바람을 뒤집어쓰며 추위에 떠는
상태에서 견고한 지붕과 벽이 있는 집과 의복을

라). 행복감은 특화된 자기 즉 남과의 차별성에서

추구해 오고 있는데, 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찾는다.< I am not one of them. >

생활문화 이다.
선택에

의한

다름(difference)은

바로

독특함

한편으로 행복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정신적인

(uniqueness)을 말한다.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남

면에서도 일정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

들과 내가 다르다는 독특함의 느낌은 행복감을

어 볼 때, 아무리 발버둥 쳐본들 만족되지 않는

부른다.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면을 추구하는 편이
났다는 것이다.

며칠 밤을 샌 후, 출시된 아이폰을 구매하는 소비
자가 비록 멍청해 보일지라도 그 소비자 당사자

예를 들면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손실

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표정처럼 보이

이지만, 종교를 통해서 사후(死後)의 개념을 정립

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키고, 이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일정부분
해소시켜주는 기능을 해왔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승리감을 맛보려 어떤 사람이

불교에서의 정토나 극락. 기독교의 천국, 등 일종

어릴 쩍 부터 동경해온 직업을 찾아, 자신의 적성

의 구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죽음을 여

을 무시하고 그 분야에로 매진하였지만, 결과적으

느 ‘손실’에서부터 앞날의 ‘희망’으로 승화시켜 주

로 도중에 좌절하고 말았을 경우, 본인에게는 대

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단한 손실이며 불행이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또는 토테미즘 같은 초기 원

설령 그 과정의 도중에서, 아직 되돌릴 수 있을

시종교에서 보여주었던 자연과 인간, 또는 인간과

여지가 있는 단계에서의 성공은, 그 순간에는 ‘행

신비(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초자연적 현상)와의

복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과적

관계를 맺는 양식으로, 그 현상을 의인화 시킨

으로 ‘드디어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

‘정령(精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이를 모시거나

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그 사

환대하는 등의 행위양식 으로 발전하게 되고, 보

람에게 과연 정말로 행복한 것인지 아닌지는, 그

다 근대화되면서, 현인(賢人) 신(神)이나 신격과

뒤로 긴 시간을 거치기 전까지는, 단순하게 판별

같은 ‘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를 내세우는 것으로,

할 수 없는 복잡성이 있다.

종교는 자신을 조직화시키는 변화를 거듭해 해나
가고 있는 것이다.

수 많은 기업이 내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느끼
는 행복을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즉시 답(答)이 돌아오지 않는 현세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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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앤아웃(In N Out Burger)은 주문 후 요리를 시

(사) 충효예 실천운동본부, 교육원 교수부장 김 용 기

작하는 정책으로 최소 10분 이상 기다려야하는

명가가 되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재료를 원하는 소비
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봉사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배우 차인
표씨는 처음엔 남에게 주기 위해 시작한 봉사가

아베크롬비(Abercrombie and Fitch) 와 홀리스터

이제는 자신이 더 많은 행복을 받고 있다고 말한

(Hollister)는 특정 계층만 들어 올수 있게 시끄

다.

러운 음악을 항상 틀어놓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
을 일컬어서 적대 브랜드 정책이라 부른다.(참고

진정으로 만족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위대하다고

; 문영미, 디퍼런트)

믿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

기업뿐 아니라 신혼부부들은 남들이 가지 않은

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장소나 새로 생긴 리조트를 고집하는 경향이 많

(Steve Jobs)

-스티브 잡스

은데 이것 역시 ‘다름’이 주는 행복감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은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나는 평일 오후 반바지를 입고 자신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라고 스스로 믿고 또 그

회사 1층 커피숍에서 책을 한번 보길 권해본다.

것을 사랑할 때 그것이 위대한 일이 됨을 말한다.

당신은 바지 사이로 들어오는 행복의 바람을 느

이처럼 행복은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또는 우리

낄 수 있는데 이는 곧

가 하는 일에 스스로 참된 가치를 부여할 때 온

‘다름’의 독특함 때문이다.

다. 이 동기부여가 곧 심천 옹달샘이다
마). 창조적인 일 하기,
바로 이 원천인 행복 옹달샘은 내 몸밖에 있는
좀 더 주목 받는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공적

것이 아니라 내 몸속 깊은 곳에 자리한 마음 샘

인 삶을 꿈꾸려는 사람들이 많다.

(心泉)에서 풍부하게 용솟음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과 반대되는 반복적인 일이나 주목 받지 않
은 삶에선 행복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

미국 듀크대 의대 정신과 연구팀이 1960년대 중

는 사람들도 있다.

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 입학한 6,958명을 대상
으로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실시한 뒤 2006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에 ‘가치’를 부여하

년까지 40여 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가장 긍정적

며 사는 사람은 ‘보람’이라는 행복을 느낄 수 있

인 태도를 지닌 2,319명은 가장 부정적인 2,319

다.

명에 비해 평균수명이 42% 더 길었다는 통계를
산출했는데. 이 표본조사가 보여준 의미는 창조적

매일 같은 일만을 반복하고 있는 우편 스탬프를

이고 주목받는 일을 쫓는 긍정적인 사람에게서

찍는 우편부 에게 “매일 편지에 같은 도장을 찍는

남들과 내가 다르다는 독특함의 느낌이 행복감을

것이 지겹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그는

더욱 부추긴다는 얘기다.

“아니오, 매일 도장의 날짜가 다른걸요?”라며 신
나게 일을 했다고 한다.

요즘 흔히 긍정 마인드라 불리우는 동기부여 도
구들도 결국에는 자신의 심천 옹달샘에서 자연스

만남의 광장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여정님씨는

럽게 울어 나오게 외부적 자극을 자초하는 뜻이

모두가 싫어하는 남자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만

기도 하다.

들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가장 깨끗하게
만들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조관일, 1인 혁

바). 음식,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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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느끼는 행복감.
즉, 장시간 보통 행복했던 경험 (경험자아)보단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를 구

단기간 강렬한 기쁨을 주었던 기간을 선호하는

성하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

(기억자아) 편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게 한다. 여기에 음악은 자신의 정신을 움직이

그의 ‘경험자아’는 이 글 주제인 ‘행복의 가소성’

는 가이드와 같다.

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되어 진다.

한 가지 오해 스러운 것은 아름다운 여성을 소유

편향이란 표현까지 쓰는 걸 보면 경험자아가 행

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복을 위한 필수 조건처럼 들리지만 실제 이 책에

주변의 아름다운 이성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을

서 그는 경험자아는 반쪽 행복에 불과하다고 주

사랑하는 인간 본성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기

장한다.

때문이다.
개인은 기억자아에 더 큰 동질감을 갖고, 그 이야
행복론을 정리해 보니 지금까지 내가 행복했던

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본능인데 이런 인간의 기

순간, 그리고 더 행복하기 위해 추구한 것들은 위

초적인

의 6가지와 크게 무관하지 않았다.

행복 이론은 지속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망을

무시하는(경험자아만

강조하는)

지금부터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
리고 진정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

이처럼 그가 바라본 행복론은 기억 자아와 경험

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자아 모두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Posts Tagged ‘행복론’ 행복 하세요? (행복

세계 건강 전문가 알라나 샤이크(Alanna Shaikh)

에 대한 담론)

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무서운 병마가 왔음에도 그녀의 가족을 행복하게

C.

행복 옹달샘 <기본인성의 틀(品格)>

할 수 있던 것은 병마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인
‘아버지의 착한 본성’ 때문이었다.
그녀의 강의에서 나는 나라는 자아(自我)를

1

인간의 기본인성(人間性) 파악

멋

있게 포장하기 위해 내가 아닌 것들에 너무 많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마음의 세계를 이해

시간을 낭비했으며 정작 ‘나(自我)라는 변하지 않

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사람 마음에서부

는 것’엔 무관심했음을 알았다.

터 시작되어 나온다. 따라서 행복도 불행도 자신

나는 나의 능력 밖에 일에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의 마음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하늘이 나에게 준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미워하기도 하는 것은

것이다.

자신의 마음 샘(泉)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고, 마음 샘인 옹달샘(擁達泉)을 진짜로

그리고 이제 가장 하기 어려운 ‘좋은 사람이 되

이해하지 않고는 세상 살아나가기가 여간 어렵다

기’를 하려고 한다. 먼 훗날 고집스런 영감, 똑똑

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

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슴에 따뜻하
게 기억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기본인성의 틀(品格)

위대한 책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저자 대니얼 카

인(仁) -惻隱之心,

너먼은 그의 저서에서 인간은 2개의 자아인 ‘경험

-辭讓之心,

자아’와 ‘기억자아’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自己自信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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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義) -羞惡之心,

예(禮)

지(智) -是非之心. 그리고 신(信)
이와 같이 사원덕(四元德)을 포함

(사) 충효예 실천운동본부, 교육원 교수부장 김 용 기

한 오상(五常)이 가진 깊은 이해와 명확한 해석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는 것처럼

을 하고 각각 주석에 따른 특징을 알았을 때라야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 곁은 주위에 사람이 붙

행복감에 도취할 수 있다고 볼 때 비로서 긍정적

질 않는다. 이유인 즉슨 비판적인 사람은 그 마음

수용이 가능해진다.

이 차갑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리 분별력은 가
지고 살아야 한다.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몸보다는 마음 즉 정
신을 더욱 잘 쓰는 사람들이다. 마음을 잘 쓰면

우리 인생에서 분별력은 아주 중요하다. 분별력의

복을 받고 마음을 잘못 쓰면 화가 임한다. 마음을

실체는 각자의 생활훈련과정에서 쌓여진 나름대

경영하는 것이 자신을 경영하는 것이고, 마음을

로 지닌 지혜이다. 삶의 선택이나 결단할 순간에

다스리는 것이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다.

치라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냉철한 머리로 분별할 줄 알아
야 하며, 마음은 항상 본래적인 인(仁)의 따뜻함

기본인성인

사원덕(四元悳)에

기초해서 인간의

이 존재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은 움직인다. 각각의 달라짐의 마음 형태는
주체인 사람의 정체성에서 샘솟듯이 흘러나온 정

속담에 이르는 머리가 뜨거우면 분별력을 상실하

신이 만들어낸 형상이다.

게 된다고 하는데, 분별은 차가운 머리로 해야 하
지만 사람을 품는 것은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하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는 것이 철칙이다.

새롭게 하는 것이며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마다 마음을 잘 다스

2 행복한 삶의 요소 검토

려야 한다.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
다.

세간(世間)에는 행복(幸福)한 삶의 조건을 아래

또한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와 같이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 요소만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마음을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차가
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든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해 본다.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가장 쉽지만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요소가

온도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마음이 차가

의 평화(平和)다. 마음의 평화(平和) 없이는 다른

워질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사악해진다. 마음이

어떤 무엇도 중요(重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워질 때 사랑이 식는다.

사람은 우선적으로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안착

긍휼(矜恤)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너무 쉽게

(安着)시키기 위해서 항상(恒常) 노력하려들지만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되면서 마음은 점점 더 차

정말 어려운 일이다.

마음

가워지고 결국엔 우주의 약한 기운에 빨려 들고
만다는 것이다.

당신은 항상(恒常) 마음의 평화(平和)를 위해 얼
마나 즐기면서 주어진 시간(時間)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다. 따뜻한 사람은

지 평가(評價)해봐라. 마음의 평화(平和)와 긍정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며, 친절한 마음씨로

적(肯定的)인 생각은 최고(最高)의 성취(成就)와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 준다. 자연의 만물

친구(親舊)나 가족(家族), 사업(事業)을 하는 사

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따뜻한 기운 속에

람들과의 관계(關係)에서도 행복(幸福)한 삶이되

서 새로움이 솟아나 오도록 해주는 것이다.

기 위해서도 필수적(必須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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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4 자신 마음속에서 행복의 옹달샘을 찾아라

두 번째 요소(要素)는 건강(健康)과 에너지이다.

다는 목표로 행복한 삶의 요소로 보는 경우도 있

마음의 평화(平和)처럼 평범(平凡)하고 자연(自

다.

然)스러운 정신상태(精神狀態), 건강(健康)과 에
너지는 당신의 정상적(正常的)이고 자연(自然)스

정리해본다면 주체자인 자신의 성취(成就)적 감

러운 신체적(身體的) 상태(狀態)를 만든다.

각(感覺)기능이 필수적임으로 그것은 인간(人間)

겅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의 진리

으로서 완전(完全)한 잠재력(潛在力)의 실현(實

를 옹달샘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現)이다. 당신의 행복(幸福)한 삶 자체를 결정 지
워주는 중요 요소가 된다. 자기(自己) 계발(啓發)

세 번째 요소(要素)인 사랑하는 관계(關係)를 말

과 당신이 성취(成就)하고 싶었던 것들을 달성

해보자.

(達成) 시켜주는 시작(始作)단초 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실로 사랑하고 진정 걱정하고 있는 사
람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

당신의 상상력(想像力)이란 생각을 가지고 자신

과의 관계(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의 삶이라는 캔버스에 걸작(傑作)을 그려 내듯이

그것들은 당신이 정말로 사람답게 행동(行動)하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행복(幸福)해지는지에 대

도록 해주는 요소이다. 인생(人生)에서 행복(幸

한 결정(決定)은 오직 자신만이 해낼 수 있기 때

福)과 불행(不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關係)

문이다.

에서 오고 당신을 진정(眞正)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關係)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마음이 곱고 심성이 착해서 남을 배려하고 아낌

요소가 바로 ‘사랑‘이다.

없이 베풀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보여 지는 인간

인성의 기본인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의 관상은 은은하게 또 편안하게 변한다고 한다.

신(信)이

그래서 선하게 살면 해맑은 얼굴로 꽃피고 세상

거부 없이 상호통용(相互通容)시키는

에너지가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

을 불편하게 살면 어두운 얼굴로 그늘이 지게 마
련이다. 이것은 곧 마음의 거울이 바로 얼굴이기

이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악(惡)의 근

때문이다.

원(根源)이 돈(錢)이 아니라 돈의 부족(不足)에
서 오는 허탈감이다. 당신이 스스로 경제적(經濟

자신의 신체인 몸을 건강히 유지한다는 것은 나

的)자유(自由)를 달성(達成)하였다는 것은 인생

무와 구름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

(人生)에서 가장 중요(重要)한 목표(目標)와 당

의 표시로 보는 것이다.

신이 평소 지향하며 살아왔던 인생(人生)에 대한

또한 기쁨이 미소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임(責任)중의 하나를 달성했다는 표시이다. 이

미소가 기쁨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것을 운(運)에 맡기고 자만심(自慢心)에 빠져서

사람들은 고통을 떨쳐버리려 고생한다. 그러나 미

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선 익숙해진 고통
을 오히려 택하게 된다고 본다.

이를 두고 혹자는 경제적(經濟的) 자유(自由)의
지라 말하는데, 경제적(經濟的)으로 자유(自由)로

행복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고 여러 모습으로

워 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충분(充

다가오지만 네모라는 행복을 꿈꾸는 당신에게 방

分)한 돈을 가지고 있어서 돈에 대해 지속적(持

금 곁에 다가온 동그란 행복의 미소가 보이지 않

續的)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意

을 수도 있다. 당신이 진정 삶에 힘을 내고 싶다

味)하는 것이며 당신이 충분(充分)한 돈을 모으

면 우선 자신 마음속에 숨어있는 행복의 옹달샘

기 전에는 당신이 정말로 자유(自由)로워질 수

(心泉) 부터 찾아야 한다.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성취감(成就感)을 충족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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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충효예 실천운동본부, 교육원 교수부장 김 용 기

당신이 쉽게 화를 잘 낸다면 당신 안에 있는 분

알고 있으면서도 자연/지구 훼손, 파괴의 길을 버

노의 씨앗에 여러 해를 거듭하며 물을 주었기 때

젓이 저지르고 있는 우매한 세상 사람들(現代人)

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당신이 분노

이다.

의 씨앗에 물주는 것을 허용하거나 심지어는 부
추기기까지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벌어놓은 재산은 그저 쌓아놓기만 했지 정작 써
보지도 못하고 자식 재산 싸움으로 갈라서게 만

인간의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

드는 이상한 부모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과 같다. 우리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을

사람들의 세상(現代人).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볼때. 자신이 스스로
분노를 켜면 자신은 분노에 시달리고, 평화와 기

끝없이 으르렁 거리며 저 잘났다고 뻐기면서 이

쁨을 옹달샘에서 찾으면 우리듣 자신은 평화와

웃 나라들과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미련하

기쁨의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고 불쌍한 세계 사람들(現代人)을 볼 때면 바로
자신들 앞에 있는 幸福의 오아시스를 찾지 못함

끝으로 정리한다면 가치(價値)있는 목표(目標)와

에서 빚어지는 일이라 하겠다.

이상(理想)을 가지는 것이다. 'Man's Search for
Meaning'의 저자(著者) Dr.Viktor E.Frankl'에 따

행복(幸福)한 삶의 다섯 번째 요소(要素)는 자기

르면 당신의 깊은 의식(意識)의 흐름에서 삶의

(自己) 지식(智識)과 자기(自己)인식(認識)이다

의미(意味)와 목적(目的)을 필요(必要)로 한다고

모든 역사(歷史)를 통해보면 자신(自身)에 대한

지적하고 있다.

지식(智識)은 긍정적(肯定的)인사고(思考)와 외
부(外部) 성과(成果)와 함께 자신(自身)의 내면

진정(眞正)으로 행복(幸福)해지려면 당신은 삶의

(內面)의 행복(幸福)과 손을 잡고 있다.

방향(方向)에 대한 명확(明確)한 의식(意識)이

수행(遂行)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

필요(必要)하고

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당신이 목적(目的)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긍정적(肯定的)인 사고(思考)가 필요

가장 잘

대하여 알아야 한다.

(必要)하다. 당신은 무언가 더 크고 자기(自己)
자신(自身)보다 더 중요(重要)한 것을 위한 헌신

행복(幸福)한 삶을 위한 여섯 번째 요소(要素)는

(獻身)이 필요(必要)하다. 당신은 세상(世上)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環境)에서 찾아본다.

가치(價値)있게 기여(寄與)하는 삶의 기준(基準)
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必要)가 있다.

하버드대 공중 보건대 연구팀이 보스턴의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거주자들의 사망률을 조사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결과, 부촌(富村) 거주자의 사망률이 39% 나 더

자신 곁에 있는 幸福의 옹달샘(오아시스)이 주변

낮았다.

을 둘러보면 지천인데 자신들은 여전히 사막에서

영국 글라스고의 가난한 지역 거주자들은 기대수

물을 찾듯 "물...물...물..."을 외치며 헤매고 있다.

명이 54세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현대인들의 자가당착(自家撞着)된 모습 몇 가지

주변 환경이 나쁘면 노화의 징후도 빨리 온다. 워

를 거론하면서 행복의 오아시스(옹달샘)를 찾아

싱턴 의대 마리오 슈트먼 박사팀이 세인트루이스

가는 노력을 함께 해 보자

지역에 거주하는 563명을 조사한 결과, 소음과
대기오염이 적은 지역 거주자들은 주거환경이 나

지구상에서 함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

쁜 지역 사람들보다. 하반신 기능장애가 올 확률

람들은 결국 서로가 파멸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이 67.5%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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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 수
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과의 친밀한 관계는

치를 낮춰 면역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심장병 등

수명을 연장한다.

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울산대의대 예방의학 교실 강영호 교수팀이 1998
년부터 6년간 30세 이상 성인 5437명을 대상으

또한 미국 정부의 의뢰를 받은 존 홉킨스대학 연

로 조사한 결과,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사망률

구팀이 1980년부터 9년간 8개 핵 잠수함 기지

이 6배 높았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 2만 7872명과 일반 조
선소 근로자 3만251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핵

미국 시카고대학 노화센터 린다 웨이트 박사가

기지 근로자들의 전체 사망률이 24% 더 낮았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심장병
을 앓고 있는 기혼 남성은 건강한 심장을 가진

백혈병 등 각종 암과 순환기, 호흡기계 질환에 의

독신남성보다 4년 정도 더 오래 살았다.

한 사망률도 마찬가지로 낮았다.
방사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추적

아내와 함께 사는 남성은 매일 한 갑 이상 담배

조사도 결과는 같았다.

를 피워도 비(非)흡연 이혼 남성만큼 오래 산다
는 연구도 있다.

적은 양의 방사선과 같은 적절한 외부 자극은
인체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장수에 도움이 된다.

이 밖에 친구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
호주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477명을 10년간

위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들을 종

교우관계가 가장 좋은 492명은추적 조사한 결과,

합해 보면 한마디로 자신이 처한 환경위치가 어

하위 492명에 비해 22% 더 오래 살았다.

딘가에 따라 마음의 안정과 평화 행복의 옹달샘
의 측정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화할 상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두뇌활동과 면역체계가 활성화된다.

따라서 행복(幸福)은 “이상적(理想的)인 가치(價
値)의 점진적(漸進的) 실현(實現)"으로 정의(定

미국 듀크대 의대 정신과 연구팀이 1960년대 중

議)된다. 당신에게 진정(眞情)으로 중요(重要)한

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 입학한 6958명을 대상

것을 향(向)해서 단계적(段階的)으로 차근차근

으로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실시한 뒤 2006

나아갈 때, 행복(幸福)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년까지 40여 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가장 긍정적

바로 그 곳에 행복의 샘인 옹달샘이 존재한다.

인 태도를 지닌 2319명은 가장 부정적인 2319명
에 비해 평균수명이 42% 더 길었다.

D.

마지막 정리

긍정적인 사람은 청력(聽力) 소실과 같은 노인성

우리 몸에 힘이 있듯이 마음에도 힘이 있다. 우리

질환 발병률도 낮았다.

몸은 음식으로 힘을 얻지만 마음은 생각으로 힘
을 얻는다. 좋은 생각은 마음의 힘이 된다

예일대의대 베카 레비 교수가 뉴헤이븐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 546명의 청력을 36개

사랑, 희망, 기쁨, 감사, 열정, 용기, 지혜, 정직,

월 주기로 검사한 결과,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용서는 마음을 풍성하고 건강하게 한다.

받아들이는 노인들은 부정적인 그룹에 비해 청력
손실도가 11.6% 낮게 나왔다.

하지만, 어두운 미움, 거짓, 불평, 의심, 염려, 갈
등, 후회는 마음을 약하게 하고 황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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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과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자유가 중요하듯이 남의 자유도 똑같이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존중해 주는 사람.‘

위해 노력하는 나날의 삶 속에서 행복이 솟아난
다는 사실을 플라톤은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존 러스킨‘은
"마음의 힘에서 아름다움이 태어나고, 사랑에서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리려는 행복은 옹달샘의

연민이 태어난다"고 했으며,

물이 마르지 않는 것 처럼

스피노자는

는 황홀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이 거듭 반복되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으로

고 있는 상황이 곧 우리들의 삶이 된다.

오래도록 누릴 수 있

부터 생긴다"라고 했다.
행복을 오래 누리는 방법은 간단히 말해 전철의
그렇기 때문에 항시 자신은 우리 마음의 좋은 생

레일처럼 또는 숲속 나무들처럼 적당한 거리를

각이 우리를 아름답게 할 뿐더러 삶을 평화롭게

두고 이웃 사람들과 절친하게 유대하며 살아가는

해주는 모든 원천이 되는 행복의 옹달샘을 찾으

것이다.

라는 것이다.
광야에 널려진 숲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은 때맞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다섯 가지 조건을 통해

춰 솟아오르는 태양(해)를 잠깐 한 순간만 바라

행복옹달샘을 찾아본다.

보고는 사라지지만 인간들이 맞이하는 매일매일
은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또 다른 내일을 향해서 눈뜨고 맞이하는 행

복감인 것이다.

듯한 재산
달리는 전철의 레일처럼 잘 통한다 하여 마음 부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딛치려 정신없이 다가서지는 말아야 한다.
일정 거리를 두고 인간관계가 유지되도록 한 통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

속에 섞이지는 말아야 한다.

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우주세계에도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궤도를 따라
넷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존경과 설렘이 가득하도록 동서남북(東西南北)의

질 정도의 체력

사방(四方)은 거리가 짧던, 길던, 또는 항시 같던
우리의 마음도 멀든 가깝든 내 마음만은 사시사

다섯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

철 푸른 솔밭 숲

처럼 한결같은 옹달샘이어야

는 말솜씨가 그것이다.

한다.

따지고 보면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사람도 가장 명예로운 자연의 한 부분임을 배우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니

고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품는 알

고 항상 덜 채워진 부족함과 조금은 덜 훈련된

처럼 마음의 부화를 먼저 깨우쳐야 한다.

과정에서 행복을 찾으려했음을 쉽게 알아낼 수

사람의 손길이 타는 연약한 동물들이 다치게 하

있다.

거나 쉽게 생명을 잃어버리듯이 사람 역시 사람
으로 인해 쉽게 다칠 수 있다.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인간 관계망 속에 존재하는 상호간격 거리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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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깨우치지 못하고 다만 내 눈 앞에 보이는
것들만의 아쉬움을 서로가 오래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을 것이다.
서로의 감정이 기쁨 충만한 신뢰감에 자신 스스
로 가슴 흠씬 젖어 작은 부분을 크게 지켜내는
행복을 만들어 낸다면 이는 제대로 행복의 옹달
샘을 찾은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제인가 그런 마음들로 싹
틔이고 봄처럼 따뜻하게 각자들 마음속에 머물
수 있다면 인류의 행복은 모든 이들의 충만한 행
복 옹달샘 속에서 흠씬

짙게 머물면서 끊임없이

묻어나올 것이다.
잠시만 눈을 돌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 세계 인
류가

자각(自覺)명상(冥想)에

젖어들어 본다면

너 나 없이 자신들의 품 속에 숨겨가지고 있는
행복의 옹달샘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
면서 행복감에 빠질 것이다.

314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위즈덤교육포럼 2018 학술세미나

특별기고 15
생명경외와 행복

전세일 | CHA의과대학 통합의학대학원 석좌교수
Ÿ
Ÿ
Ÿ
Ÿ
Ÿ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연세의대 재활병원 원장
차 바이오 메디컬센터 원장
CHA 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원장
한국 대체의학회 회장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

서재필 기념 사업회 부이사장
국제 생명정보 학회(ISLIS) 부회장
세계 자연치유의학연맹 총재
한국 통합의학 학회 회장
한국 암보완대체의학회 회장
한국통합의학진흥연구원 이사장
한국 휘트니스 협회 회장
한국통합물리학회 회장
한국 물심학회 회장
한국 싸나톨로지협회 회장
전일 의료재단 병원장

Ÿ 한방으로 갈까, 양방으로 갈까, 제대로 건강법, 내 몸이 의사다
침술의학,보완대체의학의 임상과 실제,그 외 저서 및 역서 40여권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315

특별기고 15 생명경외와 행복

생명경외와 행복
전세일 | CHA의과대학 통합의학대학원 석좌교수

1. 앎이 행복의 바탕

응이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젖을 빨 줄 알
고, 손에 무엇이 닿으면 꽉 쥘 줄을 안다. 태어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야말로 살아가는

후에 차차로 얻어지는 후천적인 ‘앎’에는 두 가지

데 매우 필요한 힘이 된다는 뜻이다. 먹고 먹히는

길이 있다. 하나는 경험하고 배워서 알게 되는 습

자연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득 지식(習得 知識, learned knowing)이요, 또 하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 중에

나는 배우지 않고 그냥 알게 되는 직관 지식(直

는 많이 아는 종(種)일수록 강자로 군림하기 마

觀 知識, intuitive knowing)이다. 이 직관 지식이

련이다. 알아야 할 앎은 무한한데 우리 인간이 알

소위 영감(靈感)이기도 하다.

고 있는 앎은 유한하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모

‘앎’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몸의 부분이 뇌

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말에는 ‘진짜 중

이다.

요한 것’을 ‘알짜, 알맹이, 속 알’이라고 표현하는

environment),

데, 이 “알”에 와 닿는 것이 “알 다”이다. 반대로

environment), 그리고 이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알’에 와 닿지 못하고 ‘모서리’ 나 ‘모’에 와 닿는

상호간의 영향을 조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정자

것이 “모로다”(모르다)이다. 진리에 와 닿는 것이

(coordinator)의 역할을 담당한다. 몸 안에서 발

‘알에 닿는 현상’ 즉 ‘앎’이라는 뜻이다.

생하는 일들의 정보를 몸 안에서 교류시킬 뿐만

‘앎’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배워서 아

아니라 몸의 외부로도 표현하고, 몸 밖에서 생기

는 지식(知識)’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

는 일들의 정보를 안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뇌는

리 의식이 인지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우리 몸

의식(consciousness)이라고

안(내부 환경)에서 생기는 현상과 몸 밖(외부 환

(cognitive function)이, 생명의 영위(榮衛)를 위

경)에서 생기는 현상을 알고(認 <알 인>) 머릿

해서 가장 알맞게 내․외 환경에 적응하도록 내․외

속에 기록(識 <기록할 식>)할 때, 다시 말해서

정보를 조절한다. 뇌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내외 환경을 인식(認識)”할 때 이것을 우리는

받아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앎’이라고 표현한다.

수 있지만, 불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앎’의 상태에 도달하는 데는 선천적인 면과 후천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복잡하고 다양한

적인 면이 있다. 우리의 종이 즉 인종(人種)이 지

소리와 색깔과 빛과 냄새의 무한한 영역 중에서

속적으로 자연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도록 하 기

생명 유지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을 선별

위해, 우리 보다 먼저 살았던 옛 사람들(인류의

적으로 몽땅 걸러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상)의 경험을 통한 지혜를 유전자에 입력하여

뇌의 역할이다. 이러한 몸 안과 몸 밖을 향한 뇌

후손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인간

의 역할이, 몸 안에서의 역할만 주로 하는 다른

들은 무엇을 새로 배우기도 전에 이미 ‘삶’에 필

장기(臟器, organ)들과 구별되는 점이다.

요한 기본적 지혜와 지식을 갖고 태어난다. 이러

동양의학에서는 12 장부(臟腑)를 가장 중요한 장

한 선천적 ‘앎’이 바로 본능이요 생리적인 반사반

기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뇌는 이 안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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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는

몸의

내부

환경(internal

몸 바깥의 외부 환경(external

하는

인지

기능

그래서

CHA의과대학 통합의학대학원 석좌교수 전 세 일

않는다. 뇌는 12개의 장기와 대등한 하나의 장기

Concentric), 포괄적(包括的, comprehensive), 예

가 아니라, 모든 장기와 기능적으로 얽혀있는 특

술적(藝術的,

별한 조절중심(調節中心), coordinating center)이

metaphoric), 직관적(直觀的, intuitive), 상상적

기 때문이다.

(想像的,

artistic),
imaginative),

은유적(隱喩的,
철학적(哲學的,

philosophical), 영적(靈的, spiritual)인 사고를 담
생물체의 진화를 살펴보면, 원시 미생물에서부터

당한다.

현재의 고등 동물에 이르는 과정에서 고등 동물
로 갈수록 특히 뇌가 발달된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뇌 중 에서도 특히 대뇌가 발달하였고, 대뇌
중에서는 전두엽(前頭葉, frontal lobe)이 그리고
전두엽

중에서도

전

전두엽(前

前頭葉,

pre-frontal lobe)이 발달하였다. 이 전 전두엽의
기능은 사람의 자발성, 참을성, 도덕성, 감정 조
절, 복잡한 문제 해결 등을 담당하는 것이다. 우
리의 뇌는 지능이 진화해 온 다양한 층을 포함하
고 있으며,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발달하는 아기
는 동물의 진화해 온 모든 과정을 반복한 후에
출생하게 된다. 아기가 태어날 때 모든 장기 중에
서 뇌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상태에서 출생한다.
예를 들면 갓난아기의 근육은 성인이 되면 무려
40배나 성장하게 되는데 비해, 뇌는 약 5배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좌측 뇌의 기능
의 특징은 첫째로 언어적(言語的, verbal)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의 중추(speech

center)가 왼쪽 뇌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중

풍에 걸린 환자의 경우 왼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는 바른쪽 팔다리가 마비됨과 동시에 말을 못하
게 된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하는 얘기
를 알아듣고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어 소리로
내보내야 말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기능을 하는
전기회로가 망가져서 끊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는 알아는 듣는데 말을 못하게 되고 또
어떤 환자는 말은 할 수는 있는데 알아듣지를 못
하게 된다.

이런 환자는 그냥 말로 “왼쪽 팔을

들어 보세요” 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명령을 따라 하지 못하지마는 의사가

밖에 성장하지 않는다.

자기의 왼팔을 들면서 “이렇게 들어 보세요” 하면
사고(思考, thinking)는 뇌의 기능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뇌의 사고기능에는

환자는 그것을 보고 팔을 번쩍 들곤 한다.

왼쪽

뇌는 영상(映像)에 의한 감지(感知)보다는 언어

편측성(片側性, lateralization)이 있는데 좌측뇌와

를 통한 감지에 더 예민하다는 말이다.

우측뇌가 서로 다른 사고를 주관한다는 것이다.

왼쪽뇌의 두 번째 기능은 직선적(直線的, linear)

1970년대에

뇌량(腦梁,

이라는 것이다. 낱개(個個)를 주로 감지하는 기능

corpus callosum, 바른쪽 뇌와 왼쪽뇌를 연결하는

이다.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부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행태가

한 개를 따로따로 본다는 뜻이다.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뇌기능

있는 “수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하나 하나

분열 현상(Split brain phenomenon)" 이라고 발

를 보는 것이다. 일의 처리도 “한번에 하나씩(one

표한데서부터 좌뇌(左腦)와 우뇌(右腦)의 사고기

at a time)” 처리하는 사고방식이 주가 된다.

능(思考機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

왼쪽

다.

literal)이다.

보겐(Bogen)박사가,

지금까지의 연구된 좌측뇌와 우측뇌의 기능

의 차이 즉 편측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좌측뇌(left brain)는 원심적(遠心的, eccentric),
분석적(分析的,

analytical),

수학적(數學的,

mathematical), 직선적(直線的, linear), 언어적
(言語的, linguistic), 논리적(論理的, logic), 과학
적(科學的, scientific)인 사고를 담당하는 반면에,
우측뇌(right

brain)는

구심적(求心的,

뇌의

세

번째

기능은

나무들이 많이

직역적(直譯的,

만일 왼쪽 뇌의 기능밖에 없는 사

람이라면 “개밥의 도토리”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 말을 들으면 문자 그

대로 “개밥”과 “도토리”를 생각할 뿐이지 그 말
뒤에 숨은 은유적(隱喩的)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
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에는 “눈 안의 가시”

방의 감초” “새 발의 피”

“약

“쥐구멍의 볕”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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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주름“ 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하나로 보고

네 번째의 기능은 분석적(分析的, analytical)인

각 장기는 이 전체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전인적

것이다.

사물을 자꾸자꾸 잘게 썰어서 생각하는

(全人的, holistic)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다.

것이다.

총론적(總論的)이 아니고 각론적(各論

的)이라 할 수 있다.

망원경과 같은 역할이 아니

세 번째의 기능은 은유적(隱喩的, metaphoric)인
것이다.

듣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

라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뜻을 이

의학 분야에 있어서 사람을 보는 눈도 사람 전체

해하는 능력이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기”

를 하나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장기 하나하나를

발에 오줌 누기”

“신 신고 발바닥 긁기” 하는 식

따로따로 다루는 사고방식인 것이다.

의 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뜻으로 알아듣는다

다섯 번째는 수학적(數學的, mathematical)이며

는

과학적(科學的, scientific)인 사고를 하는 기능이

Imaginary)인 사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

뇌가 망가지면 상상하는 능력이 상실된다.

예술적이고 철학적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뜻이다.

이러한

해석은

“언

상상적(想像的,
바른쪽
성적

오히려 그와 상반되는 과학적 사고를 담당한다는

(性的, sexual)인 것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것

뜻이다.

이다.

그래서 바른쪽 뇌 기능이 건전해야 환상적

(phantasy)인 섹스를 즐길 수 있다. 따라서 바른
이상과는 반대로 바른쪽 뇌의 기능은 첫째로

쪽 뇌기능이 상하면 동물적인 생식과 성행위만

영상적(影像的, image)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비

가능하지 성(性)의 환타지를 느낄 수 없게 된다.

언어적(非言語的, non-verbal)이기 때문에, 정보

바른쪽 뇌의 매우 중요한 네 번째 기능은 철학적

를 언어를 통해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감

(哲學的, philosophical)인 것이다.

각(spatial perception)과 영상(image)을 통해 감

상학적(形而上學的, metaphysical)으로 해석하고

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중풍 환자의 경우에 있어

이해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와 관련이

서 바른쪽 뇌가 손상된 사람은 공간개념이 망가

있는 영적(靈的, spiritual)인 것도 다 바른쪽 뇌

졌기 때문에 크고 작고, 멀고 가까운 구별을 잘

의 작용이다.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둥그런 막대기를 둥그런

(artistic)인 것, 창조적(創造的, creative)인 것,

구멍에 낄 줄을 모르고 세 모 난 구멍이나 네모

그리고 정서적(emotional)인 것도 다 바른쪽 뇌기

가 난 구멍에 자꾸 끼려고 한다던가 하는 행동을

능의 몫이라 할 수 있다.

한다.

사물을 형이

음악적(musical)인 것과 예술적

바른쪽 뇌는 망가졌으나 왼쪽 뇌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내 팔을 들면서 “팔을 이렇게 들어 보

이상에서 열거한 양측뇌 기능의 차이점을 한

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로 “바른 팔을 높이

마디로 요약한다면, 왼쪽 뇌는 논리적(論理的,

들어 보세요”하고 지시하는 것을 더 잘 알아듣고

logical)사고를 담당하고 바른쪽 뇌는 직감적(直感

따라 하게 된다.

的, intuitive)사고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바른쪽 뇌의 두 번째의 기능은 포괄적(包括的,

가 “안다”고 하는 상태(knowing)에 도달하는 것

comprehensive)이고 종합적(綜合的, integrative)

은 논리적인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배워서 아는

이라는 것이다.

직선적인 사고방식처럼 사물을

길”과 배운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감적으로

하나씩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 채로 감싸서

“그냥 알아지는 길”의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이

바라보는 사고(思考)이다. 나무 하나하나(木)를

미 지적하였다. 나이가 어릴 때에는 주로 왼쪽뇌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林)를 보는 것이다.

기능에 의존하여 “암기력(memorizing)"이 좋아야

한 번에 하나씩(one at a time)을 사고하고 처리

학교 성적도 좋고 우수하다는 평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것을 동시에 함께

그리고

다루고 처리하는 기능을 말한다. 우리 몸을

의존한 "이해력(understanding)"이 좋아야 성적도

관찰

할 때에도 각 장기 하나하나를 독립된 단위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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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단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판단력

가능하다. 한 쪽 눈을 가리면 정확한 거리 감각이

(judging)"이 좋아야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

둔해 진다. 청각(聽覺, hearing)에 있어서도 양 쪽

로 평가받는다. 좋은 판단력은 왼쪽 뇌와 바른쪽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약간 다르게 입력되기 때

뇌의 기능이 둘 다 균형을 이루고 발달해야 가능

문에 정확한 방향과 거리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

한 것이다.

다. 마찬가지로 사고(thinking)에 있어서도 양쪽
뇌에 들어오는 정보가 약간 다른 각도로 처리되

동양과 서양은 옛부터 각기 고유한 문화를 발전

더라도, 왼쪽 뇌와 바른쪽 뇌의 기능이 조화를 이

시켜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서로 교류하고 서

룰 때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왼쪽 뇌와

로 영향을 끼쳐왔는데, 오늘날 동양의 큰 도시 어

바른쪽 뇌의 조화, 지식과 신념의 조화, 지성과

디를 가도 건물이나 사람들의 옷차림이 다 서양

신앙의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만이 지나간 영원

문화의 모습만이 주로 눈에 띄는데 반해서, 서양

과 닥쳐 올 영원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시대의 나

의 도시에서는 어디를 가나 기와집이라든가 치마

의 좌표, 무한대로 큰 우주와 무한대로 작은 우주

저고리 같은 동양적인 것이 하나도 눈에 띄는 게

사이의 이 공간에서의 나의 좌표를 올바르게 판

없으니, 서양문화가 동양을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

단하게 된다. 인간의

쳤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지배하였다

불행과 실패는 그릇된 행동의 산물이요,

고 봐야하지 않겠는 가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릇된 행동은 그릇된 선택의 산물이요,

그러나 유교, 불교, 도교, 천도교, 힌두교, 이슬람

그릇된 선택은 그릇된 판단의 산물이요,

교, 유대교, 기독교 등 모든 주요 종교가 다 아시

그릇된 판단은 그릇된 앎의 산물이다.

아지역에서 탄생하였고 서양에서 생긴 주요 종교

다시 말하면

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서양의 모든 나라가

행복과 성공은 올바른 행동의 산물이요,

바로 이 종교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사실은, 종교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선택의 산물이요,

적인 면에 있어서 동양이 일방적으로 서양에 영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판단의 산물이요,

향을 끼쳤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올바른 판단은 올바른 앎의 산물이다.

서양 권은 물질문명을 토대로 과학(science)과 기

우리의 왼쪽 뇌와 바른 쪽 뇌의 기능이 조화를

술(technology)을 발전시켜 전 세계에 영향을 끼

이루어서, 올바른 앎이 올바른 판단, 선택, 행동으

쳤고, 동양권은 정신문명을 토대로 체계화된 종교

로 이어질 때에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을

를 발전시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서양은 왼

포함한 “생명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쪽 뇌 기능에 많이 의존한 문화를 발전시켰고, 동

서양의학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연

양은 바른쪽 뇌 기능에 많이 의존한 문화를 발전

구방법과, 동양의학의 유기적이고 포괄적이고 철

시켰다.

의학에 있어서도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

학적인 이해방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한데 어우러

로 한 서양의학은 주로 왼쪽뇌 기능에 의존하였

질 때 생명에 대한 참된 ‘앎’이 이루어 질 수 있

고, 철학과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한 동양의학은

으며, 이를 바탕으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주로 바른쪽 뇌기능에 의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다. 과학은 모든 것을

2. 행복의 실체

의심하려고 하고, 종교는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과학은 의심(question)을 먹고 성장하며, 종

행복이란 무엇인가?

교는 믿음(belief)을 먹고 지탱한다. 시각(視覺,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 하세요!”

vision)은 왼쪽 눈과 바른쪽 눈으로 들어오는 영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각적 판단이

“당신의 결혼 생활은 행복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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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5 생명경외와 행복

“옛날 옛적에 A 왕자와 B 공주가 결혼하여 오래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신(神)이 있나 없나. 천당

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 .”

(天堂)이 있나 없나. 지옥(地獄)이 있나 없나. 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에게 청년기에 들어

신(貴紳)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은 다 어떤 형태

서면서 불행이 닥쳐왔단 다”

(形態)나 상념(想念)으로 존재(存在)하는 것이다.

“나는 암 병동에서 행복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

의학에서 “병(病)이란 있는 것인가”하는 질문

났다”

이 던져진다. 병이라는 실체는 없다 있다 왈가왈

“우리는 가난 합니다, 그러나 행복 합니다”

부 한다. 병을 일으키는 병균(病菌)은 있으나 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모모 나라라더라.”

균 자체가 병은 아니라는 얘기다,

몸에 상처를

주는 외상(外傷, injury)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복이란 말은 우리 일상에서 매일 우리가 직접

트라우마(trauma)는 있어도 그 자체가 병은 아니

하며 주고받거나 남들이 주고받는 것을 늘 들으

라는 주장이다. 병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어서 밖

며 살아간다. 그런데 막상 “행복이란 무엇인가?”

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 왔다 나갔다 하는 게

하고 물을 때 선뜩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대답

아니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병(病)이란 없으나

하기란 쉽지 않다. 앞서 말한 여러 표현에 행복

병든 사람(病者)이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

대신 들어갈 낱말이 얼른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행복(幸福)이란 무지개 같은 것이다. 무지개는

불만스러운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 는 없지 않

눈에 보인다.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러나 어디에

을까. 불만이이 가득 찬 사람도 슬픈 사람도, 살

위치하는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맛이 안 난다는 사람도,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얼마나 큰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저 쪽에 있는

모두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것 같아서 그 곳에 가보면 거기에는 없다. 실체는

“즐겁다, 신난다, 재미있다, 살 맛 난다, 의욕이

없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예이다. 행복이라

솟는다” 하는 표현과는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는 것이 저쪽 바깥에 있다가 내 속으로 들어왔다

그렇다고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살맛

나깠다 하는 게 아니다. 행복의 실체야 있건 없건

나는”일이 잠시 생겼다고 “그 사람은 행복한

행복한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 행복을 못 느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없다. 비록 행복을

끼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따라서 “행복이란 없으

느끼는 순간이긴 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나 행복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 할 수 있

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시간적으로 다소 지속 적

다.

이어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렇듯 행복 이라
함은 이상의 모든 감정을 다 포괄하는 마음의

얼마나 행복한가?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행복을 측정할 수 있을까?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감정이 울어나게 하는

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공통적인 기본 감정은 바로 자족감이라 할 수

는 없다. 행복 자체는 없으니 잴 수 없어도 행복

있다. 한 마디로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을 느끼는 사람은 있으니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

곧

의 정도를 다르게 표현 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란 말로도

행복의 실체가 없으

된다.행복감(幸福感)은 자족감 (自足感)에 다름

행복에 대해 느끼는 사람들과 이에 얽힌 현상들

아니다.

을 살펴서 나름대로 차등화 된 표현을 할 수는
있다. 이것을 구태여 행복의 종류라고 부르기로

행복은 실재하는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실제

한다면 다음과 같다.
* 자신이 느끼는 행복

로 존재 하는가 말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왈

(Subjective Happiness)

가왈부 “있다” “없다” 하는 모든 것은 사실 다 있

* 남에게 그렇게 보이는 행복

는 것이다. 진짜로 없는 것은 아예 “없다는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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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수치로 평가되는 행복

(Objective Analytical Happiness)이라 할 수 있

(Objective Happiness)

다.

* 초월적 행복

초월적 행복

(Transcendental Happiness)

이것은 도(道)를 닦고 수행(修行)을 하여 지고
(至高)의 경지(境地)에 이르렀을 때 느끼는 행복

자신이 느끼는 행복

이다. 이것은 제대로 알고(明智) 깨닫고(得道) 초

남들이 보기에는 불쌍해 보이고 불행 해 보이는

월적 상태(超越的 Transcendental State)에서 느

데도 정작 본인들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끼는 행복이다.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주체(主體)

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거의 대부

가 아니라 자신이 행복 자체(自體)가 되어 버리

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다. 그들

는 상태인 것이다. 의식(意識)의 주체가 아니라

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 한다. “We are very

의식자체가 된다는 말이다.

poor. But we are happy (우리는 매우 가난합니
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남들이 뭐
라고 하던 나는 행복하게 느낀다는 주관적(主觀

3. 행복(幸福)의 성질(性質)

的) 행복이다.
남에게 그렇게 보이는 행복

사물(事物)을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

본인은 행복인지 아닌지 느끼지 못하지만 남들이

으나 그 중의 하나가 물질(物質)과 비물질(非物

보기에는 아주 행복 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質)로 나누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을 물질

지능지수가 낮은 소위 바보들은 행복 해 보인다.

과 비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질은 질

실제로 그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심지어 바

량이 있고 부피가 있어서 대개 오감으로 감지와

보는 암에도 안 걸린 다는 말도 있다. 일부 치매

측정이 가능하다. 물, 공기, 책상, 밥 등이 그 예

환자나 뇌 손상 환자에게서도 볼 수 있다. 어떤

이다. 상대적으로 비물질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

사람들은 진짜 불행보다도 불행 해 보이는 것을

하기는 존재하는데 오감으로 감지하거나 직접적

더 불행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들

측정이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

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는 “물질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시간, 마음, 생

보여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겉으로는 정말

각, 의식, 생명 등이 그 예이다.

행복 해 보이기도 한다. 마치 환자 중에 꾀병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매우 중요한

앓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개념은

객관적 수치로 평가되는 행복

nature)을 지니고 있으며, 본디 성(性)과 질(質)

행복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은 다른 것이다”라는 점이다. 비 물질(非物質)의

여러 조건들을 점수화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예를

성질이 성(性)이고, 물질의 성질이 질(質)이다.

들면 유엔에서는 2012년에 산하기구 ‘지속가능한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은 비 물질이니까 심성(心

발전해법

해마다

性)이란 표현을 쓰고, 육체는 물질에 해당하니까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

체질(體質)이란 표현을 쓴다. 우리가 뜨거운 것을

표하고 있다. 기대수명,

국내총생산(GDP), 사회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것은 ‘질(質)적으로

적 지원, 자유, 인권지수, 고용, 소득격차, 정부와

는 온도가 뜨겁지만, 성(性)적으로는 시원하다’는

기업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해 행복도를

느낌을 갖는다는 뜻이다.

네트워크(SDSN)’을

설립하고

“모든

사물은

성질

(characteristic

수치화하여 산출하고 있다. 2017년 세계행복보고
서에 의하면 155개국 중 가장 행복한 나라 1,2,3

우리나라 말에는 세계 어느 나라 말 보다도 성․질

위는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이고 한국은

(性․質)의 구별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56위이다. 이러한 행복은 객관적 분석적 행복

우주(宇宙) 세계(世界) 시초(始初) 원소(元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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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5 생명경외와 행복

도로(道路) 존재(存在) 형상(形像) 정신(精神)

물질적인 모양(form)과 비물질적인 영상(image)

심신(心身) 건강(健康)

을 뜻한다.

질병(疾病) 치료(治療)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우주(宇宙)에 있어서도 비물질적 우주가 우

정신(精神)이라고

우리는

연관되는

일반적으로

(宇)요, 물질적 우주가 주(宙)이다. 세계(世界)는

의식이라든가

시간의 세기(世紀)와 공간의 한계(限界)를 의미

(mentality)을 생각하게 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한다. 처음과 끝을 나타내는 시초(始初)와 종말

정(精)은 몸의 정신이고 신(神)은 마음의 정신을

(終末)에 있어서도 비물질적인 개념이 종말이고

의미하기 때문에, 정신(精神)이란 몸과 맘을 포괄

물질적인 개념이 시초이다. 그래서 비 물질인 시

한 개념인 것이다. 심신(心身)에 있어서 몸(身)이

간을 나타낼 때 초기(初期) 말기(末期)로 표현하

물질이고 맘(心)이 비물질인 것은 상식이다. 건강

고, 물질인 공간을 나타낼 때 시발(始發)점 종착

(健康)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질(體質)이 튼튼하

(終着)역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원소(元素)라

다는 뜻의 건(健)과 맘의 성(心性)이 평안하다는

는 단어에도 비물질적인 원과 물질적인 소의 의

뜻의 강(康)을 합친 “몸이 튼튼하고 맘이 편안하

미를 품고 있다. 도로(道路)도 매우 재미있는 단

다”는 의미이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괴로워

어이다. 비물질적인 개념인 도(道)는 수단과 방편

한다’는 뜻의 질(疾)과 ‘몸이 튼튼하지 않아서 꿍

으로서의 또는 이론적 가상적인 길(way)을 통틀

꿍 앓는다’는 뜻의 병(病)을 함께 표현하는 말이

어 일컫는 말인데 비해, 물질적인 개념인 로(路)

질병(疾病)이다. 치료(治療)라는 말에는 비물질적

는 실제로 깔려 있는 길(road)을 뜻한다. 예를 들

인

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도(道)는 거의 무한

(managing, caring, nursing)는 치(治)와, 물질적

대이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로(路)는 몇 개

인 질(體質)을 고치고 수리하고 처치한다(fixing,

안 된다. 다른 예로 우리나라를 도(道, way)의 문

repairing, treating)는 료(療)를 포괄하는 의미를

화권이라고 한다면 서양은 로(路, road)의 문화권

지닌다.

성(心性)을

마음과

하면

관리하고

정신

다스리고

작용

보살핀다

이다. 만일 미국 어느 골목에서 길을 물어본다면
“○○로를 곧장 따라가다 ○○로를 만나면 우회전

동양의학은 성(性)을 강조하는 의학이라고 한다

을 하시오”하는 식으로 아르 켜 줄 것이지만, 만

면, 서양의학은 질(質)을 강조하는 의학이라 할

일 서울에서 길을 묻는다면 거의 틀림없이 손이

수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단백질(蛋白質), 지방질

나 턱으로 “저쪽으로 가시요”할 것이다. 서양에서

(脂肪質), 당질(糖質), 광물질(鑛物質), 섬유질(纖

는 로(路)를 아르 켜 주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維質) 등 질(質)의 개념이 왕성하며, 몸의 질(體

는 도(道)를 아르 켜 줄 것이다. 도로 표지판이

質)을 튼튼(健)하게 하기 위하여 꿍꿍 앓는 상태

거의 대부분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이 전 세계

(病)를 처치(療)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동양

적으로 유례가 없는 서울의 명물이기도 하지만,

의학에서는 음성(陰性), 양성(陽性), 악성(惡性),

도(道, way)의 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양성(良性), 강성(强性), 연성(軟性), 독성(毒性)

‘있다’고 하는 존재(存在)라는 말에도 존(存)은

등 성(性)의 개념이 두드러지며, 마음의 성(心性)

비물질적인 ‘있음’이오, 재(在)는 물질적인 ‘있음’

을 평안(康)하게 하기 위하여 괴로운 상태(疾)를

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그 여자 남편이 있

다스려(治) 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나?”하는 질문에는 남편이라는 실체가 이 세상 어

질(質)을 다루는 데에서는 균형(均衡, balance)을

디엔가 존재하는가 하는 존(存)을 묻는 뜻이고,

강조하고, 성(性)을 다루는 데에서는 조화(調和,

“그 여자 남편이 방안에 있나?”하는 질문에는 ‘남

harmony)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서양의학에서는

편의 몸이 방안에 놓여 있나’하는 재(在)를 묻는

균형식(均衡食, balanced diet)에서 처럼 균형을

뜻이 된다. 그래서 보통 재실(在室)이라고 하지

강조하는가 하면, 동양의학에서는 영양실조(營養

존실(存室)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형상(形象)은

失調)에서 처럼 ‘영양상태의 조화가 깨졌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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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실조(失調)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루어져 있다. 세포 하나하나가 따로 따로 살아
있는 생물체이다.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어떤 환자가 종합병원에 찾아와서 “한의사에게 진

세포는 “낱 생명(個體生命, individual life)”이라

찰을 받았는데 콩팥이 나쁘다고 그러던데요”라는

할 수 있다. 그 하나의 낱 생명 이외의 다른 세포

것이다. 그래서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자기공명

들 모두를 “보생명(補生命, complementary life)”

사진 검사 등 종합 검사를 했더니 모든 검사 소

이라 하고, 그 낱 생명과 보생명을 합친 전부는

견이 정상으로 나왔다.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온 생명(全體生命, whole life)”이 되는 셈이다.

들은 그 환자가 “그 한의사는 알지도 못 하면서

가령 세포 100개로만 이루어 진 생물이 있다고

뭐 콩팥이 나쁘다고 그래?” 하면서 “역시 종합 병

할 때, 그 중 1개의 세포는 낱 생명이 되는 것이

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라

고 나머지 99개의 세포는 보생명이 되는 것이며

고 투덜댔다. 또 다른 환자는 한 종합 병원에 와

100(1+99=100)개의 세포 전부는 온 생명이 되

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다 정상입

는 것이다.

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계속 몸이 계속

그런데 60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이루어 진 내

불편한 이 환자는 어떤 한의사를 찾아가서 진찰

몸을 다른 차원의 낱개(個體)로 볼 때에는, ‘나’는

을 받았다. 한의사는 간단히 진맥(診脈)을 하고

‘낱 생명’이 되고, 나 이외의 내 주위의 모든 생명

나서 “아하! 신(腎)이 허(虛)하시군요”하였다. 이

은 ‘보 생명’이 되며, 나와 내 주위의 모든 생명을

환자는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그 일류 대

합친 전부가 ‘온 생명’이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학병원의 최첨단 정밀 검사도 다 소용없군. 한의

지구의 모든 생명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할 때에

사는 손목 한번 잡아보고 단박에 병을 찾아내는

는, 지구의 생명이 낱 생명이 되는 것이고, 지구

데 말이야”.

이외의 우주 안의 생명이 보 생명이 되고, 지구를

이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서양의학의 측면에서도

포함한 온 우주의 생명 전부가 온 생명이 된다는

틀리지 않았고, 동양의학적 측면에서도 틀리지 않

뜻이다. 마치 양파가 한 꺼풀 한 꺼풀 씩 여러 겹

았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틀리지 않았다. 모두 다

으로 싸여 있듯이, 내 몸 안의 하나의 세포는 ‘나’

옳은 말이요 옳은 생각이었다. 단한 가지 문제가

라고 하는 온 생명의 일부로서의 낱 생명이고, 내

있었다면 의사는 질(質)에 대한 진단을 했고 한

생명은 지구라고 하는 온 생명의 일부로서의 낱

의사는 성(性)에 대한 진단을 한 차이가 있을 뿐

생명이며, 지구 생명은 우주라고 하는 더 큰 온

이다. 심신의 성․질(性․質)을 제대로 이해해야 인

생명의 일부로서의 낱 생명이 되는 것이다.

간의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전인적 치료에 제대
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체·질(身體質)의 질적

의식(意識, consciousness)에 있어서도, 나의

(質的) 건(健)과 심·령·성(心靈性)의 성적(性的)

의식이

‘낱

의식(個體意識,

individual

강(康)이 두루 갖추어져야 심신 성질(心身性質)

consciousness)’이고 나 이외의 모든 의식이 ‘보

의 참 건강(健康)을 얻을 수 있다.

의식(補意識, complementary consciousness)'이

이처럼 행복에도 성(性)과 질(質)이 있다.

며, 내 의식과 그 외의 의식을 모두 합친 것을 ’

신체(質)와 심성(性)의 건강에 자족할 수 있을

온 의식(全體意識, whole consciousness)이라 할

때 행복의 성질(幸福 性質)을 두루 갖춘 참 행복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식에 있어서도 ‘낱(個)’

을 가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보(補)’ ‘온(全)’의 관계가 역시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싸여서, 개인의식(個人意識), 사회의식(社

4. 행복의 낱과 온 (個體-全體)

會意識),

역사의식(歷史意識),

우주의식(宇宙意

識), 절대의식(絶對意識)에로 확대 될 수 있다.
생물체의 기본 단위(basic unit)는 세포(cell)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내 몸과, 하나의 의식체

라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로서의 내 정신은 따로 동떨어진 독립체가 아니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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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가 속해 있는 전체 속의 일부로서 밀접하게

이나 배추가 서울에 들어 와서 소모되는 흐름을

서로 얽힌 상태로만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살펴보면 무슨 법으로 제한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다. 내 몸의 한 세포는 내 몸 전체의 생리 조건과

통제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조화를 이룸으로서만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고,

않은 범위로 조절이 되고 있다. 나름대로 숨어있

나는 나를 에워싼 인간사회와 조화를 이룸으로서

는 질서에 따라 쌀과 배추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만 건강한 생을 영위할 수 있다. 하나의 생명에

자연계의 야생동물 들의 천적 관계에서도 이러한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전체 생명에 대한 이해를 통

질서가 있다. 가령 야생 토끼의 수가 많이 늘어나

해서만 가능하다. 기능과 작용면에 있어서 “모든

면 이 토끼를 잡아먹고 사는 천적 맹수의 수가

낱(個體)의 합(合)이 단순히 산술적인 온(全體)

늘어나며, 반대로 천적 맹수의 수가 무슨 이유로

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는 진리의 이

줄어들면 토끼의 수도 저절로 줄어드는 현상이

해도 가능해 진다.

나타난다.
하나의 씨앗에서 커다란 나무가 자라 나오는 모

이 낱 생명과 온 생명의 상관관계는 행복에도 적

습과 과정을 관찰하노라면 정말 기적과 같은 현

용이 된다. 낱 생명의 건강은 온 생명의 건강 속

상이라고 감탄하게 된다. 어떻게 그런 작은 씨앗

에서 가능하듯이 나의 낱 행복은 인류의 온 행복

이 때가 되면 움이 트고 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

속에서 가능하다.

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가. 이러한 현

나의 개인적 행복의 추구 방향은 온 인류의 행복

상도 역시 씨앗과 주위에 숨어있는 질서 때문인

의 추구와 그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커다란 나무는 그 작은
씨앗에 숨어있는 질서의 나타남(표현)이라는 뜻

5. 나타난 행복-숨어있는 행복

이다. 그 숨어있는 질서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저런 상황 하에서는 저렇게 변해야 된다는

숨바꼭질을 할 때 숨은 사람이 안 보인다고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말로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겉에 나타나지 않
았을 뿐이다. 숨어있던 사람이나 나타난 사람이

사람 몸의 숨어있는 질서는 바로 유전자(遺傳

다 동일한 사람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질서(秩

子, gene)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유전자에 입력

序, order)에도 숨은 질서(hidden order)가 있고

되어

겉에 나타난 질서(displayed order)가 있다. 어떤

information)이다. 나는 나의 유전자가 지시하는

나라나 어느 지역 사회의 사람들의 습관과 풍습

대로, 즉 프로그램 된 대로 키도 자라고 피부의

에서도 그런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은행 안에서

색깔도 결정되고 외모도 이렇게 변해 가는 것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든가 여름

다. ‘나’가 곧 유전자이고, 유전자가 곧 ‘나’이다.

해수욕장에서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니지는 않는

유전자 안에 숨어 있는 생명 질서의 표현이 바로

것은, 보이지 않는 질서에 따라 나타난 표현이라

‘나’이다. 숨어 있는 질서가 유전자이고, 이 숨어

고 볼 수 있다. 어른이 어른스럽고 아이가 아이답

있는 질서의 나타남이 ‘나’이다.

고, 여자가 여자답고 남자가 남자답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숨어 있는 질서의 정체(正體)를 본체

역시 보이지 않는 질서의 ‘나타남’의 현상이다. 어

(本體)라고 하며,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겉으

떤 도시가 ‘보수적이다’ 또는 ‘개방적이다’하는 것

로 사물(事物)이 나타나는 질서를 작용(作用)이

은 그 지역의 보이지 않는 질서를 따라 그 도시

라고 한다. 이 본체(本體)와 작용(作用)의 상관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

계가 바로 체․용(體․用)의 개념이다. 체(體)로서의

수 있다.

‘나’는, 진짜 ‘나’이고, 완전한 ‘나’이며, 겉으로 들

있는

정보(genetic

code

또는

genetic

어 나지 않는 숨은 ‘온 나(全體)’이다. 용(用)으로
좀 다른 측면의 예를 더 들어보겠다. 농촌에서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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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구체적인 ‘나’이고, 그때그때 변화하는 곁으

소화가 잘 된다고 느낄까. 머리가 개운하다고 느

로 나타나는 부분적인 ‘나’일 뿐이다.

낄까. 정답은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내 어깨

본체(本體)인 ‘나(我)’는 항상 ‘나’로서 존재한

가 있는지 없는지 내발이 있는지 없는 지 느끼지

다. 몸은 ‘나의 몸’이지 ‘나’가 아니고, 마음은 ‘나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의 마음’이지 ‘나’가 아니다. 세 살 적 나의 모습,

이처럼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느끼지 않고

스무 살 때 나, 지금의 나는 ‘나’의 표현이지 ‘나’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일 수 있다.

가 아니다. ‘나(我)’ 안에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다 같이 있다. 이미 나타났던 나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나와, 앞으로 나타날 내가 다

6. 죽음교육(Thanatology)과 행복

함께 있다는 뜻이다.
하늘은 우리가 보고 감지하도록 나타난 질서

죽음(dying)이란

로서의 부분적 하늘(천, 天)과 보이지 않는 숨어

“죽음”은 “살음(삶)”의 반대 되는 개념이다.

있는 질서로서의 온전한 하늘(건, 乾)이 구별된

“죽음(死, death)”이란 말은 각 문화권 마다 또는

다. 땅도 우리가 보고 감지하도록 겉에 나타나는

각 민족 마다 다소 다르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

부분으로서의 땅(지, 地)과 숨어있는 질서로서의

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우리말의 “돌아 가셨다”

온전한 땅(곤, 坤)으로 구별된다.

에 해당되는 영어는 “passed away(지나갔다)”라

이러한 개념은 하늘과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

는 표현이다. 우리말에는 “영혼이 어디에서 왔다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개념

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뜻인데 비해, 영어

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보이는 대로가 전부도

권에서는 “영혼이 어디에선가 이리로 왔다가 다시

아니고 진짜도 아니다”. 전부인 진짜는 보이고 감

다른 데로 휙 지나가 버렸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

지되는 것 플러스 숨은 질서 모두이다. 가장 이해

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기 쉬운 예로서 정리하자면, 나의 유전자가 나

인생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영혼의 여행”이라는

의 체(體)이고, 나의 몸이 용(用)이다. 유전자가

생각인데 비해, 영어권 사람들에게 인생은 “돌아

나의 ‘숨어있는 질서이고, 나의 몸이 나의 ’나타난

가는 게 아니라 휙 지나가는 여행”이라는 생각이

질서‘이다.

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살아 있다” “죽었다”하

행복에도 진짜백이 행복은 유전자처럼 어떤 형태

는 말은 보통 생물학적인 생·사(生·死) 상태를 말

로 내 안에 숨어있는 질서이다. 그 안에는 기쁨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존재(生物)에게

슬픔도 희열도 절망감도 다 섞여 있다.

이것이

만 해당 되는 말이다. 무생물(無生物)에게는 해당

겉으로 행복의 상태로 또는 불행의 상태로 나타

없는 말이다. 무생물에게 살았다 죽었다 하는 말

나는 것이다. 행복 자체는 기쁨도 슬픔도 아니다.

은 부적절하다. 절대계(絶對界)에서는 삶과 죽음

그 안에 다 있다. 겉으로 기쁠 때 내 속 깊숙이는

의 구분이 없지만, 상대계(相對界)에서는, 즉 우

슬픔이 도사리고 있고 겉으로 슬플 때는 내 깊은

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살아 있는 것은

속에 기쁨이 침착하게 누어있다. 숨은 질서 속에

반드시 죽는다”하는 것이 진리이다. 생명체는 태

슬픔이 있기에 기쁜 줄을 알고, 깊은 속에 기쁨이

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과

있기에 겉으로 슬픔을 느낄 줄 아는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는 것

나에게 가장 알맞은 옷은 어떤 것인가. 꽉 끼

이 생명체라는 말로도 된다.

“살아가고 있는 것”

는 옷인가. 헐거운 옷인가. 따뜻한 옷인가. 부드러

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살아가고 있는 과정

운 옷인가. 정답은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

(living process)은

르는 옷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건강할 때 나

process)이다. 삶(life)과 죽음(death) 자체는 다

는 무엇을 느끼는가. 허리가 튼튼하다고 느낄까.

른 것이지만, 살아가는 과정(living)과 죽어가는

죽어가고 있는 과정(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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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dying)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의학에 있어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종(人種)이 건강하기 위해

서 “죽음에 대한 연구(thanatology)”는 “삶에 대한

서 인간(人間)은 프로그램 된 대로 제때에 죽어

연구(vitology)”만큼 중요한 것이다.

야만 한다.

죽음의 필연성

죽음의 극복

인간은 한 번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는다. 아

문화권마다 다양한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생

니 죽음으로써 새로이 교체되어야만 한다. 죽음의

명관, 죽음관을 갖고 있다. 생물이 영위생식(榮․衛․

손을 뿌리칠 수 있다는 환상은 인류 발전의 영속

生․殖)하는 존재라면, “삶(生)”이란 영위생식하는

성과는 양립할 수 없다. 더 정확히 표현해서 우리

과정이고 “죽음(死)”이란 영위생식 활동의 종말을

의 영생이 우리 자녀들의 권익과 양립할 수 없다

의미한다. 생명의 소멸인 죽음은 삶과 상반되는

는 얘기다. 무릇 모든 살아 있는 생물체들에 있어

개념이지만,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

서 때가 되어 그들이 죽음으로써 생의 무대를 다

라 서 그 특정 공동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가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시각

죽음은, 이 세상을 자손들을 위해 더욱 아름답게

은 생물학적일 수도 있고, 또는 인류학적, 진화학

장식해 주는, 삶으로부터의 부드러운 탈출 과정인

적, 형이상학적이나 종교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것이다. 생에 정해진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담

일반적으로 생명에 대한 견해는 생물학적인 시각

담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생은 균형 있는 조화

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 죽음에 대한 견해는 종교

를 이룰 수 있다. 모든 즐거움과 성취감 그리고

적인 시각이 많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고통 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의 틀이 완성
되는 것이다.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죽음을

인간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다음

직시할 때, 세상은 한층 더 빠르게 진보될 수 있

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 시간은 더 없이 소중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① 죽음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다.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그대의 죽음

② 죽음은 매우 추한 것이다.

은 우주 실서의 한 부분이고, 세상 삶의 일부분으

③ 이 세상에서 자신이 영원히 소멸 해 버린다는

로, 창조의 근원을 이룬다”고 했다. 그는 또 “철학

고도의 쓸쓸함과 허무를 느낀다.

연구는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에세이집을

④ 사후에 자신은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

통해 “타인이 그대에게 자리를 내준 것처럼 그대

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

역시 타인에게 자리를 내주라”는 교훈을 주고 있
다.

사람은 이러한 공포의 대상인 “죽음”을 극복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해 왔고, 꾸준히
영생(永生, eternal life)을 갈구 해 왔다. 죽음을

죽음은 생명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낸 발명품

극복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길이 있다.

이다.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다.

① ‘나’를 복제 해 놓음으로써 나의 흔적을 이 세

하나하나의 세포는 “낱 생명”이고 이러한 60조 개

상에 계속 유지시킨다.

의 세포가 뭉쳐서 이루어진 우리 몸이 “온 생명”

② 영원히 죽지 않는 큰 생명의 일부에 속함으로

이다. 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포는 계속

써 나도 계속 산다.

죽고 재생하는 과정을 되풀이 해야만 한다. 세포
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어야 몸이 오

죽음교육(臨終靈性學, thanatology)은

래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마찬

가

가지로 상대적인 “낱 생명”인 사람 하나하나가 건

① 생명경외사상(生命敬畏思想)을 증진시켜 준다.

강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어야 상대적 “온 생명”

온 세계에 팽배 해 있는 생명경시(生命輕視) 사

인 인종(人種, humankind)이 건강하게 오래 생존

상은 우리 사회에 범죄의 범람을 초래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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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환경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닫고 삶의

우리 주위의 교육환경, 종교환경, 의료환경에 모

기쁨을 실감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여 보다 즐

두 생명경외 사상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

겁게 살아가고 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보다 보

다.

람되게 살아가고 따라서 행복지수를 극대화 시켜

싸나톨로지(임종영성학)은 본인과 가정과 사회와

줄 수 있다.

국가를 위해 생명경외 사상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다 준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만이 초월적 참 행복을 경험

② 생(生)을 편안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 할 수

할 수 있다.

있도록 해 준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는 공통된 공포심이 자리 잡고 있다.

7. 생명경외사상의 교육과 행복

몽땅 잃어버린 다는 완전상실감의 공포, 죽음이
다가오는 과정 속의 심신의 고통, 무엇이 나를 맞

지구 위에 존재하는 종교 중에 착한 사람이

이할지 모른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가 그

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

것이다. 싸나톨로지는 이러한 공포심을 최소화시

는 종교가 있는가? 그런데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켜주고, 심신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사후 미지

다르다고 그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은 허다하

의 세계에 대한 신비로운 설계를 통해 자신에게

다. 믿는 신은 있고 따를 가르침은 있는데 사람들

다가오는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고 아름답게 마

의 마음속에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이 빠져있다.

무리 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담당 해 준다. 죽음

종교에 생명경외사상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다.

교육은 죽을 때 까지 성장하는 것, 혹은 죽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학 중에 질병을

까지 삶을 배우는 것이다.

퇴치하고 생명을 구제하여 장수하게 하려고 노력

③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행복지수를 극대화

하지 않는 의학이 있는가? 그런데 인간의 건강을

시켜 준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무대에서 삶의 질

구성하는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심리적 건강,

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속하며 자살율도 높고 행

정서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을 함께 증

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 속한다. 죽음을

진시켜주고 생명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여 주고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가오는 죽

무리시켜 주는 의학이 아무데도 없다. 이렇듯 심

음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맞이하고 품위 있게 마

지어 의학 안에 조차 생명경외사상이 결여

되어 있는 것이다.

경외심(敬畏心)을 우리 속에 깊숙이 품게 만든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 중에 좋은 사

생명경외(生命敬畏,

Reverence

for

Life,

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Veneratio Vitae)사상은 생명의 경이로움을 인지

고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있는가? 그런데 전쟁,

하고 그러한 생명을 숭배하는 사상이다. 일찍이

테러, 살인, 자살, 폭행이 예나 지금이나 세계 도

20세기의 성인으로 불리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

처에서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오히려

사가 사상적으로 혼란스런 전 세계를 향해 외친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육에 마저 생명경외사상의

사상이기도

중요성이 결여되어 있다.

Veneratio)는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아는

하다.

경외(敬畏,

Reverence,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넘어서 생명의
생명경외의 마음은 낱 생명과 온 생명의 틀

본질과 의미를 느끼고 깨달아서 경배하고 숭상하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양파 껍데기처럼 겹겹이

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생명경외는 본능적이

싸인 낱생명·온생명의 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은

아니다.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경

정말로 경이롭고 심오하고 귀중하며 가치 있게

험을 통해서 얻어진다. 자식이나 가족이나 동료

느껴지게 만들며, 우리 인간의 생명을 경배하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고 의지하고 위하는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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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일부 본능일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의
생물적 본능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경외가 아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 갖는 것이며, 만든 사람에

니다. 경외심(敬畏心)은 어른을 공경하고 권위를

겐 있고 안 만든 사람에겐 없으며, 작게 만들면

공경하는 것과 같은 습득된 마음이다. 죽음과 연

작게 갖고 크게 만들면 크게 갖으며, 재료가 생명

관된 아픔, 슬픔, 고통에 대한 것은 체험을 통해

경외사상일 땐 그 상자의 크기가 최대한으로 될

서나 직관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경

수 있다.

외심은 생명의 가치, 아름다움, 위대함, 엄숙함을
터득하고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그 상자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교육이다.

가장 사람다움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생명경
외사상으로 훈련되어야 한다. 죽음교육은 생명경
외 사상을 고취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부가 생명의 본질, 생
명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 삶의 질, 삶의 즐거움,
삶의 지혜, 행복의 본질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나 자신 경험해 온 체험의 축적(learned body)과,
얽혔다

풀어졌다

를

통해

격자

화

된

신념

(crystalized faith)이 바로 ‘나’이다. 자기 자신의
체험과 신념이 자신의 행복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의해 스스로 행복해 하고 불행 해 한다.
이 모든 과정은 교육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
는다.
생명경외사상에 대한 교육은 행복교육과 질결 되
는 훈련이다.

8. 결론 - 행복의 성취
행복이란 없는 것이며, 행복한 사람이 있을 뿐이
다.
행복은 자족감(自足感)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자족감을 담는 상자는 내 마음 속에 있다.
그 상자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며,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더욱 아니며, 신비스런 곳에서 찾아오는 것도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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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심리학
정동섭 | 가족관계연구소장

의 기본권리로 선언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
I. 들어가는 말

도106) 행복추구권을 국민의 기본권리로 인정하고

우리는 가끔 “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가” 고 혼

있다.

자 묻는다. 사는 일이 힘들 때 대체로 그런 의문

사람들은 이와 같이 행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 들지만, 힘든 것 자체보다는 그 의미가 분명치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행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목

살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적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자신의 필요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연하게 행복하기를 바랄 뿐, 행복이 무엇이며, 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공통된 욕구가

떻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한 채 행

있다. 하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하려고 하는

복이라는 신기루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행복을

생존의 욕구요, 다른 하나는 그저 생명을 유지하

얻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만다.

고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객관적인 생활조건이 점

행복의 욕구이다. 식물과 동물은 물론 모든 인간

점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은 강력하고 엄숙한 생명에의 의지를 가지고 있

찾아보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다. 그에 따라

다. 그러나 유독 인간만이 살되 그저 사는 것이

사람들이“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왜 그다지 행복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살려고 하는 것

해하지 않는가”에 대한 심리학자를 비롯한 사회과

이 생명의 본능이라면, 행복은 인간의 삶이 가지

학도들의 관심도 커졌다. 심리학이 독립된 학문으

고

것이다(고범서,

로 처음 생겨난 이후 지난 130여 년 간 우울증이

1994). 행복은 시대와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 인

나 불안, 수치심, 죄책감, 스트레스, 조현병과 같

류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남녀노소의 구별

은 부정적인 인간심리에 대한 연구가 건강과 사

이 없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랑, 그리고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주제를 다루는

있는

본질적

목적이라

할

심리적으로 병들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연구보다 훨씬 더 많았다(마이어스, 2001).

면 모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 지기를 바란

실제로 심리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행복보다는

다. 아기가 태어나도 젊은이들이 결혼해 가정을

괴로움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이루어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취직을 하여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변하고 있다. 젊은 심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늙어서 회갑과 고희를 맞이

리학자들의 연구덕택으로 이제는 행복이 무엇인

하여도 여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축원한

가?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

다.

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과연

실로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으로부터 해방되려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특성의 성격, 어떤 대인관

는 우리의 욕망은 성생활에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계, 어떤 경험,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

우리 행동의 대부분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지
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행복은 너무나 중요한 것
이어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행복의 추구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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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자

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런 ‘객관적 행복’의 측정치

신이 행복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회과학자들

도와줄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한 신선한 시각

은 사람들의 ‘주관적 행복’, 즉 그들의 행복감이나

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삶에서의 만족도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임으로서

정서적 건강과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새
로운 것이 아니다. 행복의 비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을 규칙적으로 측정하기에 이르렀
다108).

이론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들이다. 예를 들

1970년대 이후 긍정심리학, 즉 행복학(science

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of

행복에 대하여 다양하게 해석하고 정의하였다(행

복’(happiness), '삶의 만족‘(life-satisfaction), '주

17:18)107).일찍이

Aristotle(B.C.384-322)은 행

관적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 '안녕

복을 최고선(the highest good)이라 주장하면서,

감’(sense of well-being)과 같은 주제에 대한 연

“행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어서 다른 모든 것

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질

은 행복을 얻는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

문은 어떤 경험, 환경, 특성, 태도들을 가진 사람들

였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철학자요 심리학자였

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간

던 William James도 “결국은 행복을 얻고, 그것을

단히 말해서, “누가 행복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키고, 되찾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좌우

하는 질문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하는 숨은 동기가 되고 있다”고 할 정도였다.

행복한가? 그리고 무엇이 있으면 행복한가? 이 논

그 후 여러 세기 동안 행복의 근원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성현들이 계속 출

happiness)이라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행

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하였다. 그중 더러는 행복이 덕스러운 삶을 사

인간의 삶은 Erich Fromm(1976)이 말한 것처

는데서 나오는 것이라 하는가 하면, 악을 멀리하

럼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으로 구별할 수 있다.

는데서 생기는 것이라 보기도 하고, 이 순간을 위

한편 Paul Tillich(1952)는 소유의 삶과 존재의

해 사는데서 오는 것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 중에서 존재의 삶을 기독교적인 신앙의 맥락

미래를 위해 사는데서 생기는 것이라 주장하는

에서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필자는 행복은 본질적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

으로 물질적 소유나 권력 또는 명예, 외모, 쾌락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독한 삶

과 같은 것을 소유하고 즐기는데 있다기보다는,

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제 우리

친밀한 인간관계, 건전한 신앙, 봉사, 배우는 즐거

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된 신화에서 사회과학적으

움과 같은 정신적 부(psychological wealth)로부

로 검증할 수 있는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다.

터 오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행복에 관련된 몇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식생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활, 평균수명, 사망률, 경제지표, 주거생활 등을 관
찰하면서 우리들의 육체적, 물질적 행복을 측정하
107) 에피쿠로스(Epicurus: 기원전 342-270)를 시조로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행복이야말로 가장 위대
한 덕이다.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⑴지나치게 극
단으로 치우침없이 살아야 하며, ⑵두려움을 없애고,
⑶동료를 사랑해야 한다. 반면에 제노(Zeno: 기원전
300)를 시조로하는 스토아 학파에서는 사람이 의지에
따라 살면 자신의 운명을 실현시킬 수 있다; 행복이
란 단순한 쾌락을 누리는 것이기 보다는 선악을 구별
하는 지혜를 가지고 욕망을 다스리고 사는데 있다고
가르쳤다(마이어스, 2001, xv).

108) 사회학자와는 달리 심리학자가 주관적 ‘삶의 질’ 또
는 ‘삶의 만족’에 관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
적 최근의 일이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1970년대말에
‘주관적 안녕’ 또는 ‘’행복‘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관
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1980년대에 일리노이 대학의
Diener를 위시한 일단의 성격, 사회, 임상, 측정 심
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생활만족도가 심
리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심리학자들은 이 지
표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또는 ’
행복‘이란 제목하에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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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행복이란 무엇인가?

의 만족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식욕은 풍요의

많은 이들에게 행복은 삶의 지상목표이다. 일하

현상이며, 그것의 만족은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

고 돈 벌고 멋 내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라 자유와 생산성의 현상이다. 식욕의 만족에서

키우는 등의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지기 위

수반되는 쾌락은 기쁨, 즉 희락이라고 불리울 수

하여서”하는 일들이다. 행복, 행복감을 정의하기는

있을 것이다(Fromm, 1947, p.187).

매우 힘든 일인데,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간단히

Maslow(1970)는 Fromm을 인용하여 전자의

넘어가서 “당신은 행복합니까”를 직접 물어보는

쾌락을 낮은 기쁨(결핍동기의 충족), 후자의 즐거

방법을 택한다. 보다 근래에는 행복이라는 너무

움을‘높은 기쁨’(성장 또는 존재동기의 충족)이라

일상적이고

단어보다는

부른다. 낮은 기쁨은 단순자극(simple stimulus)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혹은 안녕

을 통한 긴장해소에서, 높은 기쁨은 활성화자극

감(sense of well-being)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activating stimulus) 내지 긴장고조에서 나오는

쓰이고 있다(예, Diener; 1984; 이훈구, 1997).

것이다(홍숙기, p.50). 행복은 높은 기쁨, 즉 희락

광고문구에서 남용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의

계속적

또는

통합적

경험을

말한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행복인 것이다.

Fromm(1947)은 희락에 비추어 행복을 다음과

"행복이란 전반적인 삶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인

같이 정의 한다:

자기만족이다"(이훈구, 1997, p.214). 행복이라는

희락과 행복은 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양자

말 앞에 주관적이란 말을 반드시 붙여야 할 만큼

는 희락이 단일한 행동에 대하여 말해지는데 대

행복은 본인이 스스로 삶을 즐겁다고 느끼는 넓고

해서 행복은 희락의 계속적 또는 통합된 경험에

일반적인 의미를 내포한 주관적인 생각이다. 행복

대해서 말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한에서 다르다.

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

우리는 (복수로) 희락들(joys)을 말할 수 있지만

다. 오히려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것이 현시점

(단수로) 행복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p.189). 희

에서 삶 전체가 얼마나 충만하고 의미 있는 것이

락은 자기실현의 목표를 향한 길에서 체험되는

며,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러우냐 하는 것을 말하

것이다(Fromm, 1976, p.117).

는 것이다(마이어스, 2001, p.2.).

예술에서건 학문에서건 또는 사업에서건 직업

윤리학자 고범서(1995)는 생리적 긴장과 심리

에서건 인간이 그의 잠재적 가능성을 생산적으로

적 긴장의 해소에 수반되는 쾌락(pleasure)과 풍

발휘하는 활동에 수반되는 만족감, 즉 즐거움이

요의 영역에서 인간의 경험하는 희락(joy)을 구별

희락이요 행복인 것이다. 과정이론 또는 몰입이론

하면서, 희락을 행복과 동일시하고 있다. 굶주림

의 주창자 Csikszentmilhalyi(1990)는 사람들이

(hunger)은 단순한 생리적 욕구를 나타내는데 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면서 느끼는 황홀

해, 식욕(appetite)은 맛있는 미각적 경험에 대한

감 때문에 그 일에 매달린다고 주장하면서“한 활

예상이다. 즉, 음식에 대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

동에 너무 몰두해서 다른 아무 것도 상관이 없는

지 않고 그것이 일정 시간 지속되면 강한 긴장을

상태”(p.4)를 최적경험(optimal experience), 흐

자아내며, 그것이 충족되면 만족 즉 쾌락을 느낀

름(몰입: flow), 혹은 즐김(enjoyment)이라 불렀

다. 이와는 달리 식욕은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다.

다. 행복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인간은 음악과 미

그렇기 때문에, 미각의 만족은 굶주림의 만족과

술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 한가하게 산책하며 자

질적으로 다르다. 굶주림과 식욕은 다르다.

연에서 조화의 미와 우주의 미를 즐길 때, 독서에

이런 의미에서 미각은 음악이나 예술의 맛처럼

서 삶과 역사와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희열에 젖

문화적 발달과 세련의 산물이요, 풍요라는 말의

을 때 행복을 체험할 수 있다. 인간은 생존을 위

문화적 및 심리적 의미에서의 풍요의 상황에서만

하여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거기에는

발달될 수 있다. 굶주림은 결핍의 현상이며, 그것

고생과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직업에서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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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능성을 생산적으로 발취하며 예술의 감상과

의 국민보다 더 행복한 것도 아니었고, 한 나라

지적 이해와 자연이 주는 희락을 즐길 줄 아는

안에서도 국민총생산의 성장과 더불어 행복수준

사람은

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횡단적으로 볼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범서,

p.113).

도 수입수준과 행복의 상관은 미미한 것이었다

하버드대학에서 행복학을 강의하고 있는 탈 벤

(Diener, 1984; 홍숙기, 1994; 이훈구, 1997). 객

-샤하르(Tal Ben-Shahar, 2007) 교수는 행복을

관적 삶의 질(예컨대 GNP, GDP, 사회복지수준,

“즐거움과 의미의 포괄적 경험”이라고 정의하면

교육수준, 인구과밀, 교통체증, 수명, 범죄율 등

서,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과 삶의 의미를

등)과109) 주관적 안녕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함께 느낀다. 한 순간이 아닌 모든 경험이 합쳐진

또한 상관관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느낌을 의미한다. 우리는 가끔 감정적인 고통을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가?

겪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기본적인 성향을

고 했다(p. 70).
한편

갖고 세상에 나오는 것 같다. 성격의 근저에 항상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류보머스키

성이라는 게 있다. 타고난 성향은 환경과 개인의

(2008) 교수는 행복을 “기쁨, 만족 또는 웰빙을

노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우

누리면서 자신의 삶이 좋고 의미 있으며 가치 있

리의 행복은 유전에 의해서 50%가 결정되고, 환

다고 생각하는 상태”(p.49)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에 의해 10%가, 그리고 사람들의 의도적 활동

학자들은 대체로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 또는 웰

에 의해서 40%가 결정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의

빙”(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정의하기를 좋

일치를 보고 있다(이종목․이계윤, 2009).

아한다. 행복은 결국 자신의 전반적 삶에 자족하
는

마음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빌

4:11-12).

H(지속적 행복) = S(설정값: 유전적 요인:
50%) + C(삶의 환경: 환경적 요인: 10%) + V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선택과 활동: 40%)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Martin Seligman(2002)

행복은 결국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은

에 의하면, 행복은 결국 즐거운 삶(pleasant life),

체온과 비슷해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삶(engaged life), 그리고 의미 있는 삶

곧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타고난 유전자나 기질적

(meaningful life)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향(50%)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10%) 외에 중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과의 관계

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성장, 자유와 개인주의가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다. 우리의 행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은 우리 스스로 창조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자유라는 밝은 현실의 바로 뒤에 존재하

다.

는 범죄, 마약문제, 가족의 해체, 정신병리 증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등의 어려운 현실을 보는 사람은 이 물음에 ‘그렇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것은 아니다. 철

다’보다는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게 된다.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간의 관계는 두 수준에

학자 Bertrand Russel은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하
기 보다는 불행하다고 말했다. [행복을 이루기 위

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국가 간의 비교연구

한

15가지

비결]이라는

책에서

Archibald

이고, 또 하나는 국가내의 연구이다. 최근 Diener

Hart(1988)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와 그의 가족은 한국을 포함한 55개국의 삶의 질
과 국민들의 주관적 안녕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연구한 바
에 의하면,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못 사는 나라

109) OECD의 삶의 질은 모두 여덟 개의 사회적 관심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①건강, ②교육과 학
습, ③고용과 작업환경의 질, ④시간과 여가, ⑤재화
와 서비스의 지배력, ⑥물리적 환경, ⑦사회적 환경
(자살률), ⑧개인적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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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6 행복의 심리학

이 20%보다 훨씬 적다고 보고 있다. 전국적인 여

우리는 1960년대에 비하면 (1인당 국민소득

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약1/3이 “매우 행복하

87달러) 국민소득이 300배나 증가했다. 우리는

다”고 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상적인 신

과연 그때보다 300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체를 가진 사람들은 하루의 50%가 행복감을,

까?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지표와 기술지표, 세계

22%가 불행감을, 그리고 나머지 29%가 행복도

최악 수준의 인간존엄과 인간지표가 병존하고 있

아니고 불행도 아닌 그저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다(중앙일보, 2013. 8.29). 우리가 행복해졌다는

한다(Myers, 1992, p.48).

근거는 전혀 없다. 그때가 가난했는지는 몰라도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않

인간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이다. 가

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는 OECD 회원국

족, 친척, 친구, 동료와의 관계는 지금보다 비교되

34개국 중 32위다. 우리나라의 평균 행복지수는

지 않을 정도로 좋았다. 행복은 꼴찌, 불행은 일

100점 만점에 63.2점으로 OECD 평균 72점보다

등인 국가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이철우,

훨씬 낮다. 우리 국민의 70%가 삶에 대해 불만이

2011).

크다. 삶의 질은 꼴찌이고 스트레스 수준 역시 세
계 최고다.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우울하고 웃음이

III.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없다. 초․중‧고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가
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4번째로 높다. 청소년 자살
률과 노인 자살률은 다른 선진국의 몇 배가 된다.
비(非) OECD국가까지 포함한 대한민국의 행복지
수는 조사대상 97개국 중 58위였다. 잘 사는 나
라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거의
바닥수준이다(김진혁, 2011).
외국의 언론이나 학자들은 “한국인은 좀 더 행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
는 성격이 주관적 안녕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하
는 것이다. 겉모양과 소유가 중시되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행복감에 도
움이 된다. 지난 10여 년 간 성격과 주관적 안녕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이 꾸준히 등장했는데,
이들 연구에서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난 성격요인은 적극적인 정신적 태도로서, 외향성
(extravertism)과 자존감(self-esteem), 개인적

복해질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유성은,

통제감

2012). 들소리신문(2015. 12.27) 보도에 의하면,

control/self-efficacy),

한국인들이 삶의 슬픔을 표현하는 언어의 비중이

(optimism)이다(Diener, 1995; Myers, 1992).

매년 19%씩 늘고 있는데,“힘들다”(51%)가 가장
많았고, “슬프다”(19%), “우울하다”(6%), “속상하
다”(4%),“괴롭다”94%),“마음 아프다”(2%) 순으
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는

자기효능감(sense

of

그리고

personal
낙관주의

성격이란 무엇인가? 성격에는 여러 가지 차원
이 있다. 그 차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특질과 자아개념, 그리고 신념과
태도상의 개인차이다. 외향성-내향성은 성격특질

전문가들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이혼과

에 속한 것이고, 자존감은 자아개념의 한 특성이

가출 등 가정해체, 경제문제, 직장의 노동 강도와

고, 낙관주의니 자기효능감이니 하는 것은 신념과

경쟁 심화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원인으로 꼽

태도에 가까운 것이다.

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예방에 쏟는 노력

⑴자존감: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좋아한다.

에 비하면 자살은 방치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
다. 불행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증거는 사

자존감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상적으

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에 비하면 더 풍요로워

로 내리고 있는 평가인데, 이는 긍정 또는 부정으

졌는데, 불행지수는 올라가고 있다(불행지수란 우

로 표현되며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

울증 환자 발생률과 자살률 등의 변수에 기초한

고

다).

다”(Coopersmith, 1967). 높은 자존감, 즉 자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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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있다고

믿는

정도를

나타낸

가족관계연구소장 정 동 섭

심, 자부심, 자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자기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는 것을 말한다. 최근의 연구는 자신에 대한 긍정

행복감을 예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생활의 다

적 느낌은 자신의 약함뿐 아니라 강함에 대한 지

른 어떤 조건보다도 자신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각, 약함에 비해 강함을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통제감이다. 자기

려는 경향을 토대로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통제감이란 무엇인가? “내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Pelham & Swann, 1989). Veenhoven(1991)은

가는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또는 “나에게 일어

자긍심을 주관적 안녕의 한 구체적 정의라고 말

난 일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는 진술 중에

하면서 성격의 한 요소인 자긍심이 주관적 안녕,

어느 것에 동의하는가? “세상은 몇몇 사람의 권력

즉 행복과 같은 개념이라고 까지 주장했다.

자가 지배한다” 또는 “보통 사람이 정부의 결정에

일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가장 잘 예언하는 것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술은 어떤가? 이때 우리

가정생활의 만족, 친구관계, 금전적 수입 등이 아

는 자신의 운명은 재수와 운명에 달려있다고 운

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라는 것이다. 자신

명론적 생각을 하든지, 자기하기 나름이라고 자신

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활전반에 대해

의 운명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심리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다(마이어스, p.133).

학자들은 이를 통제소재 또는 통제부위(locus of

자긍심이 많은 사람, 즉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

control)라고 지칭하는데, 전자를 외적 통제신념

람은 자신을 좋아하고 유복감을 느낀다. 자존감이

이라 하고, 후자를 내적 통제신념이라 한다. 자기

높은 사람은 학문적 수행이 더 우수하고, 심리적

통제력이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서, 자

으로 더 잘 적응하며, 실패 및 죽음에 대한 두려

신의 삶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만족, 자신이 인

움이 적고 적절하게 분노를 표현하며, 실패를 자

생에서 성취하는 업적에 대한 만족, 그리고 자신

신의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외부적 원인에 귀인

에

하며,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그 이후에 수행을

p.208).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이훈구, 1997, p.114).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차원이다(이훈구,

위와 같은 질문에 내적 통제력을 나타내 보이

행복한 부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

는 사람들, 즉 자신이 자기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가? UCLA 연구원 Allen Parducci(1984) 박사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학교 성적도

이 주제를 연구한 결과, 돈과 성공, 건강, 아름다

높고,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며, 더 행복하게 산다

움, 지능, 권력 등은 부부의 주관적 행복과는 별

는 것이다(Myers, p.113). 내적 통제는 여러 문

로 관계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오히려 행복한 부

화권에서 학교성적, 인지발달, 그리고 다양한 성

부는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놀

취와

라운 적응능력과 올바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Findley & Cooper, 1983).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레스 패로트 부부(Les & Leslie Parrott, 1998)

통제감의 상실은 가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

는 당신과 배우자가 평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불

악화시킬 수 있다. “돈이 주는 그 조그만 행복감

행하게 사느냐하는 것은 당신의 태도에 달려있다

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하는 데서 오는 것

고 하였다(p.80).

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건강한 자존감은 긍정적이며 현실적이다. 따라
서 현실에 기반을 둔 이상을 순수하게 성취하고,

데서, 즉 우리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느낌에서 오는 것이다”(Myers, p.114).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살아간

개인의 통제력을 높아지면 건강과 사기도 올라

다. 따라서 건강한 자존감은 좀 더 영구적인 기쁨

간다. 경쟁상황에서 외적 통제자들은 쉽게 포기하

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마련해 준다.

지만 협동상황에서 내적 통제자들은 더 잘 적응

⑵개인적 통제감(자기효능감): 행복한 사람은

한다. 대인간 행동에서 내적 통제자들은 이성과
더 자주 교제를 하고 그 관계에 만족한다(이훈구,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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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8).

질병의 결과에 획기적인 차도를 가져오는 가장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해서 통제감을 갖는 자

확실한 것은 희망이다(스위트, 2001). "희망은 목

는 역시 행복하다. 아무 것도 안하는 사람, 특히

적이 무엇이든지간에 이를 성취하려는 의지와 방

시간을 계획하지도 채우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불

법이 있다고 믿는 것“(Koch, p.188)이다. 연구결

만에 차게 마련이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은 시

과에 의하면, 낙천적인 사람이 더 건강하며 병도

간이 꽉 차있고, 계획되어 있으며, 정확하고 효율

잘 안 걸리고 심장수술이나 암에서 쉽게 회복하

적이다. 불행한 사람들은 미룰 때가 많으며, 비효

며

과적이다(Myers, p.116).

(Myers, p.117). 정신적, 감정적 상태의 변화가

민주주의와 개인적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인

혈액검사를

해보면

면역성도

크다고

한다

신체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간은 가장 잘 번영한다. 그 이유는 대개 선진 민

낙천적인 사람은 “신념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이 노력하면 상황과

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반드시 성공할

운명을 스스로 변화실 수 있다는 내적 통제력을

수 있다,”“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성공할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 있다”와 같은 태도로 인생을 대한다. 낙천적인

Koch(2000)가 어렸을 때의 사소한 일, 우연한
사건, 그리고 작은 원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유
아기에 형성되는 자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은 성공을 더 많이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
니라는 말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다. 연문희
(1996)는 성공은 성공의 어머니이고 실패는 실패
의 어머니라고 했다.“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성공
한 것만큼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목록이 늘어난

유아기의 사고방식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

다. 그것이 쌓여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신있게

이도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힘을 얻어

문제에 도전할 때에 온 정력을 집중시켜 일할 수

현실로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있다. 그런 경우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으며 그

좋아한다고 스스로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

것은 또 하나의 성공으로 기록이 남게 되어 자아

모두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도 그렇게

개념을 긍정적이 되게 한다”(p.169).

미움 받을 짓만 골라하는 사람이 된다(p.185).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새로운 배우자,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집, 생활양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식 또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태도 등에 대한 결

다. 이는 단순한 사실이며 번영과 성공의 놀라운

정은 모두 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법칙이다. 좋은 소식이 있다. 그것은 나쁜 소식을

며, 또한 모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좋은 소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태도만 바

숙명론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꾸면 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뿐 별로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인간에게는 생

있다“ 등등의 표현은 다 같이 낙천주의에 대한 낙

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

천주의요, 귀담아 들을만한 진실을 담고 있다. 늘

는 자유가 있다(Koch, p. 186).

습관적으로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된다’

⑶낙천주의: 행복한 사람은 희망에 차 있다.

고 말하는 사람이 기쁨과 모험을 더 즐긴다.

영혼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은 행동을 낳고

여기서 말하는 낙천주의는 허상적이고 비현실적

행동이 모여 진리가 된다. 안에 있는 것이 곧 밖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라던 기대가 무

으로 나온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너질 때에는 부끄러움과 좌절감이 따를 뿐이다. 현

그러하다(잠 23:7). 사물을 보는 태도가 긍정적일

실을 무시한 끝도 없는 낙천주의는 끝도 없는 욕

수록 더 행복하다는 말이다. 물 반잔이 있을 때

구좌절을 가져온다. 행복을 위한 처방은 긍정적 또

반 밖에 없는 것을 보는 것 보다는 반이나 남은

는 부정적 생각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

쪽을 보는 태도가 더 행복을 느끼게 한다.

리는 ‘넉넉한 낙천적 사고’로 희망을 가져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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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연구소장 정 동 섭

만 ‘염세적 직관’도 있어서 안이함에 빠지지 말아

이 하고 직장도 더 좋고 따라서 더 행복한 생활

야 한다. ‘현실주의적’ 생각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을 한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감정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과 어울리고, 우울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우울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은 무조건적인 낙천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건강한

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기본적 성격상의 성향을

자기방어적 낙천주의이며, 분명한 생물학적 근거

갖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 같다. 그 성격의 근저

도 있다. 낙천주의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성공과

에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다. “10대가 끝날 때쯤

행복의 요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동기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 친숙성, 정직성

부여자인 것 같다 (Koch, p.188).

등이 굳어지게 된다. 낙천적 성격도 지속적이

⑷외향성: 행복한 사람은 외향적이다.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 더 행복감을 느끼
고 생활만족도도 더 높다. 외향적인 사람은 우선
쾌활하고 기운차다. 자신감에 찬 사람들은 자기도
자신을 좋아할 뿐 아니라 남도 자기를 좋아할 것
이라고 자신한다. 이런 태도는 자기 기대대로 성
취되는 예언과 같아서 외향적인 사람이 더 긍정
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다.

다”(Myers, p.122).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산물
이지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외향성과 같은 특성에 유전의 영향이 있겠
지만 모든 것이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향이란 환경과 개인의 노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내일의 세계이며 우리의 모습이다. 새로운 행동을
하고 나면 새로운 생각이나 내적 변화가 일어날
때가 많다. “성격은 숙명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에

외향적인 사람이 왜 더 행복한가? Pavot와 그

게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스스로 변화시킬

의 동료들(1990)은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수 있는 자유가 있다”(Goleman, 1995, p.179).

같은 가설을 세웠다: ⑴외향적 사람들은 타인과

우리는 성격을 바꿈으로써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며, 남과 같이 지내는 시간
은 혼자 지내는 시간보다 더 행복한 경향이 있다;

IV. 행복의 조건: 무엇이 있으면 행복한가?

⑵외향적 사람은 상황이 사회적이냐와 무관하게

행복학을 연구하는 이들의 일관된 관심사는 “무

더 긍정적 감정을 초래하는 능동적 보상체계를

엇이 있으면 행복한가?” “어떤 생활조건이 행복과

가지고 있다; ⑶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더 많은 시

관련이 있을까?”하는 것이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

간을 사회적 상황속에서 억지로 보내게 되는데

인가?

이러한 상황은 내성적 성격소유자보다는 외향적

⑴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다.

성격자에게 보다 알맞은 상황이므로 외향적 성격

첫째, 연령과 상관없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

자는 내향적 성격자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행복하

소는 건강과 신체적 조화이다(Myers, p.76). 신

다; ⑷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면 더 외향적이 된다.

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육체적 운동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이훈구(1997)는 다음과 같

행복한 하루의 필수요소는 육체적 운동이다. “나

은 결론을 내렸다. 외향성 성격자들은 내향성 성

는 운동하는 동안이 아니라 운동을 끝내고 나면

격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더 사회

언제나 기분이 좋다. 이런 이유는 운동을 하면 엔

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성향이 있어서 외향적 성

돌핀이라는 특정 마약과 비슷한 자연적 항울제가

격자들이 자기성격에 맞는 사회적인 직업을 더

나오기 때문이다. 매일 운동하는 것은 필수적 습

많이 택한다는 것이다(p.135). 외향적인 성격자들

관이다”(Koch, 2000, p.192). 16년간에 걸쳐 하

은 내향적인 성격자들에 비하여 더 많이 결혼하

버드 대학교 졸업생 17,000명을 조사해 봤는데

고 친구도 더 많이 사귀고 사교적 활동도 더 많

운동을 한 사람들이 안 한 사람들보다 장수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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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는 결론을 얻었다(Myers, p.76). 규칙적인

는 것보다는 할 일이 있는 것이 더 좋고, 자기가

운동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릴 확

만족하는 일을 하는 것은 더욱 좋은 것이다. 러시

률도 감소시킨다.

아의 극작가 Maxsim Gorky는 “일이 기쁨일 때

스위트(2001)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루에 30분

삶은 환희요, 일이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의무일 때

씩 운동을 하면 체중은 줄어들고, 영적인 능력은

삶은 노예생활이 된다”고 하였다(Myers, p.129).

강화되며,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사실 걷

일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하는 것은 곧 인생에 얼

는 것만으로도 에어로빅, 조깅, 라켓볼, 테니스 등

마나 만족하느냐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을 하는 것과 같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운동

무엇이 일에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인가? 일이

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심장병,

란 두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불만을 가져다 줄

당뇨병,

수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일에 압도당하는 경우이

고혈압

등을

막는

좋은

예방책”(pp.

90-92)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고 또 하나는 일에 실망하는 경우이다. 우리가 해

웃음은 건강에 좋은 양약과 같다. 인체물리학적

야 할 일이 우리가 가진 시간과 능력에 비해 너

으로 웃음은 사람들이 슬픔과 모순에 부딪칠 때

무 클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느낀다.

윤활제 역할을 해주며,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심

반면에 우리가 가진 시간과 능력이 해야 할 일에

지어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준다(스위트, p.34). 김

미치지

경태(1991)는 웃음에는 건강작용과 친화작용, 집

Csikszentmihalyi(1990)는 이 불안과 싫증 사이

중작용, 그리고 기억작용의 효능이 있다고 했다.

어딘가에 할 일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웃음이

연구가인

시간에 딱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발

William Fry(1984)는 “건강한 영혼을 간직하고

견하였다. 그는 이 축복된 영역을 몰입(flow) 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에 100-400번 가량은

는 최적체험(optimal experience)이라고 불렀다.

웃는다. 내적 조깅인 웃음은 아품을 없애는 카타

몰입의 특징은 집중과 몰두인데, 그러한 행복체험

골라민의 생성, 칼로리의 연소, 동맥긴장완화, 소

을 하려면 도전적이고 목표가 분명하며 기술이

화효소 분비촉진, 내분비 계통의 자극에 영향을

필요한 과제에 직면해야 한다고 보았다.

건강에

미치는

이점에

관한

못할

때에는

곧

싫증이

난다.

준다”(p.262)고 말했다.“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

몰입상태에 있다는 것은 가히 자기를 잃어버린

신”이라는 말은 어느 연령층에도 해당되는 좋은

상태이다. 어린 아이들이 놀이에 몰입해 있는 것

말이다.

과 같이 “무용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 의

⑵행복한 생활에는 일과 여가와 휴식의 조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여가와 휴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일은 우
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은 인간의 타
락으로 주어진 형벌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인간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 다만 인간이 범죄함

사, 작가, 등산가, 항해사, 도자기 굽는 장인, 농
부, 청소년을 모두 두루 살펴보면 누구에게나 뚜
렷하게 나타나는 원리가 하나 있다. 그것은 자기
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에 정신을 잃고 몰입하
는 것처럼 신바람나는 일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신바람나는 일은 우리의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자신감과 행복감을 올려준다”(Myers, p.133).

으로 즐거운 일을 힘든 일로 만든 것이다. “우리

많은 연구결과들을 메타분석한 바에 따르면, 직

는 살기 위해 일하지 않고 일하기 위해 산다. 우

업만족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일 특성들은 자율

리는 주어진 일을 통해 사명을 성취한다. 생명과

(.46), 기술다양성(.41), 효율성에 관한 피드백

사명과 소명은 늘 함께 한다”(한기채, 2002).

(.47), 과제중요성(직무가 남들의 삶에 영향을 미

노동이나 일은 해악임과 동시에 하나의 축복이
지만 축복에 더 가깝다. 하는 일없이 무위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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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정도, .38), 과제정체(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
는 일을 완성함, .32) 등이었다(Argyle, 1987,
p.35).

행복감은 생각 없는 수동성 속에 있는 것

가족관계연구소장 정 동 섭

이 아니라 목적의식이 뚜렷한 도전에 있는 것이다

을 만들고 난 다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마이어스, p. 174).

못하다”(창 2:18)는 말로 인간의 사회적 특성을

여가생활. 여가란 우리가 한가로운 시간에 하고

선언하였다.

싶어서, 재미가 나서, 그리고 금전적 이득이 아닌

심리학자 John Bowlby(1980)는 애착관계의 중요

자신을

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위해서

하는

활동을

말한다(이훈구,

p.198). 사람들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하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애착관계를 맺는 것은

여 조사를 한 Csikszentmihalyi(1990)는 다음과

유아기나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장년기,

같이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 생애를

우리 모두는 여가를 바란다. 그러나 막상 여가

통해 삶의 중심점 역할을 한다. 이런 애착관계를

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잘

통해 삶에 필요한 힘과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가

모른

다. 이런 여가의 경우에 사람들은 더 수

공헌하는 바를 통해 남에게도 힘과 기쁨을 줄 수

동적이 되고, 짜증을 내며, 슬퍼하고, 나약해 보이

있다. 애착관계에 대한 사실이야말로 현대과학과

는 등 모든 경험이 나쁜 쪽으로 기울어진다. 마음

전통적 지혜가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문제다.

의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는 친근한

보거나 남이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 등으로 대리

관계를 맺고 싶은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경험을 할 방법을 찾는다. 이러한 수동적인 여가

있다. Glasser(1984)는 이것을 소속감의 욕구, 즉

활동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으나 사람을 약화시

사랑하고 나누고 협조하고 싶은 욕구라고 하였다.

키고 기력을 빼앗는 나쁜 역할을 한다(p.136).

우리는 이 욕구를 우정과 가족관계를 통해 충족

우리나라 사람들의 휴일여가활동방법은 TV시청

시킬 수 있다.

(62.7%), 휴식, 수면(50.7), 가사, 잡일(33.5),

우정은 대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가족과 함께 보냄(22.8), 스포츠(8)순으로 나타났

이런 의미에서 우정은 권위주의적인 위˙아래; 지

는데,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면, 47.4%가 가족과

배˙종속관계가 아닌 민주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가

함께 보낼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22%가 드라이

장 만족스러운 관계는 친밀한 관계이다. 친구란,

브, 등산, 여행을, 15%가 자기계발과 독서, 연구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관계로

하겠다고

2002년감,

스스로를 꾸미지 않고 열어놓을 수 있는 관계이

Myers(1992)에 의하면, TV를 보는 사

다. 행복과 자기노출 사이의 관계는 양면적이다.

람 중에 3%만이 몰입현상을 경험하고, 39%는 냉

행복하면 자기노출을 잘하고, 자기노출을 잘하면

담을 겪는다고 한다. 그러나 예술활동이나 취미활

행복해진다. 기분이 좋으면 우리는 개방적이 되

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47%가 몰입현상을, 4%

고, 기분이 언짢으면 움츠러든다. 따라서 우리가

가 냉담을 겪는다. 또한 여가 활동에 드는 돈이

우리들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

적으면 적을수록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행

을 때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감소

복감을 느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p..137).

한다.

p.465).

응답하였다(조선일보

⑶사랑하는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친구관계의 양상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

사랑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없다. 사랑하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가까운 우정을 맺고 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필수조건이다(이다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자기개방을 더 잘한다(윤

도시, 2002). 삶의 질,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

진, 1984; Argyle, 1987). 남자들은 같은 운동을

인은 일과 사랑 두 가지이다(홍숙기, p.169). 사

하거나 활동을 함께 함으로 친해지나 여자들은

람은 대개 일과 사랑의 영역에서 행복을 추구한

대화를 나눔으로 친밀감을 느낀다(정동섭, 1994).

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창조주는 처음 사람

우정이 계속 자극적인 것으로 남으려면, “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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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점 점 더 많이 알게 되고, 그의 독특한 개성

재혼하고 그 중 절반가량이 다시 3년 안에 재혼

의 새 면모를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개성

한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기 위해

을 개방”(Csikszentmihalyi,1990, p.188)해야 한

결혼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한다. 불행한

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정서적 이혼상태에 있는

결혼 및 가정생활. 안녕감은 행복하고 편안한

부부도 많이 있지만, 아직은 결혼한 부부가 이혼

가정생활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전체적인 일상생

하거나 별거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오

활에서 만족, 행복해 하는 정도는 가정생활에 만

래 살고 더 건강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입증

족하는 정도와 높은 관계가 있다(한국갤럽, 1990;

되고

Myers, 1992). 친숙한 인간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Wallerstein, 2000)..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있다(Waite

&

Gallagher,

2000;

결혼는 행복도에 가장 중요한 변수다. 자신의

• 친한 친구관계나 친밀한 결혼관계보다 높은

부부관계를 매우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부부는 인

수입과 직업적 성공 그리고 개인적 위신을 더욱

생 전체를 행복하다고 평가한다(Parrott, 1998).

선호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위한 마지막 지름길은 자

사람들보다 두 배 정도 자신을 “꽤 불행하다”거나

신과 배우자가 원하는 생활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불행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 여기에는 자신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그리

•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가?”하는 질문이나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
미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친구, 연인들과의
원만하고 친숙한 관계라고 대답한다. 태양은 웃으
면서 식사하는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
려다본다.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누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가? Nick

고 사회생활 간의 조화된 균형이 필요하다. 사람
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삶의 질을 유지
하고, 집안 일과 사회생활에 참여할 시간을 가지
며, 직장 안과 직장 밖에서 만족을 누릴 때 진정
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⑷건강한 신앙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
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Stinnett,

Parrott,

Stinnet(2002)는 6000쌍의 부부를 상대로 한 연

Myers 등)은 한 결 같이 신앙이 행복과 긴밀한

구에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⑴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신앙심이

로의 유익과 행복을 증진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서로 상반되는

고, ⑵서로을 인정하고 칭찬해 줄 줄 알며, ⑶훌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너

륭한 대화기술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데 많은

희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⑷서로 질적으로도 실속

10:10)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

이 있고 양적으로도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

⑸확고한 신앙을 공유하고 있으며, ⑹스트레스 관

만하게 하려함이라”(요 15;11)고 말씀하셨다. 우

리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위기에 긍정적인 방식으

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할

로 대처한다 것을 발견하였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때(행 20:20) 마음에 평안과 안식, 희망과 기쁨을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부가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이와 반대로 종

지배와 종속의 수직적 관계를 지양하고 서로 이

교는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허상으로서 일종의

해하고 존중하는 수평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여

병일 수도 있다고 힐난하였다. 종교는 죄책감과

야 한다.

억제된 성욕, 억눌린 정서를 수반하는 ‘강박노이

우리나라는 현재 세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이
혼하는 추세에 있다. 이혼한 사람의 75%가 다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요

로제’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교심리학자 William James가 강조했듯이, 종
교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할 수도 있고 활기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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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건

불행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한다. 정말로 고통당하

강하게 할 수도 있다. 모든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는 것보다 우리

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기 때

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남

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미와 유럽에서 실시한

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내가 그만큼 기분이

조사연구에 의하면,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좋아지게 만드셨다(벧전 4:10).

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삶에 행복과 만족을 더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yers, p.183).

신앙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영원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도와준다. 내세

종교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에게서 행복지수가

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준다. Billy Graham(1975)

높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신앙는 위기를 극복하

이 말한 것처럼, 진정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는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활발한 신앙심은 우울

사람만이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기독교신앙

증과 같은 심리적 질병을 줄이는 일에도 도움이 된

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현실에 충실하게 하는 특징

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이 있다.

범할 확률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앙인

행복의 역설. 행복은 쫓아가면 도망가 버린다”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알코올중독이나,

속담이 있다. 긍정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추구하면

이혼, 불행한 결혼생활, 자살을 할 확률이 훨씬 낮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자멸

다는 것이 밝혀졌다(Myers, p.185). 종교적 활동이

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행복을 직접 추구하면 불행

활발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오

해진다고 조언한다.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망막이

래 산다.

손상되지만 무지개를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것과

신앙심과 정신건강 및 행복감 사이에 이와 같

같은 이치다. 추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공,

은 긍정적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명성, 영향력, 재미, 즐거움 같은 행복의 대체물뿐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서로 돌봐주는 공동체와

이다.

연관을 맺고 있는 것,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하고

19세기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있다고 느끼는 것, 겸손과 깊은 용납을 경험하는

Mill(1987)은 벌써 이를 간파했다. “그들 자신의

것,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에 초점

행복 이외에 다른 대상에 정신을 집중하는 사람

을 맞추는 것, 죽음을 비롯한 비극을 새로운 시각

들만이 행복하다. 그렇게 다른 어떤 것을 목표로

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Myers, p.186).

하던 도중에 그들은 행복을 발견한다...행복이 아

Martin Seligman은 오늘날 만연한 우울증의 원

니라 다른 어떤 목적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

인이 “공동선에 대한 헌신적 태도가 없는...엄청난

만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기회다. 행복이 행복인

개인주의”라고 하였다. 현대인에게는 뭔가 모자라

줄 모르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는 부분이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소속

기쁨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우연

감,

히 기뻐야만 삶이 즐거운 것으로 바뀐다. 내가 과

상호관련,

사람들의

일부라는

생각

등이

다”(Bellah, 1985). 종교 공동체, 교회와 성당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공동체 경험이다. 이

연 행복한지를 묻는 순간 행복은 중단된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존스

와 같이 종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기 때

Marytn Lloyd-Jones(2002)도 같은 취지의 말을

문에 중요하다.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했다. “행복이란 절대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결국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사소한 목표들에게

그 자체를 찾아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행복이

의미를 제공해 주는 하나의 커다란 목표와 통일

란 다른 것들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다...너희는

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삶의

주제를

향해

흘러가는

것이다

(Csikszentmihalyi).
건강한 종교심은 우리를 이타적이 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행복이란 두
가지에 의존하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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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의존하며, 둘째는 내 주

아는 모든 사람들과 맺는 인간관계이고, 그 이외

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와

의 모든 것은 그 밑에 딸린 것이라고 생각한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행복의 비

다”(Myers, 1992, p.203).

결이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행복은 하나님과 맺는

알렌

파두치의

범위빈도이론(Allen

Parducci

관계에 따라서, 또한 우리 영혼의 상태와 조건에

range-frequency theory). 정서를 강하게 느껴야

따라서 좌우된다고 말씀한다‘(마 6ㅣ33).

할까, 자주 느껴야 할까? 행복은 즐거운 경험의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행위를

강도보다는 그 빈도에 따라 얻어진다. 행복은 복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은 어떤 행위의 부산

권당첨이나 금메달과 같은 대단한 행운으로 얻어

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 행복의 원리는 내

진다기보다는 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로 얻을

적인 모순을 담고 있다. 이를 행복의 역설이라고

수 있는 것이다. 일관성 있는 안녕감의 느낌이 가

한다. 그래서 행복학자들은 한 결 같이 행복을 간

끔 황홀감을 느끼는 것보다 보다 유리한 효과를

접적으로 추구하라고 조언한다.

지닌다는 결론이다. 기쁨의 강도보다는 작은 기쁨

행복해지려고 계속 애쓰거나 자기가 행복한지

을 자주 느끼는 데 행복이 있다는 것이다.

줄 곧 감시한다면 그로 인해 오히려 행복에서 더
멀어질 뿐이다. 행복한 사람은 이미 행복하고, ‘좀
더 행복해지기’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세거스
트롬, 2007).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행복의 조
건들이다. 행복은 이들 조건의 부산물이기 때문이
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에 시골길을 산책하거
나, 열심히 일에 몰입하거나, 배드민턴을 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대화하
며 사랑을 나눈다.

V. 나가는 말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우
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
리는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시도하는 가운데, 행
복은 나이나 성별, 인종이나 지역, 교육 같은 것
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살
펴보았다. 행복과 직접 관계되는 것들은 육체적
건강, 웃음과 여가, 단잠을 잘 수 있고 가끔씩 고

당신은 행복을 직접 발견하거나 취득하거나 성

독을 즐기는 것, 자긍심이나 자제력 낙천주의와

취할 수 없다. 올바른 조건을 조성하고 기다려야

외향성 같은 특성, 우리의 정체감을 고양시키고

한다. 행복은 나비와 같아서 조용히 기다리면 우

우리를 몰입의 경지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일이

리를 찾아오게 마련이다. 식물에 햇빛과 물, 그리

나 기타 활동들, 우리를 지지해 주는 친구나 배우

고 좋은 토양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사랑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고 내세에 소

과 일,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초월자에 대한 연

망을 주는 종교적 신앙이라는 것을 검토해 보았

결감이 필요하다(Haidt, 2006). 행복감은 유전자

다.

와 삶의 환경, 그리고 뚜렷한 의지가 어우러진 결
과이다.

한국인이 하루 동안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행
위는 먹을 때와 대화할 때이다. 좋은 사람과 시간

“행복의 진수는 차분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을 함께 보낼 때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의 핵심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을 음미하는 것이다.

한 장의 사진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내게 있어서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이런

는 것,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것, 꾸부정한 자

저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서은국, 2014).

세로 글을 쓰는 것에서 시작하여 나의 아내와 이
야기를 하다가 잠드는 순간까지, 내가 주어진 하
루의 순간순간을 최대로 보내는 것을 뜻한다. 우
리의 삶을 전체적인 긴 안목으로 살펴보면 거기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가족을 포함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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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열거한 행복의 조건들은 결국 “행복한 삶
의 지침서”(신 10:13)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제
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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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함으로, 일과 휴식과 여가,

_____. [행복의 심리학]. 학지사, 2016.

그리고 사랑과 우정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누려

최경희. [욕구총족과 주관적 안녕]. 서울: 연세

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는 ‘사람, 밥, 대화’라고 한다. 좋은 사람과
맛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친밀한 대화로 소통할
수 있다면 거기에 행복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주어진 축복을 향유할 줄 알

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5.
패로트, 레스 & 패로트, 레슬리. [결혼: 남편과 아
내,

다 연결하는 경험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우울

사랑하라].

정동섭

역.

요단,

1998.
탈 벤-샤하르. [해피어]. 경기: 위즈덤하우스,
2007.

아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식사하며 대화하는 시
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라. 우리는 성취하는 경험보

이렇게

한기채. “더불어 함께 사는 영성과 윤리,” 제1
회

전국목회자세미나

교재,

서울신학대학

과 불행의 치료제는 행복이다. 불행을 줄이고 더 많

교, 2002.

은 행복을 퍼뜨려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 자신

홍숙기. [일과 사랑의 심리학: 남자와 여자의 생

도 행복해진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더 행복해진다.

활환경과 행복]. 서울: 나남출판, 1994.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마땅히 행복한 삶을 살아
야 한다. 행복하기로 선택하라.

Argyle,

The

M.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Routledge, 1987.
Averil, J.R., & Moore, T.A. Happines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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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학력 또한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다
Ⅰ. 행복교육의 출발

양하게 분포되어 개별 학생들의 학력에 맞는 맞
춤식 교육을 하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더

1. 벌교고는 행복학교

불어 농촌의 어려운 제반 여건으로 인하여 결손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해안 바닷가 근처 시

가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증가하

골에 위치한 평범한 작은 사립고등학교에서 평생

고 있어서 가정 내에서 자녀들에게 자율적으로

을 근무해온 나는 불과 6년 전까지 25년간의 평

공부할 수 있는 정서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이 미

교사 시절을 지내는 동안 평가를 위한 시험문제

비한 실정이다.

출제를 할 때면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것은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난 후

있는 저출산 문제는 본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

에 남는 게 무엇일까? 일평생 살아가는데 이 시

소도읍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 총인구뿐만 아니

험문제가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라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읍면 단위

의문이 들곤 했다. 석학 아놀드 토인비가 한국 학

의 농어촌에 소재한 많은 학교들이 근래 신입생

생들이 85%가 미래에 써먹지 못하는 교육을 받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엄연한

고 있다는 기사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였다.

현실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

본교는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의 야산 중턱에

된다면 대부분의 농어촌 학교는 통폐합의 과정

위치하고 있으며, 지대가 높아 벌교읍내와 제석산

을 거쳐 사라지게 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또한 주택지

실제로 최근 본교 주변 모고등학교의 경우 기본

역에서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조

학생 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학급수 감축으로

용하고 숲과 어우러진 교정은 친환경적인 학습

학교가 존폐 위기의 기로에 서 있기도 하다.

환경으로 손색이 없어 면학을 정진하기에 안성맞
춤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에 비
해 상대적으로 본교 인근에 청소년 놀이공간이나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편이고 사설학원이나 과외
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 본
교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본교도 3~4년 전까지 매년 학생모집의 어려
움과 더불어 학교 내적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일부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외나 학원 수강 등 사교육에 더 치중
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면서 학교 수업시간은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전락하는 등
교실 수업 붕괴 현상도 심화되고 있었다.

본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
상 대다수 학생들의 성품이 순박한 편이나 일부
는 도시에서 적응이 어려워 시골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섞여 있어 돌출 행동으로 인해 다른 학
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학생들도 존재

그런데 이러한 농촌 인구 및 취학아동 자연감
소로 인한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현상 속에서
인근의 지방 명문고교와 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교는 몇 년 전부터
매년 신학기가 되면 지원자가 넘쳐 입학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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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출신을

이 중에서 2014년 말에 알게 되어 2015년부

보면 보성군 관내 학생뿐만 아니라 타지역 학생

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하브루타 수업은 올해 3

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입학정원보다 지원자가

년째 진행 중이며 이제 각 교과별 특성에 맞게

넘쳐나는 실정이어서 주변 다른 학교의 부러움

적절한 수업방법으로 정착 발전하여 자리를 잡

을 사고 있다.

았다. 한국교원연수원 원격연수 프로그램으로

지방의 별 볼일 없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학생

본교 선생님들의 교과별 하브루타 수업을 촬영

들이 몰려오는 기현상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하여 전국의 초중등교원들이 연수를 받고 있어

어떤 신문 보도나 특별한 홍보 전략 때문이라기

서 하브루타 수업으로 유명한 학교로 알려지고

보다 본교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있어 전국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다녀갈 뿐만

의 입소문이 주된 요인이다. ‘벌교고는 재미있

아니라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과 법무연수원 같

다.’ ‘벌교고는 특별하다.’ ‘ 벌교고에 오면 행복

은 학교기관이 아닌 교육 기관에서까지 견학과

하다.’는 입소문이 학생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본교를 방문하여 수업

것이다. 대학 입시에 찌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을 참관한 분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하브루타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과연 몇 학교나 이렇게

교수법이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우리 학교에 오면 재미있고 즐겁다고, 행복하다

위해 한국교육에서 꼭 받아들여야할 교수법으로

고 학생들이 자랑하고 다닐 수 있을까? 학생들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약속이나 한 듯이

이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궁금

공통적으로 하여 우리도 매번 놀라고 있다.

하지 않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본교는 앞에서 밝혔듯이 다양한 배경에서 자

단순 암기식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기보다 각자

란 학생 구성원으로, 가정적으로 불우하고 어려

가진 생각의 그릇을 키우고,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운 환경에서 자라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입

교육이야말로 21세기 미래 인재를 기르는 최고의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본교만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

학생중심, 활동중심, 과정중심, 체험중심 교육을

램을 내실 있게 운영 해온 결과, 바른 인성교육

통해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협업

과 더불어 우수한 진학 실적으로 인해 현재 전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본교에서 실시하고 있

남 동부 6군 지역에서 명실상부한 명문학교로

는 하브루타, 디베이트교육, 다양한 동아리활동,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다.

통통리그를 통해 이러한 미래 핵심역량을 신나고

이러한 기반에는 기독교 학교로서 지속적인
인성과 행복교육,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격의
없고 친밀한 관계 유지 속에서 바른 품성을 지
닌 학생으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입학생과 졸업생을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과정을 거쳐서 몰라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특히 본교에서 실시 중인 하브루타 수업, 디

즐거운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 가고 있는
것이 본교의 특색이요, 특별한 경쟁력이 아닌가
싶다.
2016년도에는 놀랍게도 고 박태준 포스코 회장
이 만든 청암상의 교육부분 최종후보까지 올랐다
가 아쉽게도 고배를 마시었지만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학교활동인 수업을 통해서 행복해하며 수
업외 활동을 통해서도 신나고 재미있게 학교생활
을 하고 있음은 크나큰 보람이요, 기쁨이다.

베이트 교육, 학생 맞춤형 각종 다양한 동아리
활동, 학교 생활의 오아시스인 통통리그 등의

2. 왜 행복교육인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불행하다. 문용린의

본교만의 특별한 교육활동으로 학생 및 교직원

「행복교육」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성공

들이 자부심과 긍지가 높다.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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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유예한 채 무조건 참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취한다.

인내하는 고진감래형 교육을 받고 있다. 한 설문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을 ‘성공적인 삶의 결과물’

조사를 통해 15~19세 청소년 중 68.8퍼센트가

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입증된 여러 연구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고,

사례에 의하면 행복은 성공적인 삶의 도착점이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대답한 응

아니라, 오히려 성공으로 가기 위한 시작점이다.

답자도 44.7퍼센트에 달했다. 세 명 중 두 명은

한 논문에 따르면 평소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학교생활에서 성적이나 교우 관계로 고통을 받고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남

있으며, 또 두 명 중 한 명은 가정에서조차 마음

은 물론, 감기 바이러스를 신체에 투여한 실험에

편히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도 더 높은 면역력을 보였으며, 어려운 문제를

하지만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주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의지와 창의력도 더 높
게 평가되었다.

부모들이 그토록 바라는 내 아이의 성공도 사실

행복교육이란 아이 스스로 자신의 꿈과 끼를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찾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을 세워 열심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마음에 부모들은 아이

노력하며, 그 가운데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는 교

에게 ‘행복해지려면 우선 성공해야 한다.’고 말한

육을 말한다. 현재의 행복을 충분히 누리며 자신

다. 이른바 ‘선 성공, 후 행복’을 철석같이 믿고

이 원하는 일을 찾아 노력하는 아이는 학습 수행

현재의 행복을 보류한 채 지금은 우선 참고 열심

능력도 뛰어나다. 학자들에 따르면 행복은 50퍼센

히 공부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

트의 유전적 요인과 10퍼센트의 외부적 요인, 40

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고진감래형’ 교

퍼센트의 변화가능성에 의해 달라진다고 한다. 다

육이다.

시 말해 행복에 유전적 성향이 상당 부분 영향을

하지만 최근 들어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학, 경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후천적인 노력에 따라

제학 등 각 분야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

얼마든지 그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에 이른다는 사실

교사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노력이 바로 행복

을 연이어 밝혀내고 있다. ‘어릴 때부터 행복감을

교육이다.

자주 느끼게 하여 행복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강
조한다. 바꿔 말하자면 현재를 즐기고, 원하는 길
을 개척하며, 행복을 많이 체험한 아이가 미래에
더 성공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이다.

3. 행복한 교사,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
학생들에게 행복한 배움의 터가 필요하듯, 교사

그래서 우리의 고진감래형 교육 방식이 추구하

들에게도 행복한 가르침의 터가 필요하다. 아이들

던 ‘선 성공, 후 행복’이라는 공식은 이제 재검토

이 행복한 교육을 받으려면 교사가 행복해야 한

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부모와 교사는 ‘미래의 행

다. 행복은 전염성이 강한 감정이다. 교사 스스로

복을 위해 성공을 추구하는 교육’이 아닌 ‘현재의

행복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아이들에게

행복을 체득하여 성공을 불러오는 교육’을 실천해

진실된 행복이 전달될 수 있다. 만약 교사가 불행

야 한다. 행복에 대한 관점 바꾸어야 한다. 즉, 성

하다면 행복교육은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탁상공

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론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공한다.’
심리학자인 소냐 류보머스키는 행복과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나 우정, 수입, 건

모든 아이에게는 땅속에 묻혀 있는 금맥처럼
숨은 재능이 있다. 곡괭이로 금맥을 캐듯, 적절한
자극이 주어진다면 미처 발현되지 못한 아이 안
의 숨은 재능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 적절한

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자극이란 ‘원하는 것을 잘 하도록’ 하는 경험이다.

소냐 류보머스키의 말은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따라서 아이가 가진 끼를 찾아 그것이 꿈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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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몫이며, 이

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그 날 강사님들과

것이 곧 행복교육이다.

점심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본교에서 연수를 실

본교에서는 이러한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바로 흔쾌

바탕으로 수업을 통해 교사가 지식을 직접 가르

히 수락하여 연수가 성사되었다. 그리하여 본교

치기보다 학생의 숨은 재능을 끄집어내는 새로운

선생님을 비롯하여 관심 있는 광주 전남 소재 학

교육 패러다임인 하브루타 수업을 적용하여 학생

교의 여러 선생님들이 몰려들어 본교 교원들과

들이 배움의 행복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함께 하브루타에 대한 연수를 받고 하브루타에

교사로부터 지식을 전달받는 수동적인 지식 전수

대해서 서서히 눈을 뜨고 조금씩 실천하게 되었

자가 아니요, 하브루타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배

다.

움의 주인공이 되어 능동적인 학습자 및 또래 교
사로 변신하여 수업의 주체가 됨으로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2. 사고력을 키우는 하브루타 수업
가. 인문계고교에서 하브루타 수업이라니?

하브루타 교과 수업 외 활동으로는 학생의 흥

지금은 하브루타 수업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졌

미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동아리 활동, 통통리그,

지만 2015년 초 하브루타를 처음 시작할 당시 사

선플 운동 등으로 행복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다

실은 본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디베이트를 시작할

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결과 등을 진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고민이 있었다. 가장 어

술하고자 한다.

려웠던 점은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하브루타 수업
방식이 과연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얼마나 연계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과 반발이 많이 있었고

Ⅱ. 학생이 행복한 하브루타 수업

전반적으로 매우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하브루타
를 하다가 수능 결과가 좋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1. 하브루타, 어떻게 만났나?

질 것인가? 하브루타식 학습법으로 공부하면 과

본인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하브루타를 만나

연 얼마나 실력이 향상되겠느냐?’ 는 식으로 반대

게 된 계기는 좀 특별하다. 2014년 여름방학이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서로

지나고 수석교사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며, 교장인 내가 전적

중, 수석교사 연수에서 접했다는 ‘하브루타 학습

으로 책임을 질 것이니 믿고 따라와 달라고 설득

법’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다. 본교는 기독교 학

한 끝에 결국 하브루타를 적극 도입할 수 있었다.

교로서 학생들에게 신앙교육과 더불어 미래인재

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

에 필요한 사고력 신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던

육을 통해서 하브루타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이

상황에서, 유태인의 학습법인 하브루타가 사고력

해하고 실질적인 수업 적용 사례를 통해서 기본

신장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2

적인 소양과 기술 등을 터득하였다. 학생들에게는

년부터 시행하여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든 디베이

하브루타 교육과 관련된 도서인 ‘최고의 공부법’

트와 접목하여 학습하게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

을 대량 구매해서 각 교실마다 20여권씩 비치하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하브루타에 대한

여 학생들 스스로 하브루타 교육의 필요성을 공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마침 12월 초에

유하게 하였다.

인천에서 하브루타에 대한 공개 강좌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당시 교감인 본인과 수석교사를

나. 하브루타 수업, 어떻게 하나?

비롯하여 3명의 교사와 함께 4명의 교직원이 전

2015년 1월, 전남교육연수원에서 4명의 교사가

남 벌교에서 출발하여 인천까지 달려가서 전성수

받은 6시간의 하브루타 연수는 우리 학교 학습 방

교수, 양동일 사무총장, 김정선님의 강의를 듣고

법을 개선하는 변곡점이 되었다. 2015년 새학기 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학습 방법이 바로 이것이

학하기 전 2월에 전성수 교수님을 모시고 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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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모든 선생님들은 수업연구

대화와 토론, 논쟁의 장(場)을 마련하였다. 캠프

시 꼭 하브루타 수업 모형으로 연구수업을 하실 수

를 실시 후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매우

있도록 독려하였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변화 앞에

만족’으로 나타났다.

두려워하고 선뜻 시도하기를 꺼려하였다. 그래서 수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하브루

석교사가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5교시 자치활동

타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브루타-song’

시간을 활용하여 전교사를 강당에 모시고 하브루타

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버전으로 제작하였으며,

학습법으로 공개 수업을 실시하였다. 물론 처음 시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하브루타-song’

도하는 수업 방식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도

을 박수치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수업을 시

있었으나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공감할

작하고 있다. 각 교실 뒷면에는 하브루타와 관련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브루타를
잘 아시는 강사들을 초청하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
게 하브루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교사들

된 현수막을 만들어 교실에 부착하였으며, 학생들
은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하브루타 학습법과 관련
된 환경에 익숙해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대학입시에서도

괄목할

은 부족하였으나 하브루타로 수업 방법을 바꾸면서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입 수시전형 원서

놀랍게도 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달라졌다. 강의식

접수 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 보면

수업에서는 수업 시작 후 5분도 지나지 않아 졸던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

학생들이 한 시간 내내 함께 수업에 참여하면서 조

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

용하고 정적인 교실에서 시끄럽고 동적인 교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작성 칸에

바뀌어갔다. 더불어 평소에 한 번도 대화를 나누어

수업’, ‘하브루타 더불어 학습법’ 등을 통해 느낀

보지 않았던 급우들과도 짝이 되어 토론을 하면서

학습 경험을 소개하거나 학업 성적을 향상시킨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 등을 기록하여 좋은 평가

자세도 가지게 되었다. 폭력이나 따돌림 등이 우리

를 받고 있다. 하브루타는 지방의 일개 농촌학교

학교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었다.

인 벌교고등학교를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현재 본교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을 하브루타 학
습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모든 교사가 하브

넘어서 세계적인 명문 고교로 우뚝 세워줄 수 있
는 최적의 교육 방법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루타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공개수업’을 진행한
다. 이는 영상으로 촬영되어 본교의 홈페이지에

다. 말하는 공부방이라고?

탑재되어 있다. 하브루타 수업으로 인해 본교의
수업 시간은 휴식시간보다 오히려 더 시끄러울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된다. 모든 교사가 ‘디베이
트 지도자 1, 2급’을 취득하였으며, 여러 명의 선
생님이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하
브루타 수업의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다. 또한 모
든 교사가 전성수 교수의 하브루타 온라인 강의
를 이수하여 별다른 무리 없이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하브루타 교육법과 학습법을 더욱 활성
화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지난 2월에 2일
간의 ‘하브루타 캠프’를 운영하였다. 하브루타협회
의 전문 강사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서 하브루타
교육법으로 저명한 현직 교사를 초빙하여 열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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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교고 말하는 공부방>

벌교고등학교 교장 이 성 렬

특성상 처음부터 말하는 공부방의 학습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았다. 그 이유는 공부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저 잡담이나 하며 수다를 떠는 시간
으로 알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말하는 공부방에 많은
숫자가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말하는 공부방을 계속 운영
할 것인가를 놓고 우려 섞인 걱정들이 이어졌다.
단언컨대 성적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처음
부터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차근
차근 하나씩 준비하여 도전하는 마음 자세로 적
<참여하고 가르치는 공부방법 효과>

용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하는 공
부방의 인기나 효과가 시들해진 후, 존폐 여부를

학생들이 교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조용
히 하자, 시끄러워, 떠들지 마!’라는 말이라고 한
다. 이 말에 대해 교사들은 깊이 재고해 볼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혼자 조용히 공부해
야 할 때가 있고 그렇게 공부해야 할 학습 영역
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공간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알파
고의 위력이나 20년 후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지
게 된다는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20년 후 사
회의 주역에서 활동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이제 수업이나 학습의 방법에서 학생
들이 자기 혼자 이해하고 암기하는 식의 학습 형
태에서 벗어나야하는 시기가 아닌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유대인의 말 중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EBS 다큐 ‘우리는 왜 대
학에 가는가?’ 방송을 보고 본교에서도 말하는 공
부방과 조용한 공부방을 운영하였는데 다른 사람
에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이라는
신념 하에 본교에서는 ‘말하는 공부방과 조용한
공부방’ 운영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우선 말하는
공부방에서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한 공부방
에서 공부할 것인가를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게
하였다. 그러자 성적 수준이 우수한 학생보다는
성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말하는 공부방에 많
이 지원하였다. 학업 성적이 높지 않은 구성원의

논의하던 차에 신기하게도 학생들이 말하는 공부
방에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수업을 통해
말하는 공부방식의 학습효과를 조금씩 깨달은 덕
분인지 다시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많은 학생들
이 몰려들어 현재는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는 않지만 처음처럼 열심히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벌교고에서 2015년은 하브루타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원년이었고, 2016년은 안정적인 정착기였
으며 2017년 올해도 발전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
브루타 수업의 효과에 대해서 과거의 수업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양적인
숫자상의 결과로 드러내어 말할 수는 없다. 하지
만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수
업시간이 예전보다 활기차며 살아 움직이는 역동
적인 수업, 학생이 주인 되는 학생중심수업 형태
로 바뀌었다는데 대해서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모두가 100%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하브루타 수업은, 현재 내 수업 중
에 학생들이 졸고 있다고, 학생들의 반응이 없다
고, 교사 혼자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괴
감에 시달리는 교사를 시원케 해주는 강력한 도
구가 되었다.
Ⅲ. 하브루타 수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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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7 행복교육, 즐겁고 신나는 학교가 답이다!

장했는가에 대한 개별화된 기록’을 말하고, 결과
1. 사회과 하브루타 수업 사례

만이 아니라 배움의 동기, 과정, 결과와 후속 활
동까지 기록한 학생부가 바로 학생 중심 학생부

다음은 벌교고 사회교사 설운용 선생님의 하브
루타 수업사례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하브루타를 통한 교

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려
면 근본적으로 교실 수업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실 수업 개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미래사회를 이
사물인터넷의 상용화, 알파고와 왓슨(IBM)의

끌어갈 인재상으로 ‘창의성’과 ‘융합’의 용어를 결

암 진단 등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 지능 등 제4

합한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용어는 새로운 교육

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

과정을 통해 공부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갖추어

다. 이와 같은 지능정보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야 할 성향과 능력, 즉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 것

산업혁명 이후 사회를 지탱해 온 육체적 노동을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대체하고,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큰

하는가보다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산업 사회에서 강조된 표

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둔 접근이라 하겠다.

준화된 지식을 많이 아는 인재가 아니라 비판적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과다한 학습량과 진

사고력에 기초한 창의적 사고 능력과 집단 지성

도 맞추기 수업에서 탈피하여, 핵심 개념과 일반

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협업

화된 지식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으며, 협동학습,

의 인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토의·토론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학습

이러한 변화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생활 속에 활

의 흥미도를 높이고, 학생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요구하고

되는 학습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능
동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탐구의 과정을 체험

이와 같은 변화에 가장 강력하고도 적합한 교

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장을 과정 중심의

실 수업 개선의 방법이 바로 하브루타 수업이라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피드백 하는 수업이 필요

고 말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재미가 있으면 강요

하게 되었다.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한다. ‘질문’은 재미와 관
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며 바로 이

대한민국의 입시는 수시전형이 정착되었고, 수

것이 하브루타 방식의 질문수업이 필요한 이유다.

시 안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커지고 있
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
도가 아니라 학교생활 12년의 과정이 열매로 맺
히는 전형이다. 한 번의 시험 ‘결과’로 학생을 평
가하는 게 아니라 한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학

재미있는 일을 할 때 뇌가 활성화되고
창의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모든 창의성 교육은 재미있어야
한다.

습해 왔고,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어떤 인성을 지

- EBS 다큐멘터리 스페셜 『창의성, 남의

니고 있는지 ‘과정’을 평가한다. 그 과정을 평가하

얘기라고 믿는 당신에게』 중에서 -

는 근거가 학교생활기록부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향은 기존의 ‘학교 중심 학생부’에서 ‘학생
중심 학생부’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학생 중심 학

학교 수업은 단발적인 한 번의 수업이 아닌 ‘과

생부란 ‘학교가(선생님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

정’이다. 짧게 보면 40~50분 동안 이뤄지는 1교

는가’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학생이 주어로 기술

시 수업이지만 길게 보면 한 단원, 한 학기, 1년

된 학생부, 즉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성

이라는 긴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질문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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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업의 ‘과정’을 이끌며 학습목표에 도달하

의 짝 토론과 모둠 토론 등 과정에서 생각보다

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깊이 있는 질문들 속에 친구들을 통해 서로가 서

또한 현대 사회는 손쉽게 양질의 정보를 구할 수

로에게 도전을 주었고, 큰 배움이 일어나는 인상

있는 시대이며, 앞으로는 다양한 정보를 창의적으

적인 수업이었다.

로 가공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각광받을 것이다.
질문수업은 이질적인 분야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
주고 사고를 확장시키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사회 Ⅱ-1-3.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사회

다. 아이들은 선생님, 친구들과 질문하고 토론하

참여

는 과정 속에서 타인의 생각을 인정하고 함께 어
우러져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바른 인성을 함양

대한민국헌법 제1조

할 수 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법을 알려주라는 말이 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교과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 텍스트 속 상황과 나의 삶을 연결 지어 생각
하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마냥 받아들이
지 않고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판단해보도록 해
야 한다. 일방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교사가 학
습의 ‘공동 연구자’로서 자리매김한다면 학습능률
향상은 물론, 아이들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로 자라날 것이다.
아이들에게 배움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무엇인
가? 배움이 자기의 삶과 연결될 때,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때, 배움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능동성
이 강화될수록, 감각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가
학습의 주도권을 가질 때, 학습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배운 것을 스스로 표현할 때, 교수자
가 학습자가 잘 배웠는지 확인해줄 때 등이 있다.
분기 또는 학기 별로 중요한 시사적인 주제를 가
지고 하브루타 수업을 하게 되면 위의 조건들과
무엇보다 자기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동기와 의욕이 발생하고 학습을 지속할 힘을 얻
게 된다.
수업 실천 사례 : 시사 하브루타 (대한민국 헌
법 제1조)
2016년 가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1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헌법 제1조’로 시사 하브루타 수
업을 진행하였다. 다른 어느 수업보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 태도가 적극적이었고, 친구들과

1. 위 글을 큰 소리로 읽고 질문 10개 이상 만들
기 [10분]
질문
구분

질문 내용

∎ 대한민국은 지금도 민주 공화국인가?(법적인 뜻
내용 ×)
(의미, ∎ 위 내용이 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인가?, 이것
사실관 을 어겼을 시 무슨 처벌을 받을까?
계,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6하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칙) ∎ 헌법은 언제 개정되었을까?, 아직도 효과적이라
고 할 수 있는가?
∎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
상상 떤 삶을 살고 있을까?
(왜?, ∎ 국민이 나라에 간섭하지 않으면 국가에 어떤
만약~? 영향을 미칠까?
) ∎ 나에게 권력이 있다면?, 고등학생에게도 투표권
이 주어진다면?
적용 ∎ 나는 국민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
(나, 가?, 현실에서도 민주주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와 ∎ 현재 국회 또는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
의 하고 있는가?
관련성 ∎ 우리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 학생
) 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왜 대통령이 나라를 독
재하는가?
실천 ∎ 국민들은 현재 국내 상황에서 헌법에 따라 올
(시사, 바른 대처를 하고 있는가?
교훈, ∎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여 지고
반성) 있는가?,
∎ 지속적인 감시와 의견개진, 삼권분립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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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번
2. 위의 질문 중 핵심 질문을 2개 씩 뽑아 짝과

1

자유롭게 토론하기 [5분]
2
3. 모둠원 최고의 핵심 질문 선정 후 모둠 토론하

3

기 [10분]
4

핵심
질문
∎
∎
∎
∎
∎

모둠
원
대답

점검내용
잡담하지 않고 주제에 집
중했는가?
질문을 적극적으로 던졌는
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하브
루타를 하였는가?
전체 하브루타(쉬우르) 때
참여를 했는가?

자기 평가

J

K
L

J

K
L

J

K
L

J

K
L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
법 정신에 대한 깊은 성찰, 국민 주권 실현의 의
미 이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위해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

4. 모둠별 질문 중 학급 최고 질문 선정, 모둠별

였다. 그 과정에서 한 단계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

토론하기 [5분] (칠판에 메모홀더 사용하여 게시)

인하였고 학생 참여 중심 하브루타 수업이 미치
는 영향력을 실감하기도 하였다.

최고질
문
모둠원
대답

∎
∎
∎
∎
∎

2. 도덕과 하브루타 수업 사례
다음은 벌교고 도덕교사 지병환 선생님의 하브루

5. 학급 전체 쉬우르 [10분]
모둠별
발표
/
전체
쉬우르

∎
∎
∎
∎
∎

타 수업사례이다.
幸福의 지름길, 하브루타!!!
幸福(행복)은 사람과의 關係(관계) 속에서 생
겨납니다. 우리나라의 幸福指數(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성공 우선의
가치관에 직장 일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안식일

6. 나도 한 마디!(자유발언 or 배우고 느낀 점)
및 수업 자기 평가하기 [5분]
자유
발언
or
배우
고
느낀
점

식탁에 모여서, 들려주고, 읽게 하고, 쓰게 하고,
보게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강론하고, 토론하
는 “쉐마 교육”을 통하여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에
게

共同體性(공동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사람과

사람과의 “協力關係(협력관계)를 키우고 紐帶感
(유대감)과, 對話의 機會(대화의 기회)”를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서로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또한
그 속에서 ‘삶의 價値(삶의 가치)’를 찾고자 노력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부자간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족 관행을
해결하려면 자신의 ‘眞實을 表現(진실을 표현)’하
고 상대방의 말을 다소곳이 ‘敬聽(경청)’하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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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간의 關係(관계)가 좋아집니다. ‘교우 간에도

대인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관계가 좋아지면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고 행복감을

하고 우리의 潛在能力(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없

느낍니다.’ 교사들도 학생과의 관계, 교사간의 관계

는 것은 듣고 외우고 시험보고 잊어버리는 공부

속에서 “幸福(행복)”해집니다.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둑의 거목 조훈현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인간에게 가장

씨는 ‘고수의 생각법’에서 ‘고수의 질문’을 다음과

중요한 힘은 ‘表現力(표현력)’이며, 현대의 경영이

같이 묻고 있습니다. “하수는 결과를 묻고, 중수는

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좌우된다.”, “내가 무

과정을 물으며, 고수는 의도를 묻는다.” “하수는

슨 말을 했느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정답을 찾기 위해 묻고, 중수는 올바른 문제를 찾

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 가 중요하다.”라고 하였습

기 위해 물으며, 고수는 올바른 사람과 관계 맺기

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며, 우리의 기대

위해 묻는다.” 고 하였습니다.

는 무엇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이며, 나는 읽는

이제는 “하브루타의 實踐 事例”를 제시하고자

자인가, 듣는 자인가?”의 끊임없는 피터 드러커의

합니다. 2015년 이후부터 3학년 문과 학생을 대

물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

상으로 “生活과 倫理(생활과 윤리)” 시간에 짝끼

인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며 학생

리 토론한 후 급우들을 대상으로 “친구 가르치기

들의 요구를 잘 경청?”하고 있는지를 ‘自問自答(자

하브루타”를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여

문자답)’해 봅니다.

거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나, 가위 바위 보로 토

어릴 때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들만의 “自

론 및 발표 순서를 정하고 발표 횟수를 “遂行 評

我正體性(자아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유

價錄(수행 평가록)에 누가 기록하여 內申評價(내

대인의 교육법인 “하브루타 수업”을 3년 전부터

신평가)에 반영”하였더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

도입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답

여하고 수업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을 찾아가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

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 주변에 내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이 반드시 나

“創意的인 接近法(창의적인 접근법)”을 깨닫게 되

타나게 됩니다. 혼자일 때보다 더 멀리, 더 높게

었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는 비판적 사고와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수

문제 해결력, 소통과 협력, 그리고 창의성과 혁신

업에 참여하기에 잠자는 학생도 없고 활기가 넘

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기에 서로의 “두뇌를 자극하

쳐납니다.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루터기에서 새롭

는 하브루타 수업”을 통해 풍성한 “想像力(상상

게 싹이 돋아나듯이 ‘짝 토론, 모둠 토론’을 통해

력)”과 그 상상력을 실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한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

면 “意味(의미) 있는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꿋꿋이 버텨내어 서로의 꿈을 이루어내자.” 라는

이제 짝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

학생들의 각오를 들을 때마다 “하브루타 수업은

쟁하는 “학습 효율성이 높은 하브루타 수업”을 설

학생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과의 교감과 신뢰감을

명하고자 합니다. “하브루타 수업의 가장 큰 장

심어 줍니다.” ‘너희들은 아직 공부를 제대로 해보

점”은 교우끼리 하나가 되어 서로 가르치다보면

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은 것뿐이지 머

재미도 있고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또한

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란다. 잘 안되

‘敎師(교사)가 된 느낌’도 받고 자신의 ‘생각과 발

더라도 낙심 말고 더 힘내서 해보렴. “서로 믿고

표력이 더욱 배가 됨을 몸으로 體得(체득)’합니

의지하고 도와주는 멋진 수업!!!, 행복한 수업!!!,

다. 특히 친구들과 “親密感(친밀감)이 생기고 덕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를 한번 진행해 보자꾸

분에 敎友 關係(교우 관계)가 좋아지며 학교생활

나. 사랑한다. 친구들아～～～!!!”

자체에 幸福感(행복감)을 느낍니다.” 친구와 더불
어 자신의 꿈과 관심 분야도 對話(대화)를 통해
서 서로 나눌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느끼는 하브
루타 수업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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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시간에 잠자는 친구들이 많이 줄어듭니

공부한

내용이 훨씬 더 기억에 깊게 남음.

다.

22. 친구 관계가 좋아지고 수업에 집중하는 태도를

2. 평소에 대화가 없었던 친구와도 말문이 열리고

보입니다.

자신감을 기릅니다.

23. 대학 입시 면접이나 취업 면접에 자신감을 가

3. 자신이 교사가 되어보는 과정을 통해 스승의 소

지고 임할 수 있습니다.

중함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24. 하브루타로 오히려 성적이 많이 향상 됩니다.

4.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을
알게 됩니다.

3. 과학과 하브루타 수업 사례

5.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우리는 경청의 자세가 길
러집니다.
6. 서로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 주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다음은 벌교고 과학과 교사 윤성구 선생님의
과학과 하브루타 수업사례이다.
과학과 수업내용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경

7. 강의식 수업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우가 대부분 이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하브루타

참여하여 수업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라기 보다 학생 주도형 수업사례라고 하는 것이

8. 본인이 혼자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서로 고

더 타당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

쳐 주어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활용한 학생주도형 수업모형 내용을 기술

9. 친구들과 왁자지껄 이야기 나누며 공부하다 보

해 보고자 합니다.

니 공부에 지루함보다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먼저, 내용정리 하브루타입니다. 가르칠 내용을

10. 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집니다.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게시하고, 학생들이 풀어보

11. 평소에 소극적이었던 친구도 옆 짝꿍이 리드해

게 한 후 직접 나와서 설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합니다.

이 방법은 다시 선착순 하브루타와 자율학습 하

12.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되면서 하나의 주제에

브루타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활용하였습니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 선착순 하브루타는 게시한 문제를 풀어보고

13. 질문에 대한 대답에 곤란을 느낄 때 다른 친구

가장 먼저 해결한 학생이 자원하여 앞으로 나와

들이 도와줌으로써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설명내용이 맞았을 경우 발

14. 정석대로 선생님 혼자 진행하는 일 대 다 수업

표 점수를 부여합니다. 선착순 하브루타 문제는

보다 친구와는 소수 대 소수로 공부할 수 있기

바로 이전에 배웠던 개념을 활용하고 여기에 한

때문에 집중이 더 잘 됩니다.

가지 정도 더 창의적인 생각을 더해서 풀 수 있

15. 같은 또래들과 하브루타를 하기 때문에 눈높이

는 문제를 제시 합니다. 풀이 방법을 고민하고 있

에 맞춰 설명해 줘서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던 학생들은 나와서 설명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

16. 선생님들은 여유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

면서 대부분 아! 그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는 표정

습니다.

을 지으며, 자기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하는

17.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는 점

마음으로 다음 문제는 꼭 자기가 해결해 보리라

에서 협동심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다짐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율학습 하브루

18. 특별한 준비 없이도 하브루타 수업이 가능합니

타는 가르칠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게시

다.

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자율학습시

19. 상대가 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

간을 주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설명할 수 있는

고 망설임 없이 편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손을 들게 한 후 가위 바위 보로 학생

20. 배운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복습도 되고, 요약

을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때도

되면서 메타인지로 발전합니다.

설명 내용이 맞았을 경우 발표점수를 부여합니다.

21. 단순히 듣거나, 읽는 공부법보다 하브루타로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이해가 가지 않거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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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이 있으면 발표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서 갑자기 절반의 학생이 선생님으로 변해 열심

하고, 질문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거나

히 친구를 가르치는 학습의 장으로 변합니다. 둘

설명을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등 좋은

질문이라

다 몰랐을 때는 앞뒤의 설명 가능한 학생에게 설

생각되면 질문한 학생에게 질문점수를 부여합니

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짝 하브루

다. 발표자는 질문에 대답하고, 질문내용을 설명

타를 할 때 대부분의 학생이 설명할 수 없는 난

할 수 없을 경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다른

이도가 있는 문제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교실 분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나와서 설명하게

위기가 긴장만 되고 효과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설명내용이 좋으면 따로 나와서 설명한 학

쉬운 내용,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등을 학습할

생에게 설명점수를 부여합니다. 선착순 하브루타

때만 활용하였습니다.

는 난이도가 높은 내용에 활용하고, 자율학습 하

위의 방법들로 학생중심의 수업을 함으로서 다

브루타는 난이도 중급정도의 내용에 활용하였습

음과 같은 효과를 경험하였습니다. 첫째, 수업시

니다.

간에 졸거나 자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다음은 짝 토론 하브루타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지루해 하지 않습니다. 셋

나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째, 수업시간을 재미있어 합니다. 넷째, 선착순 하

만들어 게시하고 짝끼리 같이 풀어보게 한 후 번

브루타 문제를 해결한 학생은 자부심을 갖게 되

호를 불러 지명된 학생은 나와서 설명하는 방법

고, 그와 비슷한 레벨의 학생들은 다음 문제는 자

입니다. 이때 교사가 번호를 부르면 공정성이 낮

신이 해결해 보겠다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습

아질 수 있기에, 바로 전에 설명하고 점수를 얻었

니다. 다섯째, 짝 토론 하브루타는 친구끼리 경쟁

던 학생과 교사가 동시에 번호를 불러 두 숫자를

만 해야 하는 교실에서 그래도 다른 학생과 공통

더한 번호로 지명합니다. 예를 들어 25와 23을

의 목표를 가지고 과제를 해결해보는 기회가 되

동시에 부르고 학생숫자가 30명이라면 48에서

었습니다. 여섯째, 수업모형만 잘 만들어 가면 학

30을 뺀 18번이 지명된 학생이

됩니다. 지명된

생들이 수업을 주도적으로 진행 하게 되므로 상

학생이 나와서 설명을 잘하면 같이 공부했던 짝

대적으로 교사 자신은 수업하는 것이 훨씬 수월

도 발표점수를 부여하고 설명을 못하면 짝도 감

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점을 주어 수행평가에 반영합니다. 짝 토론 하브
루타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나 기본기념 문제, 학
생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 등의 학습에 활용합니

4. 하브루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
가. 행복한 학교

다.

2학년

염지성

문제를 풀이할 때도 선착순 하브루타, 자율학습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

하브루타, 짝 토론 하브루타를 활용하였으며 난이

중 하나라고 한다.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만드

도가 높은 문제는 선착순을, 난이도 중급정도의

는 이유가 대부분 학업 경쟁이나 친구 문제 등

문제는 자율학습 하브루타를, 난이도가 낮은 문제

학교에서 나타나며 학교에 다니기 싫다는 학생들

나 기본 개념 문제 등은 짝 토론 하브루타를 활

이 많다.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한

용하였습니다.

번도 든 적 없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선착순 하브루타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수

이다.

행평가 점수 관리에 유리합니다. 학습방법 중 가

내가 이렇게 학교를 즐겁게 다니는 이유는 먼

장 활발히 수업이 진행되는 공부법은 짝 토론 하

저 어렵고 지루한 수업 대신 하브루타로 친구들

브루타였습니다. 짝 토론 하브루타는 짝이 설명을

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서로 가르치는 식으로 수

못하게 되면 같이 감점을 받게 됨으로, 짝이 자고

업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하브루타 노래를 부르며

있으면 깨워서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짝 중에서

활기차게 시작하는 수업, 내가 직접 진행하는 수

설명이 가능한 학생은 정말 열심히 짝을 가르쳐

업은 눈깜짝할 새 수업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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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브루타 수업시간에는 자는 친구 하나 없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브루타는

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 내용을 짝꿍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에게 설명해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이해할

많은 학생들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수 있다. 이렇게 학교 수업이 즐거우니 학교에 있

가지고 있는데 하브루타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

는 시간이 좋아지고 학교에 대한 애정도 저절로

구들끼리 자유로운 질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생기게 된다.

때문에 진지하고 무거운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부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 항상 사랑을 받는다. 이

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학교의 인사말은 ‘사랑합니

때문에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활기차게 수업

다.’이다. 선생님께서도, 선배, 후배 모두 지나갈

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브루타는 학습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니 울적한 일이 있

효율을 높여줍니다.

다가도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처음에는 조금 낯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대화, 토론을

부끄러웠지만 사랑한다는 말에 익숙해지니 집에

참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강의를 듣고 암기와 씨

가서도 부모님께 더욱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름하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배운 학습을 보다 확

같아 참 좋은 것 같다. 아침 등교할 때 밴드부,

실하게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

선도부, 교장선생님께서 교문에 서서 사랑한다고

화를 통한 학습인 하브루타는 처음에는 어설프고

외쳐주며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무슨 일이 생

다듬어지지 않았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친구들의

겨도 잘 풀리는 기분이다.

다양한 생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을 발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준비를 하는 공간으로 어
쩔 수 없이 친구가 경쟁자가 되어버리곤 한다. 학

견하고 수용, 비판과 같은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각의 수준도 향상됩니다.

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저는 벌교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하브루타 학

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통통리그를 통해 친구

습법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학교수

와 우정을 쌓고 스트레스는 날려버린다. 통통리그

업을 들을 때 발표도 머뭇거리고, 수업에 늘 소극

는 승리 할 때는 협동을 통한 짜릿함과 성취감을

적인 자세였습니다. 질문을 할 때도 혹시 나만 모

느끼게 해주고, 패배 했을 때는 패배의 쓴맛을 통

르는 게 아닐까 하며 망설일 때가 많았는데 하브

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곤 한다.

루타 학습법은 학생들끼리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

대한민국에 토론과 하브루타로 참된 배움을 얻

누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할 수 있기

고, 선생님과 선후배간 사랑이 넘치며, 스포츠를

때문에 능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수업이 지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루해 조는 모습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

얼마나 될까? 가끔 학교 다니는 게 숨 막힌다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서로 질문하고

다른 학교 친구들을 볼 때면 우리학교는 참 행복

답변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친구를 더 잘 이해

한 학교라는 것을 느낀다. 그 학교에도 이런 활동

시킬 수 있을까? 더 좋은 풀이법은 없을까? 고민

을 소개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의 손을

하며 저절로 실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었습니다.

나. 하브루타를 처음 접하다

기존의 듣고 외우는 형태의 학습법에서 벗어나
1학년 이하정

친구와 토론하고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공부 하

우리 벌교고등학교에서는 현재 하브루타 학습

브루타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란
유대어 하베르(친구)에서 파생된 말로 짝을 지어

학습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 하브루타와 메타인지가 공부방식을 바꾼다

대화, 질문, 토론, 논쟁을 하는 학습법을 말합니

2학년 류제민

다. 말 그대로 수업 도중 짝을 지어 토론하고 소

본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말씀드릴게 있다. 현

통함으로써 학습률을 높이기 때문에 하브루타는

재의 난 내신등급이 2등급 중반을 웃도는 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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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실 중학교 때 까진 공부에 ‘공’ 자도 모르는

메타인지 학습법을 통해 하브루타의 장점을 최

요즘말로 ‘공포자(공부를 포기한 자)’였다. 하루하

대로 끌어올려 논리력, 비판적수용 능력, 성적향

루를 유흥거리로 살아갔었던 내게 인생의 터닝

상을 노릴 수 있다. 즉 한가지의 공부 방법으로

포인트가 된 계기는 벌교고등학교를 홍보하러 온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고등학교 공부는

때. 즉, 중학교 3학년 막바지 때였다. 홍보대사들

자습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학업 성적만 오를 뿐

이 벌교고등학교를 소개하면서 나는 계속 이 학

성취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교의 ‘하브루타’라는 수업방식에 끌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벌교고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주도하고 학생들은 정

등학교의 하브루타는 내 삶에 새로운 세상을 열

해진 답만을 따라가려는 공부 방식에 지쳐 난 공

어주었다. 하브루타는 공부의 공자도 모르고 공부

부를 손도 대지 않고 있던 때였다. 마침 나의 고

를 포기한 채 살아가던 나에게 공부가 신나고 재

장인 ‘고흥’의 고등학교를 진학하려 했었던 내게

미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고, 그 덕분에 공포자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였다.

난 고

인 내가 2등급 학생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

민하지 않고 벌교고등학교로 왔고 역시 벌고는

브루타 학습법을 통해서 친구들과 서로 대화를

날 실망시키지 않았다.

나누기 때문에 서먹한 친구들도 금방 친숙하게

본격적으로 하브루타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친

되고 공부할 때에도 서로 도움을 주며 공부하여

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하베르’에서 유래한

나의 실력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하브루타’는 교

용어로, 학생들끼리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을 주

육방식 그 이상의 가치로 다가와 내 삶을 완전히

고받으며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바꾸어준 고마운 친구이다.

방법이다.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주

라. 하고 싶지 않았던 ‘하브루타’

로 사용된다.
벌교고등학교의 하브루타는 소통을 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층적으로 지식을 이해하

1학년 이하늘
토론과 대화를 강조하는 '하브루타' 교육법은
내가 생각할 때 많은 장점이 있다.

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하브

첫째, 하브루타 교육법에서는 본인이 직접 토론

루타의 본질에 맞춰서 짝을 이루어 토론을 하며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말을 하기 때문에 본인

하나의 주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동시에 경험하게

만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되므로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법을

다양한 견해나 다양한 관점, 다양한 시각을 갖게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또한 하브루타로 논리적인

해준다. 실제로 내가 직접 하브루타 수업을 받았

감각, 비판적인 생각을 기를 수 있어 ‘디베이트’라

을 때 내 입으로 직접 말을 하여 내 생각을 말해

는 벌교고등학교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서 말을 하지 않고 생각만 했을 때보다 더욱 집

수도 있다.

중이 잘되었다. 또, 집중해서 내 의견을 정리하고

반면에, 메타인지는 무엇일까? 메타인지란 ‘자
신의 인지과정에 대해 생각하여 자신이 아는 것
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과 스스로 문제점을

친구의 또 다른 의견을 들으니 주제에 대해 다양
한 관점과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둘째,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 나만의 생각, 새로

찾아내고 해결하며 자신의 학습과정을 조절할 줄

운 생각, 남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창의적이

아는 지능과 관련된 인식’-네이버 백과사전- 이

고 다양한 생각을 기를 수 있다. 정말로 하브루타

라고 쓰여 있는데, 관찰력과 생각이 깊고 뛰어난

수업 중에 그 주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니

사람은 벌써 알아 차렸을 것이다.

하고 풍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다양

애초에 남과 토론을 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

셋째, 하브루타는 의사소통 능력, 경청하는 능력,

주제에 대해 정확히 알았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설득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렇다면 메타인지와 하브루타의 관련성은 이미

다.

나왔다.

청 그리고 설득능력을 기를 수 있다. 내 이야기만

대화하고 토론하는 활동이 많아서 소통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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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이야기도 듣기 때문에
경청할 수 있고 다른 의견에 대해 대화하며 의사
소통 능력, 설득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다.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통통리그전 외에 통통캠프가 열리는데 통통캠
프 때는 학부모님을 모시고 행사한 후에 마지막

나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 하브루타에 대해

으로 세족식을 동시에 하는데 학부모님들의 호응

처음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학교 수업은 듣기

이 매우 높아 학생 수보다 더 많은 학부모가 참

만 해서 기억에 잘 남지 않았는데 하브루타를 통

여하여 학교 일대에 교통이 아예 마비가 될 정도

해 내가 직접 말하며 친구와 토론하고 논쟁하니

로 성황리에 이루어진다.

좀 더 재밌고 기억에 더 잘 남았다. 처음에는 발
표하기 싫어서 하브루타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하다보니 내 의견뿐만 아니라 짝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생각만 해서는
금방 까먹는데 생각했던 것을 직접 말하니까 기
억에 아주 잘 남기도 했다. 내가 생각하는 하브루
타의 큰 장점은 창의력을 길러주고 다양한 관점
과 시각을 갖게 해준다는 점이다. 짝의 생각을 들
은 후 모둠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다.
Ⅳ. 즐겁고 신나는 학교가 답이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통통 캠프>

모든 교사가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하여 하브
루타로 진행되는 교과수업 외에 행복교육 측면에
서 본교만의 차별화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굳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연 4회에 걸
친 디베이트 대회, 학부모와 함께 하는 통통캠프
운영, 교내 스포츠대회인 통통리그, 학생들의 끼
를 살려주는 다양한 학생 동아리 활동, 선플운동,
등교 시 사제간 학생 맞이하기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학교가 집보다 행복하게 된 구체적인 사례

<학부모와 함께 하는 통통 캠프(세족식)>

는 다음과 같다.
2. 예체능 동아리활동으로 감성을!
1. 통통리그와 통통 캠프로 심성을!

학생동아리 활동은 보다 신나고 재미있는 학교

벌교고 학생들은 점심시간과 저녁식사를 마치

생활을 영위하게 해준다. 풋살부, 연식 야구부, 뮤

고나면 운동장으로 모인다. 반별 경기를 하기 위

지컬부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다양한

해서다. 운동장 주변으로는 응원과 구경하기 위하

동아리 활동은 학업에 지친 인문계 학생들에게

여 주변으로 둘러서는 것이다. 날마다의 일상으로

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물 같은 효과로 학생들

통통리그전이 연중 계속 이어진다.

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훌륭한 활

학기 중에 교내스포츠 행사로 통통리그전을 개

동들이다. 학생들은 스포츠 및 예술 활동 통해 자

최한다. 점심 및 저녁시간을 활용한 반별 리그전

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낮아진 자존감과 자신감

(축구, 농구, 피구, 배드민턴 등)으로 대부분의 학

을 마음껏 충전한다. 뮤지컬부는 매년 3회 연속공

생이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고 응원하며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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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으로 지역의 커다란 자랑거리가 되었으며, 학생
스포츠클럽은 전국 대회에 출전하여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3. 善-full 운동으로 행복 플러스!
국어교사

신순옥

그리고 본교는 미션스쿨로 매일 저녁 예배시간

‘선플(善-full)운동’은 온라인상의 선한 댓글달

을 통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통해 영적으로

기 운동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본교만의 특색사

성숙하여 좋은 인성은 저절로 형성될 수 밖에 없

업 중 하나이다. 본교의 선플 운동은 온라인에서

는 분위기이다. 디베이트와 하브루타 수업으로 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언어를

리한 지성을, 통통 캠프 및 통통 리그전과 활발한

사용함으로써 생각과 행동을 올바르게 가꾸고 이

동아리 활동,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클럽활동을 통

를 실천하는 것을 중점으로 다룬 운동이다.

해 풍부한 감성을, 그리고 예배와 찬양으로 참된

먼저 학기 초에는 선플 선언서 ‘(

)은/는 선

영성까지 겸비한 벌교고 학생들은 가정보다는 오

한 말과 선한 글과 선한 행동으로 아름답고 행복

히려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

한 가정, 학교, 사회를 이룩하는 데 앞장 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를 작성한 후 전체 학생이 담임
교사와 더불어 선플 선언식을 실시한다. 선언서는
자신의 책상 앞부분에 붙여 놓고 매 아침마다 담
임교사와 더불어 큰 소리로 낭독을 하게 한다. 매
일 실시하는 선플 선서에 학생들은 점차 적극적
으로 참여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선한 말과 글과
행동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실제 행동으로 실
천하는 등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 클럽 전국대회 수상>

‘내가 나에게 쓰는 칭찬 선플 5가지 이상 쓰기’,
‘나의 친구에게 쓰는 칭찬 선플 5가지 쓰기’, ‘나
의 부모님께 쓰는 감사 선플 5가지 이상’, ‘담임
생님과 교과 선생님께 쓰는 감사 선플 5가지 이
상’등은 학기 중에 실시하는 선플 운동의 기본적
인 활동내용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창의적 체험활
동의 자율활동 시간을 통해서 실제 글로 작성한
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자아를 들여
다보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

<뮤지컬부 공연>

이나 잘못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를 가진다.
실제 선플 활동의 초기에 글쓰기를 할 때에 대부
분의 학생들이 자신이나 친구의 칭찬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피상적인 칭찬거리들만 찾아서 쓰거
나,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기를 쑥
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속
적인 선플 쓰기 활동을 통해 칭찬의 말과 글들을
주고받으며 급우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어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어졌으며, 언어에 의한 폭력
등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긍정적인 학습 분위

<스포츠 클럽 전국대회 우승>

기가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들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인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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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되기도 하면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행복
한 교육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었다. 결과물은 매
년 책으로 펴내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벌교고 善-full 운동은 곧 행복 플러스 운동으로
우리 학교만의 알찬 자랑거리이다!

4. 벌교고, 언론에서 찾아오다!
다음은 최근에 벌교고등학교가 신문에 취재된
진학일보와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해본
다.
가. 진학일보, 벌교에서 부는 수업혁신의 바람을
취재하다. (2016년 4월 26일자)

▲ 벌교고등학교 이성렬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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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안이 시끄럽다. 학생들의 눈빛이 살아있고

을 겪고 있는데 벌교고는 어떻습니까?

생동감이 넘친다. 벌교고등학교(교장 이성렬)는

A. (김공록 수석교사) 우리 학교는 지원하는 학

디베이트와

토론학습)를

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렬

교실 수업에 접목하여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운

교장 취임 이후 도입한 토론 중심 수업과, 2015

학교다. 2년 전 교장으로 취임한 이성렬 교장은

년부터 도입한 하브루타 수업 영향이 큰 것 같아

‘학생이 직접 한 것만 학생 것이 된다’는 생각으

요. 실제 작년에 시작한 하브루타 수업 때문에 우

로 교사 위주 수업에서 학생중심 체험수업으로

리 학교에 들어왔다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다

변신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정적인 교실에는 활

른 학교는 입학생이 부족해서 걱정인데

력이 넘치고, 학생들의 표정은 밝아졌다. 수도권

교는 상황이 괜찮습니다.

하브루타(유대인의 짝

우리 학

(SKY 포함 25명)과 지방 주요대학(교대, 전남대
포함 65명) 진학률도 꾸준하게 높아져 지역 명문
고로 자리를 잡았다.
새 학기가 되면 약 150여 명의 신입생이 들어
온다. 광주, 여수, 순천 등 보성군 지역을 넘어 총
50여 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온다. 실제 학생분
포를 보면 외지에서 오는 학생 수가 총 입학생의
52%를 차지,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다. 김공록
수석교사는 “인근 공립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도

▲ 김공록 수석교사(국어). 김 교사가 가르친 학

자신의 자녀는 우리 벌교고에 보내고 있다.”며 자

생들이 2015년 전남독서토론대회 1위, 2014년

부심을 표현한다. 토론수업을 선도하는 벌교고등

한양대에서 진행한 전국 고교토론대회에서 2위를

학교를 취재했다.

수상하였다.
Q. 토론과 하브루타에 대한 학생들 반응은요?
A. 엄청 좋아하죠(웃음). 일단 조는 학생이 없고,
생동감이 넘쳐요. 지금 시점에서 바로 효과를 확
인할 수는 없지만, 수업해 본 결과 학생들의 창의
력은 엄청나게 향상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면접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 이성렬 교장(맨 뒤쪽), 김공록 수석교사(가운
데), 황승연 진학부장(오른쪽)과 인터뷰를 진행하

Q. 토론수업을 도입한 계기가 있나요?
A. 2012년에 전남도교육청에서 독서토론을 강조
했어요. 그해 인근에 있는 녹동고에서 토론대회를

고 있다.

개최한다고 해요? 그때까지 학교 내부적으로 토
Q. 안녕하세요? 입구에서 걸어오는데

학생들이

‘사랑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해서 깜짝 놀랐
습니다.
A. 아 네, 우리 학교 학생들 표정이 참 밝죠? 그
래서 주민 평도 아주 좋습니다.
Q. 대다수 시골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어려움

론수업은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저
역시도 토론수업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가
서 보니 녹동고 학생들이 토론을 너무 잘하는 거
에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더 뛰어나다는 자
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녹동고도 하는
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죠.
A. (이성렬 교장) 제가 그 토론을 보고 욕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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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어요. 함께 간 교사들에게 횟집에 가서 제일
비싼 회를 사면서 당장 토론수업 하자고 제안했
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2월 토론
대회 현수막부터 내걸고 8월부터 ‘당장 토론 공부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 디베이트의 ‘디’ 자도 몰랐어요. 디베이
트 강사 불러서 연수받고, 12월 토론대회에 상금
을 많이 걸어서 시작하게 되었죠. 올해 5년 차입

▲ 하브루타 수업 소감(최 진 학생) : 기존 수업

니다. 지금은 연 2회 (7월, 12월) 디베이트 대회

에서는 듣기만 했는데 하브루타를 하면서 질문에

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 문화가 되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고, 하나의 생각이 아

어 버렸어요.

닌 다양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어 참 좋은 수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Q. 2014년 전국 고등학생 독서토론대회에서 2등

[출처][진학일보] 김종완 기자

을 차지하고, 작년에는 전남독서토론 대회에서 최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어
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A. (이성렬 교장)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독서토론

다음은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 내용이다.
나. 조선일보, 유대인式 질문과 토론… 잠자던 교
실이 깨어났다(2017년 1월 17일자)

동아리 ‘알토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토론
대회를 염두에 둔 동아리 활동(10~14명)이라 내

'하브루타 교육' 도입한 전남 벌교高 교실 가보니

부 공모를 거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토론동아리와 하브루타 동아리 7~8개가 운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와라/ 그래야 말도/ 꽃같

영 중에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토론에 관심을 가

이 하리라/ 사람아…."

지고 학교 토론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자

16일 오후 전남 보성군 벌교고. 1학년생 20명이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찬 시인의 시 '꽃의 말'을 낭독했다. 국어 '배
려하는 말하기' 단원에 대한 보충 수업이었다. 김
공록 국어 수석 교사가 "자, 시를 읽고 떠오르는
질문을 10개씩 만들라."고 했다. 학생들은 A4 종
이가 넘치게 질문을 써 내려갔다. '꽃 같은 말이
란 어떤 말일까?' '고운 말이 꽃 같은 말이라면,
나쁜 말은 무슨 말일까?' '왜 시인은 마지막에 말
줄임표를 썼을까?' 등 5행 짜리 짧은 시에서 학생
들은 100가지가 넘는 질문을 만들어냈다.

▲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 짝과 토론하는 하브루
타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김 교사가 "가장 좋은 질문을 각자 2개씩
뽑아 짝 토론을 시작하세요." 하자, 학생들이 둘
씩 짝을 지어 앉았다. 이때부터 교실이 시끄러워
지기 시작했다. 이마를 맞대고 조곤조곤 이야기하
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짝이 말할 때마다 까르르
웃거나, 목소리 높여 언쟁하는 학생들까지 제각각
이었다. 김윤진양과 박정규군은 '꽃 같은 말만 하
고 세상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 토론하다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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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높아졌다. 박정규군이 "선한 말만 하고 살
수 있다."고 하자 김윤진양은 "너무 비현실적"이
라고 맞섰다.

설운용 사회과 교사는 "강의를 들으면 5%밖
에 기억에 남지 않지만, 서로 가르쳐주면 90%
▲친구와 짝지어 수업 내용 논쟁 - 16일 전남

가 기억에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학생

벌교고에서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짝을 지어 ‘하

들끼리 서로 설명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브루타’식 토론을 하고 있다. 하브루타는 공부한

정확히 알게 되고 다양한 풀이법을 알게 돼 학

내용에 대해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질문하고, 반

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박하는 유대인식 교육 방법이다. 벌교고는 2년 전
하브루타 수업을 도입했다. /벌교=김영근 기자

하브루타를 도입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학
교 안팎에서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무
엇보다 자는 학생이 크게 줄었다. 김공록 교사

벌교고 학생들은 평상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는 "예전엔 수업 시작 5분 지나면 애들 절반이

짝을 지어 토론하고 논쟁한다. 이른바 '하브루타'

자고, 10분 지나면 3분의 2가 잤다"며 "하브루

교육 방식이다. 하브루타의 핵심은 '2명씩 짝을

타를 하면 애들이 도저히 잘 수가 없다. 수업하

지어 파트너십으로 공부하는 것'. 하브루타라는

는 게 행복해졌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또 "남

말은 '친구'라는 히브리어 '하베르'에서 유래했다.

에게 질문하고 토론하려면 생각을 해야 해서 두

교사는 학생들이 토론하다 막혔을 때 대답해주는

뇌가 끊임없이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하브루

정도만 개입한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노

타를 꾸준히 하면 아이들의 잠자는 뇌가 깨어나

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유대인들의 창의성이

고, 창의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

'하브루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1학년 최진군은 "토론하면서 다양한 생

벌교고가 하브루타를 도입한 것은 2년 전이었
다. 당시 이성렬 교장은 학교(수업)를 바꿀 방법

각을 알 수 있어 좋다"며 "수업이 엄청 활기차
졌다"고 말했다.

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그즈음 하브루타에
대한 연수를 받고 '아, 이게 답이다!'는 생각에 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작년 연세대에 입학한 정

릎을 쳤다. 이후 벌교고의 모든 교사가 하브루타

예일씨는 작년 '전국 대학생 독서 토론 대회'에

수업 모형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벌교고가 전 과

서 대상을 받았다. 정씨는 "고등학교 때 일상적

목, 모든 수업을 하브루타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

으로 토론하면서 자기를 표현하고, 내 생각을

다. 주로 국어와 사회, 과학 등에서 활발하게 하

꺼내놓는 데 익숙해졌다."며 수상 비결이 바로 '

브루타를 활용한다. 질문 만들기,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라고 했다.

비교하기, 논쟁하기 등 여러 가지 하브루타 수업
방법 중에서 교사가 단원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한다.

5. 벌교고, 하브루타 수업의 메카가 되다!
2015년부터 3년째 하브루타 수업을 활발히 발
전시켜나가고 있는 벌교고등학교에 교장실로 여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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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기관의 전화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이 되자 하브루타 학습에 대한 우리 학

벌교고등학교의 하브루타 교육방식을 참관하고

교의 명성이 전국으로 퍼져나기 시작했다. 전남

(법무연수원 출입국교수 공존행)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포항, 경남, 제주 등
지에서 하브루타 학습에 대해 알고자 우리학교를
방문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졌다.

법무연수원에서는 금년도에 교육생들로 하여
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교육운영 방침

2015년 12월 22일에는 한국교원연수원에서 하

으로 세웠다. 이러한 방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

브루타 강의를 촬영하고자 촬영팀들이 우리학교

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

를 방문하였다. 연말이라 바쁜 와중이었지만 국

게 하브루타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벌

어, 사회, 과학 선생님 3분이 강의용 영상을 촬영

교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하여 현재 사이버 강의가 진행 중이어서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연수받고 있다.

벌교고등학교는 2015년부터 이 방식을 도입하
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

2016년에는 포스코 청암상 교육부문에 우리학

제도 등을 고려할 때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교를 포함하여 수 십 개 기관이나 단체가 응모하

선생님의 선구자적인 신념이 없었더라면 이 제도

였는데 우리학교가 최종 5개 후보에 선정되어 그

를 도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해 11월 22일에 이주호 전교육부 장관님을 비롯

2016.4.18. 1학년 2반의 4교시 수업을 직접

한 8분의 포스코 청암상 실사팀이 우리학교를 방

참관하게 되었는데, 수업을 참관하고 느낀 점을

문하여 교육방법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을 교환

간추려 보면 먼저 학생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

하였다. 직접 하브루타 수업을 참관하신 실사팀이

각하고 발표하도록 하는 참신한 수업 방식이 시

학생들의 수업하는 장면을 보고 극찬하였다.

선을 끌었고, 선생님의 노련한 수업진행도 눈에

2017년 4월 18일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띄었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밝은 표정

를 양성하는 법무연수원 교수님과 관계자 6분이

이 인상적이었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업 참관을 요청하여 그 분들을 모시고 공개수

제시되면서 그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던 점도

업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좋았다.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은 동료

교수법이라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학습법

학생 간 지속적인 소통 및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

을 법무연수원에 꼭 도입하고 싶다고 하였다.

다는 점인데, 이러한 사실은 장차 학생들의 인성

법무연수원 교수님 이야기로는 원장님께서 가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 좋은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는 숙제를

또한 건전한 국가 발전에도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내주셨는데, 교수님들이 찾아낸 최고의 교육방법

믿는다.

이 “하브루타” 교육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하브루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교육 방식을

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하고

어린 시절부터 도입하여 시행한다면 더욱 좋겠

인터넷에서 찾아낸 곳이 벌교고등학교여서 6명의

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직원을 1박 2일로 벌교로 출장을 보내주셨다. 전

들었다.

날 저녁에 미리 순천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묵은

끝으로 학교 방문을 기꺼이 허락해 주시고, 또

후 다음 날 우리 학교에 방문하셔서 교장실에서

친절한 설명으로 환대해 주신 이성렬 교장선생님,

오랜 시간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우

최재화 교감선생님과 김공록 선생님께 진심으로

리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말씀과 함께 수업참관을

감사를 드리며, 벌교고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무궁

하신 뒤 하브루타 수업은 질문을 통해 생각을 하

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게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키워주는 너

2017년 4월 18일

무나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느낀 소감문을 보내
주셨다. 고마운 마음에 참관록을 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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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에서 본교에

벌교고등학교 교장 이 성 렬

연락이 와서 “하브루타”교육에 대해 알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본교의 선생님들은 전국적인 강사가
되어 매우 바쁘게 하브루타 전도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졸업생이 2016 전국대학생독서토론대회 단독우승>

<연 4회 교내 디베이트 대회 실시>

<법무연수원 교수님들의 수업 참관>

<전남 디베이트대회 최우수상 수상>

Ⅴ. 나가며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 소장인 루트 벤호벤
교수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개인
이 자기의 삶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의 문제이다.”
그의 말처럼 행복은 부와 명성, 외모와 학력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행복은 자신의 삶을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
며 완성하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의 삶을 좋아하
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즉, 행복은 결과물이 아니
라 삶의 시작점이다.
현재의 즐거움과 행복을 아는 아이가 학습 수
행 능력도 뛰어나다. 현재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긍정적 정서를 가진 아이는 주어진 과제를 효율
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있고 창의적 사고력도
높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행복교육은 두 가지 큰 전제하에 이루어질 수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367

특별기고 17 행복교육, 즐겁고 신나는 학교가 답이다!

있다. 첫째는 ‘행복할 때 공부도 더 잘 되고, 성장

한다. 하브루타 교육을 만난 것은 나의 교직 인생

발달 과정에도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둘째는

최대의 축복이라 생각한다.

‘행복은 출세, 성공, 부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자

지금까지 진술한 바와 같이 벌교고는 하브루타

체로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

와 디베이트 수업으로 예리한 지성을, 학부모와

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함께 하는 통통 캠프 및 연중 열리는 통통 리그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전과 다양한 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바

것은 무엇일까? 본교에서 하브루타 수업을 적용

른 심성을,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다양한 동아리

해본 결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고력을 확

활동으로 풍부한 감성을, 그리고 예배와 찬양으로

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반드시

참된 영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가정

따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업이 재미있고

보다 학교를 더 좋아하는 학생들, 학교가 즐겁고

배움이 즐거우며 학교생활에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재미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학생들, 행복 학교에

있는 점이었다. 또 하나의 덤은 소외되거나 왕따

온 것을 감사하는 학생들, 벌교고의 교직원임을

가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협업능력과 좋은 성품

자랑스러워하는 교직원들이 있어서 더 없이 행복

을 기르는데 탁월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다.

이처럼 하브루타는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뜨거운 가슴을 지닌 사람, 올바른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지닌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 서
로 소통하고 협력할 줄 아는 민주적인 자질을 함
양한 사람을 양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4차 산업 혁명에서도 유일하게 필요한 교육은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교육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
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이 변
화되어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되기를 간
절히 바란다. 예를 들어 수능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검사하지 않고 스마트폰과 함께 수능시험을 볼
수 있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문제가 출제되기
를 소망해본다. 이번 대통령 선거토론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줄 알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러내는 교육이야말로 하브루타 교육이라 자신 있
게 말 할 수 있겠다.
본교 교사와 학생들의 사례 발표 내용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하브루타 학습법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인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고등사고력 약화,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인한 공동체 의식 부재, 자
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팽배, 성적위주의 입시교
육으로 인해 만연한 부진학생들의 패배의식,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무시하는 왕따문제를 뛰어
넘어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참으로 인간다운 인
간을 길러내는 최고의 행복교육방법이라고 생각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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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평등과 화합을 위한 예술과 ICT융합
백양순 | 한국ICT융합협회 회장
평창동계올림픽은 인류가 지금 까지 치룬 문화스

능력을 갖추게 했다. 이에 솔루션을 찾아서 디자인

포츠 행사 가운데 역사상 가장 스마트하고 창의적

싱킹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인 기술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스포츠제전이었다.

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키워드는 최첨단 ICT 스포
츠 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장이 되었고

ICT융합관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과 ICT

세계 최대 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평화의 큰 축제였다.

첨단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한국ICT융

세계인의 스포츠제전에서 ICT 융합기술과 디자인

합협회가 주도적으로 우리 ICT 산업의 발전상과

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처

비전을 바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

럼 발휘된 경우는 없었다.

로그램을 만들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자율주행.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IT기술과 ICT융합 아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무인

디어는 놀라운 예술과 기술의 융합축제로 거듭났

항공기), 웨어러블(헬스케어)의 전시 부스에는 수

다. 전 세계인을 웃고 울린 ‘2018 평창 동계올림

출 유망 ICT 제품을 만날 수 있으며, 올림픽에 적용

픽’이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참여해

된 ICT 서비스를 관람객들이 보다 쉽게 받아들일

강추위에도 모두가 한마음되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

수 있도록 펼쳤다. 혹여 ICT올림픽이라는 실감이

다.

부족하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ICT 미래를 상
상하는 융합관에서 채워주었고, 이번 평창 동계올

이것은 세계가 화두로 동감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림픽이 최고의 스마트 ICT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가 이미 깊이 진입해 있음을 확인해 준 예표이기

위상을 거다고 확신하고 있다.

도 하다.
200년 전 베토벤이 교향곡 원래는 <자유의 찬가 O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은 드론을 이용한 희망과

Freiheit> 였던 <환희의 찬가 O Freude>는 쉴러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하트 모양의 러브를

의 <자유의 찬가> 시를 읽었고 1789년 프랑스 혁

밤하늘에 드론을 이용한 빛으로 보여주어 전 세계

명을 보고 혁명적인 음악예술로 작곡한 작품이다.

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빛과 전자를 통한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인류의 진정한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이 유럽과

이번 평창 축제에서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세계에 뿌리내리기를 소망한 작품이다.

공감대와 감성은 역시 사랑과 평화를 향한 노래와

혁명적인 교향곡으로 혁명적인 사상이 유럽의 사

무용, 춤과 음악 모두가 어우러져 하나가 된 종합

회구조 변혁을 꿈꾸었던 또 다른 예술가

예술로 태어난 작품이었다.

프랑스의 빅톨 위고는 1830년의 프랑스 혁명을
‘레미제라블’로 그렸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

이끌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 스페이스 놀이터는 ICT로 상상하는 미

베토벤의 9번 합창교향곡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

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문제해결 사고방식을 창

이 연주되는 교향곡이 되었다. 매년 송년음악회의

의적인 발상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 소통과 협업

고정 레퍼토리로 베토벤의 9번 합창교향곡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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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CT융합협회 회장 백 양 순

에서 가장 많이 연주된다.

과학기술을 통한

행복과 풍요를 희망하게 했다.

빅톨 위고의 뮤지컬과 영화로도 만들어진 ‘레미제

한국은 한국의 과총KCFST 과 한국과학자들의 모

라블’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예술작품이 되었다.

임인 세계 한인과학자공동협의회 등이 조직되어 4

런던, 파리, 스투트가르트, 뮌헨, 베를린, 뉴욕,서울

차 산업혁명시대의 유비쿼터스의 무궁무진한 기슬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롱런하고 있

과 예술의 융합과 조화의 시대를 열고 있다.

는 뮤지컬이 <레미제라블>이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정신으로 선택한 한 소녀
200년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예술적 상상

가 부른 아름다운 노래 ‘내 마음 속 반짝이는’ 의

력으로 표현한 전 인류가 공감하게 한 ‘열정, ’한국

가사가 바로 인류가 소망하고 지향하는 세계를 표

적 흥‘으로 세계의 평화를 선포했다. 거기에 한국

현하고 있다.

의 ICT 융합 예술 기술이 접목 되어 종합예술로
창출된 것이다.

“보이지 않아도 그 별이 있네

스포츠제전에 예술과 기술제전으로 모든 지구위의

잡히지 않아도 바람이 되어 불어오네

인류에게 열정적으로 공감하게 만든 ICT기술은

구름이 가려도 태양은 빛나네

AI, loT, 웨어러블, 로봇, 드론, 등 모든 분야에 스

내 가슴속 안에도 반짝이거리며 설레게 하는 것은

마트하게 융합 조화하고 있다.

가끔은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해

결국 인류의 행복과 자유와 풍요를 위한 기술과

하지만

예술의 접목은 전 분야에 조화와 융합으로 나타난

툭툭 털고 여기 하나되어

다.
보이지 않아도 그 별은 있네
Lift 무대, 바닥을 무한한 영상공간으로 한 맴핍

잡히지 않아도 바람이 되어 불어오네

영상, AR증강현실, 올림픽 오륜기를 표현한 와우

구름이 가려도 태양은 빛나네

포인트는 ICT기술이 창의력과 결합해 예술로 승화

내 가슴속에도 빛나는 꿈이 있다네

된 세기적인 작품이 되었다.

별처럼“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창의력과 예술적 상상력
으로 디자인하고 있는 평창올림픽의 승화된 기슬

이 아름다운 시와 소녀의 청아한 진주 같은 목소

과 예술의 융합은 전 세계가 지금도 놀라워 하고

리가 결합하여 밤 하늘에 수놓는 드론과 빛의 향

있다.

연은 베토벤의 9번 합창교향곡과 빅톨 위고의 레
미제라블의 감동을 우리 시대에 보여준 전 인류가

공감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전 세계

가치로 지켜야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고 있는

의 젊은이 들이 K-Pop이건 ‘방탄소년’이건 ‘헐리

지구인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를 보여주었다. 가족,

우드팝’이건 ‘런던, 파리, 뉴욕의 예술’이건 조화와

사랑, 행복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융합안에서 전 인류가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올림픽 ICT 융합예술과 기술

유럽에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시민자유주의의 민

이 전 세계에 보여 준 것이다.

주주의 공화정부가 세워질 것을 기대한
베토벤과 많은 유럽지식인들은 나폴레옹을 구원자

3세기전 영국은

영국과학아카데미 BSA, 1세기

로 보았다. 그러나 황제가 된 나폴레옹에 실망한

전 미국은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금세기에 유럽

베토벤이 3번 교향곡 <영웅> 초고악보 표지에 쓴

은 유럽엔지니어연합FEANI, 그리고 1세기 전 독

나폴레옹에게 한 헌사를 지운다. 이미 와 있었던

일의 막스 플랑크M. Planck연구소와 푸라우언호퍼

그 당시의 유럽 시대정신을 나폴레옹이 묵살했다.

Frauenhofer 연구소를 세워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나폴레옹은 폭정과 독재로 되돌려놓았고 모스크바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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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 워털루패배로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 유럽

류의 문화 예술 축제가 되어진 것임을 세계가 알

을 100년 후퇴시켰고 천문학적인 인명을 살상했

게 된 것이다.

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에 유럽에서 마

남북한 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이어지는 비핵화

지막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절대왕정이 무너지

와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동북아의 평화는 곧

고 공화정 민주주의가 세워진다.

세계의 평화로 이제 인류는 번영과 행복을 지향하
는 미래로 향하는 힘 찬 걸음을 내 딛게 될 것이다.

베토벤과 시인 실러, 파리로 명명가서 활동했던 독
일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 런던에서 망명을 받아주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은 한 국가의 독점도 남용도

어 자유사상가로 활동한 칼 막스의 사상이 현재의

아닌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고 있는 전 인류가 그

서유럽 북유럽 사회복지의 기초를 놓았기에 영국

기술과 예술을 나누며 조화와 융합의 정신으로 서

인들이 지난 1000년 유럽에서 가장위대한 사람으

로 감사하며 다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로 칼 막스를 뽑았다.

것이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전 세계가 누려야 할 자유,
정의, 평화, 박애의 정신이 유럽에서만의 정신이
아니라 세계 전 인류에게 실현되어져야 할 사상과
정신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한국과 동남아시아가 국경 없는 다문화사회로 가
고 있고 사람답게 살아보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망명난민, 유엔도 침묵할 수 없
게 한 북한인권법, ..... 이 모든 국제문제의 배경에
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자유, 정의, 평등,
박애의 정신을 인류

모두에게 실현되게 해야 하

는 당위 때문이다.
세계가 추구하는 정보의 동시공유 유비쿼터스와
무한한 문화향유, 인간답게 살 생존권리를 실현하
게 할 수 있는 세계가 한 가족이 되면서 그 속에
서 ‘모든 정보공유’, ‘균등하고 양질의 교육기회’,
‘무한한 문화예술향유’, ‘평등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4차산업혁명이 해야할 무궁무진한
과제들이 있다.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프린스턴 대
학, 스탠포드대학 등 미국최고의 대학강의 –무크
MOOC-를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북한 비핵화를 통한 세계와 동북아의 평화도 남북
을 잇는 과학기술과 예술이 조화와 융합을 이루어
낼 것이다. 이번 평창에서 이루어낸 남북한 아이스
하키 단일팀을 구성해 선전하면서 평화와 문화의
제전 올림픽은 전쟁과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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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조애영 | 부천부일중학교 교장

I. 행복의 눈높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이 진정한 행복임을 생각하며 특히 가족의 행복

경영의 신이라 추앙받는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

은 끊을 수 없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 서로가 서

스케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행복에 관한 다양한

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함께 울고 웃으며 여러 가

이야기를 엮어 보려고 합니다.

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는 일생을 통해 세 가지 복을 받았다. 하나는
가난하게 태어난 복이다. 가난한 집에서 성장하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셀이기도 합니
다.

보니 어릴 적부터 온갖 일을 하면서 세상경험을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쌓을 수 있었고 또 평생 아끼고 검소하게 사는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습관을 갖게 됐다. 또 하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믿음 안에서 생기 있게

복이다 몸이 약하다보니 항상 조심하고 또 늘 운

성장하는 자녀가 있는 행복한 가정, 서로가 서로

동에 힘써 늙도록 무탈하게 살 수 있었다. 마지막

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생명의 관계들이 회복되어

으로는 못 배운 복이다. 초등하교도 못 나온 덕에

야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맞볼 수 있다고 생각합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자 했고 다른 의견

니다. 행복은 비움과 감사와 느림 속에서 우리에

에 귀 기울여서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둘

게 다가 옵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 삶의 가장 중

수 있었다.”

요한 기초체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한 집에서 약한 몸으로 태어나 배우지도 못

행복하기를 소망하며 무단히 그 행복을 얻으려고

했으니 불운의 3종 세트를 지닌 셈이다. 이쯤 되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 가난하게 태어난 “탓에”, 몸이 약한 “탓에” 못
배운 “탓에”라고 불평해도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
을 정도이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
을까?
행복을 좇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

하지만 미쓰시타 고노스케는 가난하게 태어난 “덕

습니다.

에” 몸이 약했던 “덕에” 못 배운 “덕에” 라고 말한

내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

다. 그는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행복 프레임을 갖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

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악조건 속에

분 돈, 명예 건강등 몇 개의 범주 안에 답이 있다

서 성장의 자양분을 발견하는 놀라운 프레임을

고 믿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남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론 행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복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삶도 주변

기회를 본다”는 처칠의 말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

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으

라고 생각합니다.

며 배려와 공감으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우리가 행복을 너무 먼

곳에서 아주 어렵게 찾

생각합니다. 타인을 행복하게 하려는 배려, 선행,

으려고 하지만 행복은 아주 단순한 것이며 우리

노력들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나에게 행복으로

가까이 항상 있는 것인데 우리가 모르고 지내고

다가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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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면서 많은 책

께 있게 되면 성공률이 60%로 떨어지고 50마리

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와 함께 있을 때는 10%이하로 사냥 성공률이 떨

마치 하나의 세포나 행성처럼 행복을 객관적으로

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행복에 대한 우리의 많은

총체적인 사망원인이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며 인

직관은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간의 뇌는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설계되었

예를 들어 행복의 가장 큰 결정변인이 “유전”이

다고 합니다. 뇌의 최우선 과제는 사람간의 이런

라는 점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지

복잡 미묘한 일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

궁금합니다.

면 뇌의 행복전구가 켜지는 이유는 승진 자체가

한 신사가 넥타이를 매고 있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간간히 새어 나오는 그의 욕망과 이
기심, 절망과 슬픔이 인간의 실체를 훨씬 더 잘

아니라 승진이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축하와 인정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러나 나는 빵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매고 있는 사회적 관습과 가치의 넥타이를

돈은 비타민과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결핍된다

풀게 하고 그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 문제를 만들지만 적당량 이상의 섭취는 더 이

삶은 갈등의 연속이며 무의식적이고 동물적인 우

상의 유익이 없기도 합니다.

리의 본능이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성과 평생
동안 충돌하게 됩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생
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입니다.

행복을 따뜻한 샤워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정서
시스템은 찬물과 더운물을 조절하는 꼭지가 따로
달려 있는 샤워기와 같으며, 불행의 요인들을 줄
이는 것은 마치 찬물 꼭지를 잠그는 것과 비슷합

행복은 다만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

니다. 이것으로 샤워물이 덜 차가워질 수는 있지

신적 도구일 뿐이며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

만 더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

추구하는 많은 삶의 조건들은 이 샤워기의 찬물

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꼭지와 비슷하며, 물을 덜 차게 즉 삶을 덜 불편

어떤 한 젊은 남자의 경험을 적어보면,
여자 친구와 헤어진 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
는 뉴욕 맨하탄에 이런 쪽지를 붙여 놓았는데

하게 만드는 효과는 크지만 물을 뜨겁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기쁨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쁨이 중요하며,

“If anyone wants to talk about anything, call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성취하는 순간 기쁨이

me.”

있어도 그 후 소소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얻을

(347)469-3173 Jeff, one lonely guy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메세지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 7만 명이 넘

결국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비슷하다는 과학적 결

었다고 합니다.

론이 나옵니다. 아이스크림은 입을 잠시 즐겁게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행복과 관계를 그리워하고

하지만 반드시 녹는 것처럼 내 손안의 아이스크

있는지를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림만큼은 녹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행복해지기

있게 됩니다.

위해 인생의 거창한 것들을 좇는 이유들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고통과 기쁨은 모
두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이 치르는
가장 성대한 의식들은 사람과의 만남(결혼, 탄생)
혹은 이별(장례)을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 공화국에는 냉장고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다 녹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주
여러 번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절대적인 행복의 원인이기도 하지
만 동시에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할

매가 혼자 있는 비둘기를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타인은 나

80% 이지만 비둘기가 다른 친구들 10마리와 함

에게 단맛과 쓴맛을 모두 느끼게 하는 존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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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9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행복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하는 말로 나눔과 봉사의 삶 즉 주는 자가 받는

가 일상에서 주로 어떤 맛으로 나타나느냐는 매

자보다 복이 있으며 베풀수록 행복하고 나눌수록

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화가 가진 여러

건강해집니다. 미국에서는 자선활동은 부유한 사

가지 양념은 이 맛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람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이기도 합니

합니다.

다. 이런 부유층들의 자선사업과 시회 기부는 미

마치 행복에도 정답이 있고 이는 몇 개의 잣대로

국이 성숙해지는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압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좋은 대학 간판,

오늘날 세계경제의 주역이 된 원동력으로 작용하

대기업 명함, 높은 연봉등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에 행복바이러스를 보급

못한 인생은 왠지 행복시험에서 낙제한 것 같은

하는 촉매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갖게 하여 불행한 삶이라는 좌절감을 느

2. 운동의 힘

끼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의 일원으로 살면

대학시절의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의 신체적 건

서 타인의 평가와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

강보다 정신적 건강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

끼칩니다. 또한 비관론자들이 낙관주의자들에 비

한 나침판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내

해 훨씬 더 신체적으로 고통 받는 것처럼 보였는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타인

데 이는 비관론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거의 교류

의 반응이 더 중요해 지므로 그러다 보면 어느새

를 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

삶을 경험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좋

다.

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분간의 운동이 향후 12시간을

행복의 중요 요건 중 하나는 새 삶의 주인이 타
인이 아닌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운동의 효과로 우울증,
불안장애가 치료되며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과 침

인간의 뇌는 철저히 시회적인 뇌라고 합니다. 생

착성이 높아지고 충동성이 낮아짐, 지적능력향상,

존과 직결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

성년의 뇌세포 재건에 탁월, 노인성 치매와 알츠

악하는 것은 뇌의 최우선적 임무 중 하나입니다.

하이머에도 탁월한 효과, 면역력 증가, 뇌를 긍정

과도한 물질주의는 행복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적으로 변화시키며 업무성취도와 창의성도 높아

오기도 하므로 행복해지기 위해 돈에 집착할수록

진다고 합니다. 운동은 건강, 행복, 자기 통제력이

정작 행복의 원천이 되는 사람으로 부터는 멀어

라는 세 가지 보물을 한꺼번에 갖다 주는 보기

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기

드문 일상적 활동입니다.

억하며 행복전구를 가장 확실하게 켜지도록 하는

3. 인간관계의 힘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지를 결정짓는
것은 지적인 뛰어남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관계다. 행복의 조건에 따뜻한 인간관계는 필

II. 진성한 행복을 안겨주는 요인들

수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

(행복으로 가는 삶의 지혜)

람들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4. 행복으로 가기위한 우리의 연속적 과업

누구나 조건은 다르지만 행복의 조건은 사람마
다 겪게 되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

대응하느냐

성숙한 방어기제가 필요합니다.

1.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 Oblige)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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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설 수 있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상호관계를 통
해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밀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 성인은 사회는 물론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 안정을 이루

부천부일중학교 교장 조 애 영

어야 합니다.

여름의 무더위 때문에 생기는 짜증은 “더 시원하

넷째 : 더 넓은 사회 영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면 좋을텐데”라는 바람이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배려하는 생산성 과업을 이루어야 합니

그것보다 “여름이니까 더운 것은 당연하지”라고

다.

생각하면 순식간에 짜증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 다음 세대에게 과거의 미래를 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12. 좋은 약은 입엔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
“약은 입에 쓰고 충고는 귀에 거슬린다”라는 말

여섯째 : 통합이라는 과업을 완성함으로써 개인

처럼 충고를 듣는 순간은 욱할 때도 있지만 비판

의 삶은 물론 온 세상의 평온함과 조화

은 귀중한 충고라는 말을 되새기면 됩니다. 하지

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 역시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로워서

5. 노력해도 가능하지 않은 것은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는 노력한들 불

인지 그런 충고를 듣고 있으면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13. 짜증의 원인으로부터 의식을 멀리하기

가능 할 때이고 부러워하는 편이 나은 경우는 노

화와 짜증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감정입니

력해서 가능할 때입니다. 무언인가를 부러워하는

다. 화나 짜증의 공통점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편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노력해서 지

픈 마음이 밑바탕에 자리하고 그 위에 생각대로

신의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지신이 부러워하는

되지 않는 현실이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에서 발

대상처럼 될 수 있을 때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한다는 점입니다. 무엇인가가 늦어져서 느끼는

6.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메랑이 되어

짜증을 줄이고 싶다면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이 할

내게 행복으로 돌아온다
7.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
사람은 4가지의 정신적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대처법이기도 합
니다.
14. 후회할 일이라 생각되면 거절하라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며, 도움이 되고 싶

15. 부정적인 감정을 표정에 드러내지 않는다

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만

16.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

족하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일이 없다고

17. 칭찬과 비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합니다.

18. 내가 날 좋아해야 남도 날 좋아 한다

8. 험담은 돌고 돌아 결국엔 자신의 발목을

19. 타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잡는다
9.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
자신은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

20. 실수를 인정하면 더 좋은 결과가 따른다
21.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은 인정받기 원한다는 것은 무척 이기적인 생각

22. 가끔씩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 한다

입니다. 타인을 인정하면 신기하게도 자신도 인정

23. 평소에 다니지 않던 새로운 길로 걸어본다

받게 됩니다. 인정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

24. 스마트폰과 SNS에서 잠시 벗어나 본다

른 사람을 인정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25.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본다

10. 자신을 돌아보기

26. 예술의 힘을 빌려 기분을 전환해 본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자신과 비교하는 것입니

27. 분노의 원인을 찾아본다

다. 그러면 자신의 좋은 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

분노의 절정은 약 6초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할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과 비교하면 자신의 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6초를 참으면 대참사

용하고 겸손함이 미덕이 됩니다. 병에 걸린 사람

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과 비교하면 건강한 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28. TV 보지 않는 날을 정해 뇌를 쉬게 한다

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9. 웃고 살자

11. “당연하지”로 바꿔 생각하기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을 마음을 다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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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자," "마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인생

음 밭에 사랑을 심자," 그것이 자라나 행운의 꽃

을 잘 사는 길이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 주는 방

이 필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웃을 일이

법입니다.

많이 생기게 됩니다.

36. 용서할 수 있는 사람

30. 말은 씨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과 자신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최
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

밉게 보면 잡초 아닌 사람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

아닌 사람이 없는 것처럼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한 마음이 생기고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생각

사람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습

이 생기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된 삶으로 인도

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됩니다. 말은 씨가 되어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

가깝게 하고 넓은 마음은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입니다.

37.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31. 인생은 시소게임이다

38. 관점 바꾸기

인생은 시소게임과 같아서 내가 올라가려면 상

39.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활하기

대방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렇게 나보다 상대방을

40. 겸손한 생활

무겁게 하려면 상대방을 더 배려해야 하고 더 존

41. 나누고 베푸는 삶

중해야 하며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42. 웃는 연습을 하라

상대방이 잘 되도록 지극히 섬기면 상대방도 여

43.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러 가지 모습으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처럼

44. 순간을 즐겨라(감사와 칭찬)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45.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32. 마음편한 친구 만들기

46. 건강 챙기기

인생살이에는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친구가

47. 나의 강점 살리기

꼭 필요합니다. 이성이 아니더라도 생각만 해도

48. 비교하지 않기

기분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란 내 슬픔을

49. 감사 일기쓰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듯

50. 돈으로 행복을 사는 방법

이 친구는 나의 슬픔을 없애주는 진통제이며 나

돈으로 행복을 사는 효과적인 방법은 소유물을

의 불행의 비를 막아주는 우산 같은 존재입니다.

사기보다 경험을 사는 것에 지출을 늘리는 것입

33. 좋은 사람 만나기

니다. Doing은 Having보다 남는 장사입니다. 과연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며 누구나 좋은 사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질문

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첩경

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은 바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답은 의외로 분명하게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고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되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 타인을 위한 소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

34. 세상의 소금이 되자

해하기 어려운 행복의 역설중 하나는 타인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

의 행복을 추구할 때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재하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실이며 소비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들을

자, 노인과 청년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

위한 선물을 자주 사고 가난한 자들을 위

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살만한 이유는 바다가

한 기부를 자주 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3.5% 염분 대문에 짠 것처럼 최소한 3.5%이상의

를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 등이 행복을 위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한 돈 사용법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35. 자기자리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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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내는 소비를 하

부천부일중학교 교장 조 애 영

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주는 경험들의

헤엄을 치며 안간힘을 쓸 때 밖으로 빼주며 이

공통점은 거기에 “이야기”가 있다는 것

절차를 몇 번 반복하였습니다. 버티면 살아남는다

입니다. 사람들은 수다를 떨 때 행복합

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게 해

니다.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기 위한 소

서 희망을 갖게 된 쥐들에게 원래의 실험을 반복

비와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

하였더니 놀랍게도 이번에는 모든 쥐들이 평균

비에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 못합니

60시간을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쥐도

다. 예를 들어 작년에 산 진공청소기에

15분 만에 포기하지는 않았고 그것은 희망이 가

대해서는 지금도 수다를 떠는 경우가

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버티면 살아남는

없지만 작년에 다녀온 여행에 대해서는

다는 희망을 쥐에게 준 건 쥐 자신이 아니라 누

아직도 할 말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군가였습니다.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사야합니다.

터 생기며 내가 역경을 견뎌내면 그건 다른 누군

51.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행복은 무려 3단계의 사람을 거쳐서까지 전염됩
니다.
52. 고통에 임하는 자세가 행복의 수준을
결정한다
고통의 부재가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

희망은 누군가의 도움과 격려로부

가에게 희망의 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54. 행복의 최대적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시간상에서의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남들
과 비교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과거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미래의 이상적인 기대에 얼마나 가까
워지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전혀 경험하

55. 행복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 않는 것이 행복의 필수라고 믿지만 반대로 어

56. 행복은 넘어지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떤 사람은 고통의 부재가 행복에 필수라고는 믿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데 있다

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고통의 부재가 행복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단한 근육

의 핵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행복 수준이

의 힘이 필요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낮으며 반대로 고통을 행복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줄 수 있는 가족과 친구의 힘이 중요한 근육이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됩니다.

역설이지만 고통의 부재가 행복의 핵심이라고 믿

57. 자기 절제의 행복

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훨씬 취약함을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은 자기 절제의 실패에서

보입니다. 고통이 없어야 즉 스트레스가 없어야

기인됩니다. 감정 컨트롤 실패로 인한 문제, 욕망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

컨트롤 실패로 인한 문제등 우리의 문제는 대개

황에 직면하게 되면 오히려 쉽게 무너져버리게

자기 컨트롤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

됩니다.

우 하루 중 약 3시간 정도는 욕망에 저항하기 위

53. 누구나 희망의 끈이 필요하다

한 자기와의 싸움에 쓰인다고 합니다. 행복에 연

다음과 같은 잔인한 실험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벽이 높고 미끄러웠기 때문에

습이 필요하듯 자기 절제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58. 행복을 꿈꾸는 자, 일하라

쥐는 벽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고

일할 때 경험하는 행복감은 어느 나라에서나 매

물이 점점 늘어나서 헤엄을 치면서 생존하는가를

우 낮은 편입니다. 미국사람들의 경우 일할 때의

관찰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흥미롭게

즐거움은 아무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 때의 즐

도 어떤 쥐는 무려 60시간을 버텼지만 어떤 쥐는

거움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일할

15분 정도가 되면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

때의 즐거움은 병원에 가는 것의 즐거움 수준과

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연구팀은 다른 쥐들을

비슷하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혼이나 배우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실시하며 이번에는 쥐들이

자 사별보다 행복에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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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업이라고 합니다.

64. 상위프레임으로

59. 최고의 행복은 가족여행

세상보기

어떤 일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 즉 How를 묻지

모든 일이 그렇듯이 행복을 위해서도 “기본”에

만 상위 프레임에서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충실해야 합니다. 속성으로 근육을 늘리는 비법을

비전 즉 Why를 묻습니다. 자신의 일을 직업으로

찾기보다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고 족집

보는 것은 하위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고 자신의

게 강사를 통해서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보다

일을 소명으로 보는 것은 상위프레임으로 보는

는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행복

것이며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상위프레임으로

도 그러합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

세상을 보는 습관을 통해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

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며 가족 및 친구와 함께

니다.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직장상사와 있는 시간

65.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

이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으며 여

복한 활동은 여행이라고 합니다.

성이 남성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 더 배려

60. 행복은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할 줄 안다고 합니다. 한편 행복의 가장 큰 적은

61. “Should”에서 “Want to”로

경쟁심이며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Should 해야 한다”를 “Want to 하고 싶다”로 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꾸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찾아 늘 과거나 미래로 달

어떤 일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로

려가지만 현재의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게 됩니다.

인해 얻게 되는 부, 지위, 이미지, 명성 때문에 일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며 오히려 현재의 선

을 할 때 그 일을 외재적 목표라고 부르며 반면

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그 어떤 혜택보다도 그 일로 인해 경험하는 즐거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이 순간

움과 만족 때문에 일을 할 때에 내재적 목표라고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부릅니다.

66.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물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67.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없습니다. 결국 행복은 Should와 Want to의 비율

68. 행복은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

문제입니다.

69.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

62. 마음껏 축하해 주기

당신은 사람에게 존중 받고 있습니까?

연구에 다르면 타인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라는
생각이 우리를 축하에 인색하게 만들지만 누군가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
까?

에게 보내는 진심어린 박수는 우리 자신을 행복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으로 잡아 이끄는 강력한 힘이자 내인격의 가장

당신은 잘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

좋은 척도입니다.

니까?

63.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습

물질적 가난을 일부러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부
가 가져다주는 행복 또한 적지 않습니다. 행복이

니까?
70. 행복의 자가 진단

란 마음의 가난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을 선물로

자신의 언어를 점검 합니다 : 감사하다, 행복하

여기는 것이고 마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

다, 고맙다, 신난다, 설렌다, 즐겁다와 같은 긍정

속을 걷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행복은 때때로

적인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알아봅니다.

뜻밖에 찾아옵니다.

71. 행복은 운명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이 오직 미래에만 있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
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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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생각하

72. 죽음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든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착
한 시민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

부천부일중학교 교장 조 애 영

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인간을 극도의 공
포에 사로잡히게 해서 거의 테러 수준에 가까운

세탁소주인 : 그대로 두면 곧 달아나 버릴 것 같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이 선택하

은 단추를 발견했다면 내버려 두지

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

않고 단단히 꿰매 줍니다.

니다. 자신이 속한 시대와 사회가 인정하는 사람

신문배달원 : 구독자가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이 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죽음을

수 있도록 신문이 구겨지지 않게

통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엄연한 인간의 한계 앞

조심스럽게 배달해 줍니다.

에서 사회의 착한 구성원이 되어 상징적으로나마

두부장수 : 두부가 만들어진 날자와 시간을 봉지

불멸을 경험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에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유용한 정보

앞에서 사회의 도덕과 규범을 잘 지키는 착한 사

를 제공합니다.

람이 되며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누군가의 죽음

유치원 교사 : 등하교길 아이들과 인사를 나눌 때

은 그 사람이 남은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

마다 아이들 키에 맞게 몸을 낮추

물이기도 합니다.

어 줍니다.

73. Overweight, Overthinking and Overstuff

학생 :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과 함께

인생을 경쾌하게 살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은
과체중의 살만이 아니라 필요이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 공간을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채우는
잡동사니를 버려야 합니다.

공유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미용사 : 손님의 머리스타일에 앞서 머리건강 상
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간병인 :몸의 불편함은 물론 마음의 불편함까지

74. 스트레스 중화 및 회복탄력성 증진

헤아려 환자가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선 충전된 부정적

친구가 됩니다.

감정을 낮추고 감정적 중립에 머물러야 하며 중

제과제빵사 : 입구에 빵이 나오는 시간을 적어 두

립이란감정을 중화시키고 많은 선택의 여지를 명

어 고객이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살

확하게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1단계 : 천천히 깊게 호흡한다. 가슴이나 심장으

경비원 : 밤길에 귀가하는 학생이 있다면 안전하

로 산소를 들이 마시고 내쉬는 것.

게 집에 들어갈 때까지 먼발치에서 살

2단계 : 계속 천천히 깊이 호흡하면서 스트레스를

펴봐 줍니다.

유발하는 생각과 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구두미화원 : 손님들이 구두를 오래 신을 수 있도

3단계 :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에 대한 감정적
에너지를 낮추고 감정적 중립 후에 좋아

록 손쉬운 구두 손질법을 알려 줍
니다.

하는 사람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심

안마사 :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장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을 느끼거나

만들 수 있는 간편한 안마 방법을 가르

깊은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에

쳐줍니다.

너지가 충전되며 회복탄력성이 증진됩니
다.

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았는지를

76. 행복한 잠

확인한 후 출발하는 습관을 들입

행복한 사람의 가장 특징 중의 하나는 “누우면
잔다는 것” 행복한 사람은 잠을 잘 자고

버스운전기사 : 승하차 시 백미러를 통해 승객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다음날 기분이 좋아집니다.

니다.
의사 :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
는 의사의 진심어린 한 마디가 환자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III. 세상 속 직업을 통한 행복바이러스
파하기

전

도서관 사서 : 도서관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책
을 접할 수 있도록 주제별 추천 리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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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를 만들어 입구 한쪽에 붙여둡

어려운 환경에서 바이올린을 배

니다.

우고 싶어 하는 꿈나무들에게

환경미화원 : 낙엽을 바로 쓸어버리기 보다는 오
가는 사람들이 계절의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두고 정
리합니다.
바리스타 : 다양한 커피잔을 준비하여 손님의 분
위기에 어울리는 잔을 내놓는 작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분식집 : 폐식용유를 모아 비누로 만들어 단골손
님들에게 선물해 줍니다.
간호사 : 눈이 어두운 분들을 위해 특별히 알아

선사합니다.
교사 : 야단을 친후에 꼭 안아주며 “ 나는 너를
믿어”라고 아이를 격려해 줍니다.
가수 : 많은 수의 관객이 아니어도 그들에게 기쁨
과 희망이 된다면 기꺼이 즉석 공연을 열
어주기도 합니다.
가사도우미 : 제철과일이나 채소로 특별한 디저트
를 만들어 가족을 위한 즐거운 대화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소설가 :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아름다운 한글

두어야 할 사항들을 따로 큰 글씨로 메

표현을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모하여 전해 드립니다.

정원사 : 화분마다 화초의 이름이나 관리 방법을

트레이너 : 운동기구가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어
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법을 가르쳐줍니다.
영양사 :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도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단표를 만들
어 나누어 줍니다.
농부 :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며 환경의 오염을 최
소화하는 유기농법의 개발에 앞장섭니다.

적은 표지판을 매달아 손님이 화초를
재배하는 일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주유원 : 주유를 하는 짧은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자동차 내부의 먼지를 닦
을 수 있도록 물수건을 제공합니다.
수의사 :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유
기견을 연결하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픽디자이너 : 재생지나 재활용할 수 있는 종

정육점주인 : 고기와 함께 채소를 고루 섭취할 수

이를 사용하여 멋지게 디자인된

있도록 깨끗하게 손질한 채소 한 봉

인쇄물이 환경쓰레기가 되지 않

지씩 서비스로 선물해 줍니다.

도록 합니다.

약사 : “감기에는 휴식이 최고입니다. 약을 많이

큐레이터 : 작품을 접하는 대상에 따라 같은 내용

드시기보다 잠을 많이 주무세요” 라고 대

이라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될 수

화를 하면서 약사의 최고 관심사는 고객의

있도록

건강임을 알려 줍니다.

다양한 표현방식을 연구합니

다.

택배기사 : “부탁하신 물건이 안전하게 배달 되었

꽃집점원 : 그날 판매되는 꽃들의 꽃말을 알려주
어 작은 꽃 한 송이라 할지라도 손님
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도
록 합니다.
하수구 수리공 :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일이 도시

다.
동물사육사 :동물들의 배설물을 모아서 농가에서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사진사 : 연세가 드신 노인들을 활짝 웃게 하여

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

나이보다 훨씬

임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진을 찍어드립니다.

운동선수 :경기의 승패보다는 경기를 지켜보는 많

젊어 보이는 표정의 사

구호단체직원 :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큰

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겠

힘이 되어 돌아오는지

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대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바이올리니스트 : 쓰지 않는 악기나 악보를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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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가사 : 정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기계에 스
티커나 메모지를 부착하여 다음 정비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안경사 : 건강한 눈을 위한 간단한 안구 운동법을
손님들에게 알려 평소에 실천할 수 있
도록 돕습니다.
웨딩플래너 : 예식장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세미드

니다.
교수 :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이름으로 그들
을 불러 주며 교수보다는 선배로서 그들
과 대화합니다.
개그맨 : 관객을 위한 웃음과 행복은 자신의 삶
안에서의 웃음과 행복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레스 또는 우아한 정장을 갖추어

심리치료사 : 치료를 위한 직업의식보다는 친구가

입어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센스를

되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

발휘합니다.

작합니다.

집배원 : 비가 오는 날에는 우편물이 비에 젖지

건축가 : 항상 새로 건축하기보다 아름답고 편리

않도록 우편함 깊숙이 밀어 넣어 줍니

하게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연구합니다.

레스토랑지배원 : 혼자서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
이 적적하거나 어색한 시간이

Ⅳ. 행복한 매일의 묵상

되지 않도록 관심이 갈만한 멋
진 책들을 비치해 놓습니다.
인쇄소직원 : 버려지는 종이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는 다로 모아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1. 어머니는 세상의 빛 : 어머니는 진정으로 자녀
들에게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 지침의 원천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도 자식만을 위할

군인 : 사나이로 태어나서 해야 할 많은 일 중 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

뜸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긍

야만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으며 어머니는 하나

지를 갖습니다.

님 다음으로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의상디자이너 : 버려진 원단이나 부자재를 사용해

2. 당신은 등불입니다 :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하는

옷을 만들어 버려지는 물건들의

길로 가도록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직접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많은

경찰 :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내심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말투와 표

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당신의 말

정을 연구합니다.

을 듣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들이 언제나

소방관 : 소방교육의 혜택과 거리가 먼 작은 단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염려해야 합니다.

나 기관을 찾아가 화재 방지 및 대피

3. 자녀가 끝까지 기억할 어머니의 모습 : 난 어

요령등을 알려 줍니다.

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언

한의사 : 약 처방 이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민간

제나 나와 함께 했음을 압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요법등을 가르쳐 평소에 건강을 지킬 수

내 평생 나와 함께 했습니다.

있도록 돕습니다.

4. 살아있는 점토 : 모든 말과 행동은 자녀에게

한복사 : 한복을 사는 젊은 신랑 신부들에게 올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선명한 자국을 남

른 한복 예법을 함께 알려 본의 아니게

깁니다. 당신에게는 하찮아 보이는 말이나 행동도

결례를 법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합니다.

자녀에게는 잊지 못할 상처로 남을 수 있으며 찢

국악인 : 국민이 모르는 음악이 국악이라는 우리

어진 옷은 곧 꿰맬 수 있지만 거친 말은 아이의

의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 대중들이 우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리 음악을 자주 접할 기회를 만들어 줍

5. 자녀가 이렇게 산다면 : 자녀가 비난가운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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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9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다면 그는 비난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십시오"

자녀가 적대감 가운데 산다면 그는 싸우는 법을

9. 매일하기 쉬운 실 수 : 오랜 시간 남의 말을

배울 것입니다. 자녀가 수치 가운데 산다면 그는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은 친구를 얻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장황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편의 마을을 잃을

그러나 자녀가 관용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는 인

수도 있습니다.

내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10. 어머니의 믿음 : 어머니는 가장 힘든 인간의

자녀가 격려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는 자신감을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지만

배울 것입니다.

그 자녀는 어머니의 희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

자녀가 칭찬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는 감사하는 법

다.

을 배울 것입니다.

11. 작은 일에 최선을 : 지겹고 힘들더라도 자녀

자녀가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는 세상 곳곳

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에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당신이 하고 싶을 때 할

부모가 아무리 예의범절을 가르치려고 노력해도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그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

12. 메시지 : 인생에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있

다.

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

6. 행복한 가정의 조건 : 서로의 실수를 인정합니

는 것은 훌륭한 태도입니다.

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13. 경청 : 가정에서 자녀의 말을, 학교에선 학생

아이들은 공정하고 친근한 방식으로 서로 경쟁하

들의 말을 들어 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도록 기르침을 받습니다.

14. 산소 같은 말 : 당신의 자녀에게 매일 산소

아이들은 집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하며 배우게

같은 격려의 말을 들려주어야 하며 우리는 격려

됩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의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도 정직

15. 가장 중요한 선물 : 아무리 바쁜 삶을 살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우리

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인도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자녀들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주세요. 자녀를 위해 바삐 걸어 다니는

관용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도 관대해질 것입니

발, 보듬어주는 손, 기도 가운데 꿇는 무릎 이것

다.

모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멋진 유산입니다. 자녀

7. 엄마가 되고 나서야

들이야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

내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며 그리고 당신의 자녀는 창조주가 당신과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는지.

당신가족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내가 엄가가 되고 나서야 느꼈습니다. 내가 불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종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상처 받았을지.

같이 우리도 자녀들을 인내로 대해야 합니다. 그

내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나의 성공

리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말고 그

을 엄마가 얼마나 기뻤하셨는지.

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내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를 통해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사랑했는지.

부모의 모든 말과 행동은 아이의 인성을 설계해

어머니란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려도 당신

주며 그리고 어머니의 인내가 그 가정의 뿌리를

과 함께하는

내리게 됩니다.

사람입니다.

힘든 시기

8. 가장 위대한 일 :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16. 유머 : 유머는 가끔씩 하는 농담이 아니며 서

수녀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로 거리감을 없애 주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그녀는 대

해서 대화를 지속시킴으로써 인간관계에 도움을

답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

주는 것으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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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생존도구이며 유머는 집을 비추는 햇살과도

불공평하다고 느끼지만 그의 가정사에 문제가 있

같은 것입니다.

거나 자식 농사에 실패하면 세상이 그렇게 공평

17. 기적 : 당신이 베푼 선한 일이 언젠가 당신에

하게 느껴질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듯 사

게 기적처럼 되돌아 올 지도 모릅니다.

람들은 세상이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믿고 싶어

18. 행복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하는 강력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보적

행복은 철저히 일상을 위한, 일상에 의한, 일상

신념을 생산해냅니다. 상보적 신념이란 한 사람이

의 행복입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상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의 삶을 잘 살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와 행복 능력과 인격은 결코 상보적일 필요가

일터에서 일을 잘 하도록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없습니다.

잘 해결 하도록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도록 도

23.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나이 (커낼 샌더스)

와주지 못한다면 그런 행복은 추구할만한 가치가

커넬샌더스는 얼마 안 되는 전 재산을 걸고 마

없으며 따라서 행복을 얻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지막 도박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중

방법은 일상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일상의 활

고차를 한 대 사서 그 후 자신의 닭튀김 비법을

동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

사줄 가게를 찾아 미국 전역을 돌아 다녔습니다.

로 걷기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신의 요리법이 특별하다고 믿는

19. 행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식당주인들이 돈을 주고 그의 레시피를 사줄 리

않는다.
20. 관계의 지도 만들기

만무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모두 1천9개의 식
당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가진 돈도 떨어지고

이름과 이름의 뜻 묻기, 좋아하는 음식 묻기, 최

의욕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

근관심 있는 것등을 질문함으로 관계를 잘 만들

졌습니다. 꼭 1천 10번째로 찾았던 콜로라도의

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한 식당에서 그의 조리 비법을 사겠다고 한 것입

21. 감정의 홍수에는 남녀차이가 있다

니다. 닭 한 마리당 4센트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감정의 홍수에 먼저 빠지고

조건이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좌절하는 법이

늦게 회복이 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을

없던 이분은 KFC의 창업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감정의 홍수

KFC는 프랜차이즈의 신기원을 열었을 뿐만 아니

에 늦게 빠지고 빨리 회복이 되지만 어릴 때 학

라 한때 세계 최대의 프랜차이즈 업체였습니다.

대를 받았거나 언어폭력, 신체폭력등 트라우마를

그는 말했습니다.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

경험한 경우에는 여자도 감정의 홍수에 빨리 빠

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포기

지며 얼어붙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경험에

22. 생각의 차이

서 배우고 다음번에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창시절 가장 얄미웠던 친구 중 하나는 공부도

찾으려고 했다” 행복한 사람은 몇 번 실패하는 가

잘 할뿐더러 얼굴도 잘 생기고 운동도 잘하며 음

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성공할 희망

악과 미술에도 능하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겸손하

에 초점을 두었기에 가능했던 실화입니다.

며 심지어 집안까지 좋은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24. 감사의 정의

이런 친구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불공평하다

감사는 관대함, 친절, 은혜를 뜻하는 라틴어

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며 반면 공부는 잘하지

“gratia”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자신에

만 못생겼거나 키가 작고 성격이 나쁜 친구들로

게 베풀어진 다른 사람의 수고와 배려를 인식하

부터는 세상은 공평하다는 위로와 안도감을 받습

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

니다. 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자

신의 안녕과 복지에 기여하는 도움이나 혜택을

가 정직하고 행복하고 겸손하고 잘 생기고 심지

준 인격 및 비인격 대상에 대한 고마움을 뜻합니

어 자식들이 공부까지 잘 하면 우리는 세상이 참

다. 경험연구에서 감사는 공감적 정서, 도덕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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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존적 정서, 감사 성향등 다양하게 정의되어

이고 늘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련

집니다. 즉 좋은 결과를 경험해서 느끼는 행복감

이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과

이나 나쁜 결과를 경험해서 느끼는 불행감과 같

감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성장의

은 결과 의존적 정서와는 달리 자신에게 발생한

발판으로 삼는 훈련은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필요

좋은 결과가 타인의 노력과 수고에서 비롯됨으로

한 훈련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식하기에 감사 자체가 도덕적 이라기보다는 공

26. 행복의 비밀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데

감, 죄책감, 수치심, 친사회적 행동을 일으키기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있

문에 도덕적 정서로 간주됩니다.

다.

감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시각은 첫째

27. 자기 자신을 모르면 결단도 내릴 수 없다

감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의무를 유

거북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토끼에게 집니다. 하

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우 기능적인 심리적 장

지만 거북이는 토끼와의 경주를 계속합니다. 거북

치의 일부이며 둘째 감사가 어떤 이로운 일이 긍

이는 산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정적으로 평가될 때 그 이로움이 자기 자신의 노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고 거북이는 바다로 나가

력에 귀인 되지 않을 때 그 이로움이 은인에 의

면 마음이 놓입니다. 바다로 나가면 어딘가 자기

해 의도적으로 제공된 것일 때 발생되며 마지막

와 비슷한 동물들이 많고 산에 사는 동물들은 어

으로 감사가 전형적으로 유쾌한 경험으로서 만족,

딘가 자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북

행동, 희망과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렇게 믿고 있으며 “바다는 가치가 없어,

25. 역경과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힘,

산이 가치가 있는 거야.”

회복탄력성

넓은 바다에 은어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은어

회복탄력성은 역경과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서

가 바다에서 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며

는 힘을 의미합니다. 역경이나 시련을 통해서 분

도미가 자기도 강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노, 좌절, 절망을 느낄 수 있지만 다시 마음을 바

그리고 은어를 따라 바다에서 강으로 옮겨 왔으

꾸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높이 성장할 수 있

나 도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강에 바닷물이 없다

는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복탄력성의 중요

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성과 필요성은 고령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강

때는 이미 늦었으며

조되고 있으며 인류는 불확실한 사회와 점점 길

“큰 실수를 저질렀어, 나는 바다에서 살았어야

어지는 개인의 인생에서 실패와 시련 절망과 좌

돼,” 그 말을 남기고 도미는 죽었습니다.

절이 다양하게 경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과는 귤처럼 행동했

특히 가장 가파르게 성장가도를 달려온 우리나라

으며 그러면서 늘 자기가 사과라는 사실이 드러

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국가가 된 현실을 볼

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

때 회복탄력성이 더욱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다가오면 냄새를 통해서 자기가 사과라는 사

회복탄력성은 유전적인 면보다 후천적인 개인의

실을 눈치 채는 것은 아니지 가슴이 조마조마 했

노력으로 개발 될 수 있는 일종의 근력과 같은

습니다.

것이라는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매우 고무적이기

28. 아름다움을 위한 방법

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회복탄력성은 일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

종의 마음의 근력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연습으로

보세요.

길러지는 근력과 같이 다양한 경험에서 필요한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지식과 기술을 익혀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보세요.

것입니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당신의 음식을 배고

수에 대해 보다 낙관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

픈 사람과 나누어 보세요.

지기 때문에 더 과감하고 더 모험적이며 도전적

29. 행복한 삶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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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부일중학교 교장 조 애 영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고 찾는 것입니

의 선택(CHOOSE)과 그 선택을 자신의 생활 속

다.

에서 구현하는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하고 불행은 딛고

Clarity : 삶의 목표, 방향, 목적의 명료함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합니

Healthy living : 당신이 아프거나 항상 지쳐 있다

다.

면 행복하기 어려움
Optimism : 당신 자신과 미래 세계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
Others :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관계 모두를 포함
하는 타인들
Strengths : 삶의 질과 기여도를 포함하는 장점
들.
Enjoy the moment : 감사와 칭찬, 즐거움을 갖는
것을 포함하는 순간의 즐김.
30. 행복으로 가기위한 계단
지상에 살고 있은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위해
주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순간은 날개가 없어도
천사가 되는 것임을 나날이 새롭게 배웁니다. 다
른 이를 위로하고 웃게 만들려면 내가 더 많이
울어야 하는 것이라고 다른 이의 짐을 가볍고 자
유롭게 해주려면 내가 더 많이 구속되고 무거울
수 있는 용기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내 안의 천사
가 일러줍니다.
31. 베풀수록 행복하고 나눌수록 건강해 진다
32.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방법
인간관계가 주는 긍정적인 힘을 믿어 주세요
사람을 움직이기 위한 기본 심리를 알아 두세요
(수용, 인정, 중시)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칭찬하기, 좋은 추억
만들기, 매력적인 표정과 말씨 사용)
33. 스스로 행복한 사람
현대인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
에 있습니다.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함
을 알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
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없으며 모두가 한때일 뿐입니다. 살
아 있을 때 다른 존재들과 따뜻한 가슴을 나누어
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
지만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주어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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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
행복교육의 상담심리학적 접근방안
- 학교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

박임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FVA 협회장
Ÿ 연세대학교 심리학 학사
Ÿ 美 Univ. California 대학원 심리학 석사
Ÿ 美 Univ. Midwest 대학원 상담심리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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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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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現
現
現
現
現
現
現
現
現
現

미래창조교육연구원 연구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자문교수
충북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
의료법인 열린상담연구센터 주임교수
SBS서울방송 상담위원
국제신학대 겸임교수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교육심리연구소 소장
경기도 교육청 교사 직무연수 자문위원
한국영재교육원 지도교수

Ÿ
Ÿ
Ÿ
Ÿ
Ÿ
Ÿ
Ÿ

정신분석입문
상담심리학개론
부모역할훈련
심리검사의활용
치유상담의 실제
자기성장과 인간관계
정신상담의 이론과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FVA 협회장 박 임 진

“행복교육의 상담심리학적 접근방안”
- 학교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박임진 교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FVA 협회장

Ι. 서언

1. 행복교육과 심리학의 관계이해

최근 우리사회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주관적 행복을 설명하는

응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행복한가?

행복의 가장 고전적인 설명방식이 욕망충족이론

현재 우리의 교육은 어떤 목적을 충족하는 데 힘

이다.(Diener,1984) 이 욕망충족이론에 의하면 욕

을 쏟고 있는가? 아동기에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망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인간에게 행복감과 불

경쟁심과 욕구가 교육환경을 과열되게 만들어가

행 감을 줄 수는 없다는 이론이다. 그 보다는 인

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타인을 눌러 이겨야 올

간의 욕망 충족 여부에 따라 행복감과 불행감이

라 설 수 있다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은 상대방과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서로 지식으로 경쟁 하는 것 외에는 욕구충족의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동전의 양면과 같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언뜻 보기

이 인간이 쾌락을 추가하다가 좌절을 하게 되면

에는 교육현장과 행복을 접맥시키기에는 거리가

곧 그 좌절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원리이다. 다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양한 욕망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상태를 행복으로

있는 우리들의 교육현장에서는 이 행복교육은 반

정의 한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고민에서 행

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지금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복은 평정상태의 균열로 인해 생겨난 결핍감을

행복한가? 의 질문에 대답할 행복주체는 교사와

해소하려는 욕망 충족 과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학생 모두이다. 이 중 어느 한쪽만 행복해서는 행

정서와 인지적 평가의 복합적 산물 이다(권석만

복교육이라 말하기 어렵다. 지금 대다수의 교육현

2002) 행복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복

장에서는 행복이라는 것 자체를 논하기가 무색할

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고 심리적 욕망의 구조

정도로 교육현장이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 앞서

와 아울러 개인의 가치관과 목표와 기대치와 적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구도가 첨예하게 형성되어

응의 과정을 다양한 심리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

누구라 할 것 없이 선행학습에 몰두해 있고 입시

고자 한다. 우선 심리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필

에 교육목표가 맞추어져 있어서 행복교육을 생각

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행복감은 자기이해를 바

할 겨를이 없을 정도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서는

한다. 교육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나? 오로지 가

행복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행복교

시적 목표 달성만을 위함인가? 지금부터 앞만 보

육의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먼저 자신을 제

고 달려가는 교육 현장에 목적의식을 확인하면서

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복교육을 상담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며 행

행복이란 것은 감정이고 행복한 느낌은 지극히

복교육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았으면 한다.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 감정이나 느낌을 느끼는
사람 자신이 그 감정을 느끼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타인의 행복을 돕기 위해서는

Ⅱ.행복교육의 심리학적 탐구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원리다. 먼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때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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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가변적인 것과 불변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

스로를 위로한다. 또한 입시현장에서는 교사와 학

다.

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어 학생을 연단시키고 달리
게 한다. 그들에게 힘든 학창시절 후에 마침내 대

2. 행복(幸福)과 행복감(幸福感)의 차이

학 입학 후 또 직장 취직 후 담보해둔 행복이 과
연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찾아올 것처럼 과연 미

행복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정의한다면 우리의

루어둔 행복이 한꺼번에 찾아올까? 행복의 현장

삶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평정의 상태의 균열로

성을 말하고 싶다. 행복은 ‘바로여기’ ‘지금’의 법

인해 생기는 결핍을 해소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

칙의 적용을 받는다.

려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의 복합적 산
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이

3. 행복교육과 정서관리

해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투영된
가치관, 목표나 기대치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모습은 학생들이 정서적으

감안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 행복을 교육에 적용

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좀 원색적인

하기 위해서 행복과 행복감의 차이를 구분하고

표현을 쓴다면 너덜너덜 거리는 정서를 가진 학

들어가 보자.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기

생도 흔히 발견 된다. 일반적으로 상담심리학에서

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정서란 감정의 집합체라 부르기도 한다. 감정은

또한 ‘행복감’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만족과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일수 있다.

기쁨, 보람 따위를 느껴 흐뭇한 마음 상태라고 정

행복을 논하면서 정서를 살펴주지 않는다면 모순

의한다. 이것은 행복은 외적인 정의 일수 있지만

이다. 행복은 감정인데 이 감정의 집합체인 정서

행복감은 내적인 정의로 받아 들 일수 있다. 는

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행복해도 행복감을

의미로 봐도 될듯하다. 다시 말해 행복감은 환경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각은 말을 만

이나 상태가 행복한 게 아니고 마음이 행복한 것

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은 인격을

을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교육현장의 외적환경이

만든다. 이러한 정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복한 게 아니고 교육현장에서 행복감은 개인의

뇌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뇌의 3

심리적 상태를 말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칫 언

층 구조는 하부에 생명 뇌 라 불리는 뇌간 그 위

어유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제까지 우리의

에 감정을 관여하는 변연체와 생각을 관장하는

교육 현장은 외적인 행복을 쫒아 가기는 했으나

대뇌 피질을 이루고 있다. 학생들의 정서관리를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가 진정한 행복감은 못 느

위해서는 우선 감정관리가 우선 되어야한다. 감정

낀 상태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

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목 할 점은 학교교육의 행복감은 교사가 행복감

인지행동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비합리적

을 느껴야 학생들도 행복감을 느낀다. 학생이 행

신념체계의 상태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결정하게

복감을 느껴야 학부모도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된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감정을 잘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때 행복감과 항

관리하는 것이다. 인생이 항상 행복할 수만 없다

상 같이 다니는 것이 ‘만족감’과 ‘성취감’이라는

는 걸

것이다. ‘만족’이란 ‘자족’(自足)과도 연결 되어 지

같은 감정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

는데 어느 정도의 목표가 달성되어지면 자신을

사회에서는 더 행복감을 느끼면 살 수 있다. 앞에

돌아보며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한

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뇌 과학 측면에서 보

경쟁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휘 일수도 있다.

면 뇌의 구조적측면에서 생명 뇌인 뇌간과 그 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잠시 담보해두고 죽

에 감정을 주도하는 변연계 그리고 그 위에 대뇌

을힘을 다해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간다. 마치

피질이 위치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

미래에 예비 된 행복을 향하여 달려간다면서 스

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소위 뇌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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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KFVA 협회장 박 임 진

특성을 활용한 ‘감정 다스리기’ 방법이다. 우리의

감정에 대처하는 것을 감정 배움터에서 가르쳐야

뇌는 구조적으로 감사를 느끼면서 동시에 반감을

한다. 행복도 궁극적으로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

느끼거나 용서하면서 동시에 복수를 맹세하는 것

배움터에서 행복한 감정을 인식하고 느끼고 반응

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반대되는 감정적 상태

하는 법을 모른다면 실제 행복교육현장에서 행복

가 동시에 작용될 때 발생 할 수 있는 감정적인

해도 행복한 줄을 모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혼란이 차단되도록 인체가 설계되어 있다. 일반적

것이다. 감정배움터에서 제일먼저 할 일은 교사들

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의 뇌 부위와 공포와

이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客觀化) 하는 연습과

불안을 느낄 때의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다르다.

훈련이 선행되어야한다. 임상상담에서 학생들이

즉 각각의 감정은 서로 다른 반구에 의해 좌우된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는 것이다. 행복 할 때는 좌 뇌의 전전두엽이

한다. 학생들을 대하기전 교사자신의 감정정리가

활성화되는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 할 때

잘 안된 경우라 하겠다.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

는 우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다. 그런데 그 분노를 예고를 하고 내는 사람과

따라서 이런 원리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예고 없이 발산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유

때는 긍정적인 감사로 대처하려고 노력하라. 그렇

형이 있다. 후자를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지

게 되면 우리의 뇌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

칭한다. 분노조절장애 교사와 학생은 행복교육에

낄 수 없기 때문에 어느새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

많은 지장을 가져다주는 유형이다. 이때 학교에서

한 감정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교사와 학생의

는 감정배움터를 운영해서 감정을 인식하게 하고

감정 다스리기는 행복교육과 많이 밀접한 관계를

대처하게 하고 조절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

이룬다.

러한 감정배움터에서의 감정 배움이 진정한 행복
교육이 아닌가 한다.

4. 행복교육과 감정배움터
5. 행복교육과 감사습관
앞에서 우리는 뇌 구조를 살펴보면서 우선 생명
뇌로 불리 우는 뇌간과 감정 뇌로 불리는 변연계

감사를 풀이 하면 고맙게 여기는 마음인데 감사

또 생각 뇌로 불리는 대뇌 피질, 기억을 담당하는

와 행복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감사는 자

해마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신의 현재 처지를 자각을 해야 일어 날 수 있는

이 변연체를 통해 감정을 형성하고 친화욕구를

자발적 반응이다. 물론 후천적으로 반복된 교육을

통해 타인과 감정을 교류하기를 원한다. 또한 이

통해 습관을 형성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 역시

러한 감정교류를 통해 공감 능력이 형성 되고 욕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

구지연의 기능도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을

면 지속성을 갖기란 어려울 수도 있다. 감사를 표

인식하고 조절 할 수 있다면 기분저하와 우울감

현하게 하는 것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나 우울증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인식하고 조

중 어느 것이 쉬울까? 감사표현은 교육의 문제지

절하는 훈련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

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건 심리의 영역이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라 단순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임상에서 보면

또 그것에 반응한다. 그리고 아동기, 청소년기를

행복감을 느끼는 내담자는 대부분 감사의 마음을

거쳐 가는 우리교육현장의 학생들도 예외는 아닐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일반적으

것이다. 이런 때에 아무 곳에도 이러한 감정을 자

로 자신과 외부세계와의 관계성을 설정하는 과정

세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마치 성교육이 없

에서 시각의 차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감

었던 예전 시절에 성적인 문제를 쉬쉬하던 그 시

사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심리에는 촉발요인이

절과 비슷하다. 상담 기법 중에 직면하기 하는 기

라는 것이 있다. 사람이 규칙적으로 생각하고 행

법이 있다.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을 분류하고 또

동하는 양식을 우리는 습관이라 말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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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은 지극히 심리적인 감정적인 부분이다. 이

신의 신념체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일들이

러한 행복감을 불러오는 촉발 요인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감사는 행복의 촉발 제 라고

감사라는 감정과 행동이다. 감사를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감사하는 정도만큼 행복을

심리상태는 보통 행복감을 느껴본 사람들에게서

느낀다는 말이다. 심리학적으로도 감사라는 긍정

나타나는 양상이다. 임상에서 인지행동치료를 하

적인 신념체계는 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보면 부정적 신념체계가 형성된 사람들을 만나

나타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게 되는데 상담치료를 이어가는 중에도 부정적인
심리적 기저작용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Ⅲ. 행복교육의 상담심리학적 적용

이런 내담자에서는 웬만한 강한 자극이 와도 행
복감을 쉽게 경험하기가 힘들다. 우리의 교육현실

1. 스트레스 상담

에서 부정적 강화와 처벌이 주를 이루게 되면 감
사라는 심리적 기제활동이 제한받는 현상이 생긴

임상에서 일선 교사와의 상담에서 제일 많이 토

다. 감사하는 마음의 신념체계와 부정적으로 불평

로하는 것은 교사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이

하는 신념체계를 놓고 볼 때는 부정적 신념체계

야기 한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

에서는 감사하기가 힘들고 행복감을 느끼는데 많

스 없이 살 수는 없다. 스트레스의 일반적 정의는

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가 행

한 개인이 처한 상황이 자신에게 위협적이거나

복 교육을 지향한다면 교사가 먼저 긍정적인 신

해롭거나 부딪치지 않으면 안 되는 도전적인 것

념체계를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면서 감사라는 촉

으로 평가내지는 판단됨으로써 그 상황에 대해서

발 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신념체계

생리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나타내는

훈련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단순한 지식

과정(1994. 이수식) 이다. 이 정의는 스트레스를

전달의 장소가 아니라 교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긴장을 주는 ‘자극상황’으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감사

로 보는 관점과 스트레스로 야기되는 심리적, 신

라는 감정은 행복감을 가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체적 ‘ 반응상황’의 두 가지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중요한 촉발제적인 요소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보고 있다.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큰 재앙이나

부정적 신념체계를 가진 사람은 감사라는 감정을

위기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사건들 또는 변

가지기가 어렵고 따라서 행복감을 느끼기는 쉽지

화 등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사건 모두를 포함

않는 구조이고 보면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는 만

해서 어떤 사건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인

큼 행복해진다는 것도 설득력을 가진다. 긍정적인

가를 판단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체계를 가진 교사와 학생만이 행복교육을 이

평가에 기인함으로 스트레스는 상대적 일 수 있

루어 낼 수 있다. 행복감의 촉발제인 감사가 습관

다.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이 되어야 하는데 감사의 습관형성이 중요한 대

모두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시험성적

목이다. 이에 하버드대 심리학과 연구진이 재미난

이나 입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받는

연구를 했는데 단순한 행동이나 말의 반복이 몇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대

회 정도 되어야 습관으로 자리 잡을 가하는 실험

개의 경우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주어지지만 자

이었다. 반응정도나 지속시간의 변인에 따라 얼마

기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100~120회 정도 동

있다. 지나치게 성취지향 적으로 완벽을 추구하거

일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처럼 무의식 적

나 경쟁심을 가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스트

으로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다. 부지

레스를 안 받고 살 수은 없다. 그렇다면 외부로

런한 감사의 반복과 연습의 필요성을 말하는 대

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잘 통제하고 조절하는 수

목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인식하게 하고 그 마음

밖에 없는데 이때 스트레스는 대응 적 스트레스

의 표현 연습과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감사가 자

와 적응 적 스트레스로 구분하는 연습과 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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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적응적 스트레스는 우리가 당연히 감내

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해야할 스트레스겠지만 대응 적 스트레스는 굳이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에 따른 스트레스를 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스트레스라 ‘털어 버리기’

펴보면 6~15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직무수

를 통하여 불필요 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

행 요인과 교사 개인의 결과 요인에서 많은 스트

호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행복교육의 현장

레스를 받고 있으며 교육과정 및 교육행정 요인

의 교사와 학생들도 자신의 적응적 스트레스와

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학교 급

대응 적 스트레스를 구분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별에 따른 스트레스를 보면, 환경 요인과 교육과

주는 고통에서 훨씬 자유롭게 된다.

정 및 교육행정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는 초등학
교 교사보다는 중등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더 많

1)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상담

이 겪고 있으며 직무수행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도 중학교 교사들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

교사라는 직책은 단순한 지식전달의 업무로 한정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초·중·고 교사들이 직

둘째, 교사의 스트레스 대처 유형을 살펴보면, 교

무상 받는 스트레스 지각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

사들은 스트레스 대처 중 방어 기제 형 대처를

방법을 살펴보자면 첫째,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교사는 파

높았으며 교육과정 및 교육행정 요인, 교사 개인

괴 형 대처와 긴장 이완 형 대처를 주로 이용하

의 결과 요인, 직무수행 요인, 사회적 안정 요인

며 정서 순화 형 대처는 주로 여자 교사들이 이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의 하위 영역 중 과중

용한다. 교직 경력별로는 5년 이하의 교사들이 적

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며, 불

극적 대처 형을 이용하여 학교 급 별로 는 중등

명확한 업무 분장에 의한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교사가 초등교사보다 방어 기제 형 대처를 많이

으로 나타났으나 동료 간의 비방이나 불화에 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 분석하면

한 스트레스는 가장 낮았다. 교육과정 및 교육행

다음과 같다. 먼저 적극적 대처 형 요인을 보면 '

정 요인에서 교육정책과 관련지어 스트레스를 가

문제를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 한다'의 방식에

장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안정 요

이어 '서로 타협하고 협상 한다'가 높게 나타난

인에서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에 의한 스

점으로 보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문

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벌에 대한 사

제가 발생하면 대화와 타협을 이용하는 것으로

회적 반응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

나타났다. 방어 기제 형 대처 요인에서는 스트레

의 지나친 간섭이나 전화에 의한 스트레스는 가

스가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지낸 다' 의 방법

장 낮게 나타났다. 환경적인 요인에서 학생들이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요인별로 많은 차

공부하지 않으려는 풍토에 의한 스트레스가 매우

이를 보이고 있지만 직무에 관한 스트레스에 대

높았고, 낙후된 시설로 인한 스트레스는 작게 나

하여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함을 알 수 있다. 파괴

타났다. 환경적인 요인은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정

형 대처 요인에서는 문제를 발생시킨 대상에게

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교사 개인의 결

화를 냄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으며, 긴장

과 요인에서는 교사의 경제적 지위에 의한 스트

이완 형 대처 요인에서는 동적인 활동보다 정적

레스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데, 그 중 6~15년 사

인 활동을 선호하며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

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

를 갖고 있었다. 교사의 배경 요인 중 성별에 따

순화 형 대처 요인에서는 TV(영화감상) 시청이나

른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남자교사들은 교육과

동료와의 교제를 통해서 해결하며 적극적이지 못

정 및 교육행정 요인, 사회적 안정 요인, 직무수

하고 소극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교사의 배경 요

행 요인 순으로, 여자교사보다 스트레스가 많으

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분석해 보면 주

며, 환경적 요인과 교사 개인의 결과 요인에서 여

로 적극적인 대처를 이용하며 파괴 형 대처를 가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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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작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대

중에서도 방어기제 형 대처를 가장 많이 이용하

처 방법을 보면 남자교사들은 파괴 형 대처와 긴

는 것으로 나타났다.(2003, 박영재) 이 같은 교사

장이완 형 대처를, 여자교사들은 정서순화 형 대

들의 직무상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행복교

처를 이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자교사가 남자

육을 저해하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말

교사보다 적극적 대처 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

한 바와 같이 교사가 행복한 만큼 학생도 행복해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교사 비율이 높아

질 수

지는 경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교

선에 있는 사회 복지 사가 불행한데 행복한 복지

직 경력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서는 5년

사회라 말할 수 있을까?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이하의 교사들은 적극적 대처 형 방법을 가장 많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본다. 현재 해마

이 이용하고 16~25년 경력의 교사들은 가장 낮

다 여러 심리검사업체를 활용한 학생 심리검사는

게 이용함을 알 수 있다. 학교 급별에 따른 스트

형식적으로 나마 학생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레스 대처 방법에서는 방어기제 형 대처, 정서순

러나 막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관련

화 형 대처, 파괴 형 대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직무관련 심리검사들은 그다지 빈번하게 이루어

보이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고 있지는 않다. 교사도 한 인격체로 직업을 가

것은 방어기제 형 대처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고 살아가는데 학생들과의 감정을 최대한 자제

는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방어기제 형

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 군으로 분류 될

대처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 교사와의 차

수가 있다. 수많은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 직무를

이가 분명하며 초등학교 교사보다 중등학교 교사

수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직에 대한 회의

가 방어기제 형 대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 이때 학교장이나 교육주

나타났다. 정서순화 형 대처의 경우는 초등학교

무부서는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져

교사들이 중등학교 교사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

야 한다. 임상에서 상담을 한 교사 분은 자신의

로 나타났다. 끝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

스트레스를 방치하다보니 기분저하로 이어지고

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무 수행 요인에 대

기분저하가 지속되다보니 우울감에 젖게 되고 우

한 대처방식으로는 방어기제 형 대처와 파괴 형

울감에 빠져 자기 관리가

대처, 긴장이완 형 대처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걸려 결국은 정신과치료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

가 있으며 적극적 대처 형, 정서순화 형 대처와는

다. 교육이 좋아서 아이들이 좋아서 선택한 교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분석을

인데 아이들과 같이 행복한 교육을 꿈꾸는데 스

통하여 볼 때 직무 수행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트레스가 행복을 막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

는 방어기제 형 대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이다. 이에 정부차원의 교사들의 업무관련 스트레

나타났다. 교육과정 및 행정요인에 대한 대처 방

스나 심리관리프로그램이 정착 되어야 할 것이다.

식으로는 적극적 대처 형, 방어기제 형 대처가 유

한국교육도 서구유럽의 선진 교육처럼 학교나 교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육

육지원 청 별로 교사전담상담 인력이 필요한 시

과정 및 행정요인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방

기가 되었다. 행복교육은 단순한 제도적 완비만

어기제

형 대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아니다. 교

말해준다. 환경 요인에 대한 대처방식은 주로 방

사 개개인의 자기관리, 즉 심리적 안정이 행복교

어기제 형 대처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자신의

육의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학계에 여러 보고된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미래에 대한

논문을 보더라도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도 직접

희망이나 도피 등을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가 이

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우리의 인체가 일단

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의 결과 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백혈구세포에 손상을 주는데

인에 대한 대처 방식은 방어기제 형 대처나 적극

이 백혈구는 체내에 침입한 질병인자들을 죽이는

적 대처 형, 파괴 형 대처 등을 이용하는 데 이

면역체계의 중요역할을 하는 특별한 종류의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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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따라 그 만큼 백혈

부터 왼손, 오른손잡이처럼 좌우뇌형으로 구분되

구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교사

어지는데 이러한 지능의 구분, 좌우뇌형의 구분

들의 직무스트레스를 방치 했을 때 교사들이 병

없이 획일화된 학습설계가 학생들도 하여금 학업

가를 내거나 휴가를 내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교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육의 질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교사들에

하는 일로 공부가 전락을 하고 마는 것이다. 임상

게 필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배

에서 보면 학업스트레스로 상담을 받는 학생들을

양하는 것이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수

보면 심한 경우에 원형탈모나 망상장애로 까지

는 없다. Sapolsky 의 연구에 의하면 같은 스트레

이어서 심리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학업스트

스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병에 잘 걸리고 어

레스가 방치되어 쌓이게 되면 트라우마 로 남아

떤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에

이제 학업과는 담을 쌓게 되는 일이 생긴다. 행복

의하면, 당면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냐 보다는

교육에서 학생들이 받는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EK라 신

파악과 대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

체 면역 능력이 좌우된다는 연구결과를 낸 적이

적으로 학업이란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을 말

있다. 우리의 교육도 행복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스트레스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숙제다. 교사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들이

적응

학업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

(adjustment)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받아들여 스

인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우

트레스의 환경을 개인과 환경의 문제에서 자신의

리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행

행동과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심리상담을 통해

복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의 개인의 심리진단을 통

변화 시키면서 개인의 정서를 조절해 나가는 점

해 스트레스 요인의 개별적 직면화가 우선적으로

층적 이완법의 방법적 출구를 모색해 나갔으면

필요하다. 학습과 심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하는 바램 이다.

있기 때문인데 심리적 안정위에 학업성취도가 함

스트레스를

대응(coping)

또는

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이것의 우선순위가
2) 학생의 학업관련 스트레스 상담

바뀌면 자칫 학습장애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행복감을 뺏어가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학생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

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대표

고 있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업 즉 학습활동의

적인 것이 학업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 할 것인

자의적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현실에서는

가? 행복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학업에 관한 스

공부를 부모와 교사가 계속 강요를 해야 하는 시

트레스 정도가 점점 더 많아 져서 학생들이 이제

늉이라도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도 고민이 많다.

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통제 할 수 없는 지경에

실컷 없는 시간 쪼개서 교재연구 해서 수업 진행

까지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애들은 생각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교
사도 스트레스지만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
찬가지다. 행복교육현장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다. 다양한 수업 방안을 제안 하지만 실효성에 있
어서는 재고의 여지를 두고 있다.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의 관점에서 볼 때 각 학생이 언어,신체
운동,논리수학,자연친화,대인관계,자기성찰,음악,공
간지능 등 해서 다양하게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한된 과목의 틀 안에 가두어 제한하려
는 데서 학업 스트레스가 또한 사람은 태어날 때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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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난 대다수의 청소년 학생들은 주로 디지
털 기기 중독을 호소한다. 이것도 역시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 중 에 하나로 들 수 있다. 근본적
인 원인을 살펴보자면 심리적으로 인간은 친화욕
구 (親和欲求)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곁에 무엇인가를 함께 두고 싶거나 있고
싶어 하는 욕구다. 오늘날의 교육현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는 디지털 기기
들도 자신의 빈자리를 갈망하는 하나의 대리 만
표1〈 다중지능검사 (출처: 미래창조교육연

족의 현상으로도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청소년들
이 교육현장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함께

구원) 〉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불명확하다는데 문
3) 스트레스의 대책

제가 있다. 선생님도 친구도 부모님도 함께 해 줄
수 없는 그 자리를 핸드폰이나 PC와 같은 디지털

학생들이 행복교육현장의 주체로서 자리 잡기 위
해서는 자신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비교적 자유
로 와야 한다. 그렇다고 교과 과정을 무조건 쉽게
한다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기기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기기 중독
스트레스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풀어주
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 자리를 대신할 그 무엇
인가를 주어야 할 것이다.

아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상담을 통해 학업스트레
스 원인을 찾는 상담이 우선 되어야 한다. 힘들더

2. 진로상담

라도 교사가 학생과의 학업 상담을 통해 학업설
계의 관점이나 학업코치의 관점으로 상담접근이
이루어 져야한다. 학업스트레스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학생들이 학습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부하는 방법자체를 모른다는
것. 공부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운전도 운전
법을 교육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공부를 하는
데 하물며 공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쉽게 말해 요
즘의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의 노트 필기를 보면
참으로 단순하다. 단색의 볼펜으로 노트필기를 하
니 중요한 것을 따로 구별하기가 힘들어진다. 학
교현장에서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학생
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학습이
란 단순한 행위가아니라 두뇌를 사용한 통합적
행위이기에

심리적작용과 환경적작용이 골고루

뒷받침 되어 주어야한다. 교육이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이 행복해야 하는 것이기에 학생개인상담은
필수적인 것이다. 학업스트레스의 주요인이 뭔지
를 알아야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있다. 상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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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진로탐색검사 (출처: 미래창조교육
연구원) 〉
일부 교사들은 ‘진로지도’의 개념과 ‘진로상담’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진로지
도’란 이미 정해진 진로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진로상담’은 학생 개
인의 좌, 우뇌 형과 강점지능과 약점지능들을 감
안하여 학생 안에 있는 적성을 이끌어 내주는 작
업이다. 단순히 점수로 학생들을 매기는 작업이
아니라 이때는 철저하게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FVA 협회장 박 임 진

생에 맞추어 맞춤형 진로상담이 필요하다. 이것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작동한다. 이때 태아는 모체

위해 중학교 1학년을 자유학기제라 하여 진로탐

에서 본능적 감정과 욕구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기간을 가지자는 건데 ‘진로지도’의 개념을 가지

감정교류의 기본이다. 출산 후 모체와 영아는 감

고 직업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먼저하고 있다. 순

정 교류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영아는 공감능력

서가 바뀌었다. 개별화된 진로 상담 후 실제 직업

을 갖게 되고 타인의 감정을 읽는 기초적인 힘이

을 견학하면서 진로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해

생겨난다. (2015, 이성희) 이 능력이 아동기 청소

가자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일 것이다. 우리가 4

년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발달한다. 하버드대 가드

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미래에 대한 직업은 많

너교수는 대인관계능력도 지능의 범주로 다루었

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진로상담과 진로지도

다. 학교의 기능이 지식의 습득에도 의미부여를

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행복교육의 목적을 충

할 수 있겠지만 교우관계형성 유지능력 장차 사

실히 수행하다보면 자칫 본인 세대의 직업관을

회에서 대인관계능력으로 발전할 토대를 행복 교

투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미래학자 들의 전망은

육에서는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공

향후 20년 내에 현존하는 직업의 50%가 소멸될

감능력을

위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진로상담 후 진로지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교육현장이 배려해

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잠재력

주어야 할 것이다.

배양하면서

교우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을 파악하고 그것을 학생에게 인식 시키는 것이
다. 이것이 행복교육의 시발점이자 목표 일수 있

4. 성 상담

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사와의 진로상담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성취하기

행복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의 행복요소와 직결

위한 동기가 부여 될 때 학업의 몰입도 또한 당

된 부분이 성적인 부분이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

연히 증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진로상담과 진로지

로 인해 아이들이 주로 성에 관한 지식을 인터넷,

도가 된 학생을 진로탐색과정에 있는 학생이라고

휴대폰 등의 디지털 기기에서 얻고 있는 것이 현

한다. 전교생이 진로탐색과정에 있으면서 자신의

실이다. 이런 매체의 왜곡된 성에 노출된 학생들

목표를 향해 나갈 원동력을 가진 교육이 행복교

이 깊은 고민에 빠져 행복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육이다.

경우들이 있다. 보통 학생들은 부모 몰래 성인물
을 접하게 되면 초기에는 죄의식에 사로잡히다가

3. 교우관계상담

나중에 성적인 호기심이 극에 달하게 되어 잘못
된 성적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스트

사회적으로 혼밥 족 이니 해서 혼자 먹는 문화를

레스로 요인으로 이어져 고민으로 자리 잡아 학

조장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동

업을 방해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다. 행복교

청소년들에게 파급되면서 혼자서 하는 행동들이

육의 현장은 이런 학생들의 심리적 부분까지 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세상은 더 불어함께 살

용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보통학교에서는 이

아가는 세상이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면서 살아

미 보건교사나 의료 인력들이 성교육을 했음에도

가는 것에서 행복감을 찾는 법을 행복교육에서는

불구하고 교육과 실제가 따로 여겨지는 현상이

가르쳐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에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성관련 매체에 이미 노출

게 대인관계를 하는 방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된 아동 청소년일수록 차후의 공식적 성교육의

환경이 필요하다. 이것은 응용심리학인 관계심리

효과가 절감 된다는 보고도 있다. 이에 건강한 행

학의 영역이겠지만 교우 관계를 원만히 가져가기

복학교 문화는 아이들의 성문화를 성인매체보다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공감능력’이다. 공감능

빠르게 직면 화 시켜 함께 고민하며 살펴가는 것

력은 사실 가정에서부터 학습된 능력 이라고 볼

도 행복교육의 일환이 될 수가 있다고 본다. 학생

수 있다. 인간은 모체가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

들이 성 매체에 노출이 많이 되기 전에 비교적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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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자신의 성문제를 상담하면서 왜곡되지

처럼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대한

않는 성 관념을 형성해 갈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민국의 청소년들에게 장래희망이 있냐고 물어보

필요하다.

면 대다수가 모른다고 대답을 한다. 그 이유는 누
군가 현재 자신을 진단하여 객관화 시켜서 조언

5. 행복교육과 학습상담

을 해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도 된다. 이에
한국 교육계는 중학교 1학년을 진로탐색기간으로
개별화시간을

만들었는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만 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왼손잡이와 오
른 손잡이를 구분하듯이 두뇌도 좌, 우뇌 형을 구
분하면 그 사람의 강점지능과 약점 지능을 파악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학습설계가 가능해 진다.
그기에 학과목 집중도인 스키마의 유무까지 파악
이 된다면 여기서 학습 진단이 시작이 되어 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학습)이라 하면 하나의
단어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것은 그 속에 두 가
표3〈 학습진단검사(출처: 미래창조교
육연구원) 〉
이제까지 우리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개별화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았다. 사람마다 얼굴 생
김새가 다르고 기질이 다른데 마음의 모습도 조
금씩 다르고 무엇보다 학습을 하는 방법이나 요
령도 개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때 자신에게
맞지 않는 학습 환경이 계속된다면 학교교육현장
에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먼
저 우리가 진로를 선택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감안해야 하는 것이 좌, 우뇌 형을 감안해야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좌, 우뇌가 약간씩 비대칭
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한 살아가면서 한쪽
뇌가 강점 뇌로 작용하기 도 한다. 어느 쪽 뇌에
자극을 더 많이 받았느냐 도 후천적인 강점 뇌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제까지 우리의
진로지도나 학습지도 현장에서는 강점 뇌를 찾아
서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본인의 일시적인 선호도
에 의존해 지도가 이루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실제 임상에서 보면 우뇌형인 학생이 좌 뇌
형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후천적으로 살아오면서 좌 뇌를 훈련시키며 스키
마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자신도 좌 뇌형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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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작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먼저 학은 배우
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것은 배우고자하는 동기와
태도가 그 바탕을 이룬다. 그 이전에 심리적인 지
적 호기심이 배우고자하는 열의를 가져오는 모티
브가 되기도 하지만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뇌의
전두엽이 리모델링하는 시기에 자칫 학에 관한
열의가 저하되는 듯한 시기도 지나기도한다. 그러
나 자신의 꾸준히 학이 연습되어온 학생들의 경
우는 지적 호기심 충족의 욕구가 지속됨을 알 수
가 있다. 그다음은 습인데 이것은 익히는 과정 적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다. 우리가 지식을 흔히들 Cognition 과 Meta
cognition 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일
반적인 아는수준의 지식과 설명할 수 있는 지식
의 차이점을 말한다. 습(習)의 과정에서 설명 할
수 있는 지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 만 그치게 되면 지적 호기
심충족의 속도는 줄어들게 된다. 이같이 학(學)과
습(習)의 개념이 합쳐져서 학습(學習)의 개념이
된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행복교육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학(學)과 습(習)의 각각의 개별적
진단과 개별적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보통 임
상에서 보면

이렇게 학에 문제가 발생한 학생의

경우 심리적인문제와 관계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학생들은 많이 보게 된다. 좌,우뇌 형을 배려 받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FVA 협회장 박 임 진

지 못해.본인에게 다소 무리한 학업으로 여겨서는

년들의 영양과 신체발달관계를 살펴보면 외적인

배우는데 회의를 느끼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성

신장과 체중은 증가 했어도 운동습관이나 불규칙

에 문제를 나타내며 갈등구조를 보이며 배움에

하고 불균형적인 식습관 등으로 인해 건강에 심

문제를 가지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다

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학계에 보고된 바

음세대는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잘 배우는 학생

에 의하면 주로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호르몬 이

이 있는 학교가 행복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상으로 인한 우울증을 가진 아동청소년에게는 기

될 것이다. 교사는 잘 가르치지만 학생이 잘못 배

억력의 현저한 저하를 보인 걸로 학계에 보고되

우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는가? 학교현장에

어 지고 있다. 우리교육이 행복교육으로 가기 위

서는 교사는 실력 있고 강의 력 도 있고 잘 가르

해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정신건강도 함께 보살

치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정반대인 경우도 간혹

펴 주어야 한다. 교사가 볼 때 일단 학생이 수업

생긴다. 왜 일까? 이때는 먼저 교사가 학업을 내

시간에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학업성적이

려놓고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에 초점 을 맞추어야

하락한다면 개별 상담에 들어가야 한다. 여러 가

한다. 여기서 관계 형성은 소통을 말한다. 교실에

지 원인 중에 일단 호르몬 계통의 이상과 아울러

서의 수업은 한마디로 소통이다. 소통에는 정서적

식습관의 개선이 시급한 경우가 있다. 학자나 의

소통, 업무적 소통, 창의적 소통이 있는데 이때

사들에 따라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울

교사들은 정서적 소통을 무시하고 바로 업무적

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호르몬계통의

소통으로 들어가니 학생들과의 불협화음을 경험

이상을 보이면서 뇌 혼미를 경험 하게 된다는 것

하게 되는 것이다. 행복교육의 학습의 시발점을

이다. 주로 전문가들은 뇌 혼미를 유발하는 호르

교사와 학생간의 정서적 소통으로 부터 시작하자.

몬을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꼽는다. 또한
이러한 우울증은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두통을 유

6. 행복교육과 우울증 상담

발하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다. 행복교육의 현장에
서 학생들이 모두가 우울증으로 한꺼번에 진행되

우울감은 인간이면 누구나 어느 정도 가지고 있

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교사와 학생모두가 기분

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 우울 이 우리의 행복

저하를 단순하게 여겨 방치 했을 경우 우울 감으

교육의 방해요인으로 나타 날수도 있다는 점이다.

로 이어지고 우울증으로 더 발전해서 조울증으로

학생들의 행복교육의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모

이어져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두 이 우울의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기

이렇게 행복교육으로 나가는 과정에 교사와 학생

분저하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 게 여기게 되면 자

모두에게 우울증이라는 관리대상이 있다. 이 세상

칫 행복감 전체를 침해 할 수도 있는 요인으로

은 가만히 있어도 항상 밝게 사는 사람은 거의

발전 할 수도 있다. 이 때 교사나 학생 모두 예방

없다. 다만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뿐

차원의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 요즘 우리 교육현

이다. 가벼운 우울증에 대한 대처 방법은 기분저

장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상위에 기록

하가 왔을 때 이것을 털어 버리는 ‘생각 바꾸기’

될 만큼 청소년들의 우울증 문제가 중요하게 나

를 권해본다. 우리의 뇌의 감정은 한 번에 하나씩

타나고 있다. 행복교육을 목표로 나가는 우리 교

밖에 느끼지를 못한다. 다시 말해 좋지 않은 감정

육이 학생들의 우울증 방치가 큰 걸림돌이 되어

과 좋은 감정을 차례로 느끼는 거지 동시 느끼지

서는 안 될 것 이다. 임상에서 보면 대개 아동이

를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가 좋지 않은 감정

나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은 환경적인 영

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바꾸어 주는 연습과 훈련

향과 호르몬적인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우울증을 학생들이 단순한
기분저하나 우울감이라고 치부하고 방치 했을 때

7. 행복교육과 회복탄력성

심각한 호르몬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요즘 청소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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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 이란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쳤을 때

공감하면서 들어줄 때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교사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을 볼

에 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정서적 소통이 비로

때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끝

소 시작된다. 행복교육의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

없이 극복하며 살아가는 과정이다 행복한 일도

이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할 때 확실한 회복

있지만 그와 함께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도

탄력성이 유지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관계가

많이 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자

더욱 더 두터워 지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두터워

잘한 어려움들도 이겨내야 할 시련 중에 하나다.

진 신뢰관계는 교육현장에서 행복교육을 설계하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하고 행복교육을 이야기 할

면 나가기에 충분한 밑받침이 되리라 생각한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이 회복 탄력성이

상담학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 형성을 중요

다. 행복교육의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회복탄력

하게 생각한다. 다시 말해 행복교육을 만들어갈

성을 확인하고 본인의 대표강점으로 만들어 갈

교사와 학생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

때 행복교육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회복탄력성은

각되어지는 부분이기도하다. 교사든 학생이든 교

단순히 역경을 극복하는 힘만이 아니라 삶을 더

육현장에서 어려움이 없을 순 없다. 그러나 자기

탄탄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먼저 이 회복탄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회복탄력성의 유지가 행복교

력성의 유지의 요소 중에 첫째는 자기이해를 바

육의 현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 하게 될

탕으로 한 자기조절능력을 확인 해봐야 한다. 자

것이다.

신에 대한이해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교사들도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학생을 이

Ⅳ. 결언

해하며 알아 간다. 이때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
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긍정적인

이제까지 우리는 행복교육의 상담심리학적 접근

정서의 놀라운 행복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회복탄

방안을 통해 이 시대의 교육현장에 행복교육이

력성 유지의 두 번째는 소통하는 능력이다. 소통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아 나가야 할지를 살펴보

에는 보통 정서적 소통, 업무적 소통, 창의적 소

았다. 시대가 변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

통으로 구분 짓는데 우리의 교육 현장은 보통 업

면서 대한민국 교육도 적극적으로 행복교육을 준

무적 소통이 주를 이룬다. 매사에는 순서가 있듯

비해야 할 때가 왔다. 앞에서 행복교육의 실천을

이 소통에도 순서가 있다고 보면 된다. 학생들과

위해 행복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했고 또한

정서적 소통을 한 후에 교수행위라는 업무적 소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통이이루어지고 학습이라는 창의적 소통이 이루

심리적 현상들을 임상을 통해 살펴보면서 실천적

어진다. 학문적 호기심의 유발은 창의적 소통에

대안을 모색해 보기도 했다. 또한 개인역량진단도

속하기 때문이다. 교사 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구를 사용하여 학생을 진단하여 객관화 시켜서

다.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통이 중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과 뇌

한데

부장, 주임교사들이 정서적 소통 없이 바로

과학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접근하

상명 하달 식 업무적 소통으로 간다면 교사들이

여 부정적 스트레스나 우울증 에 대처하는 방안

면전에서는 들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많은

을 모색하기도 했다. 21세기 미래교육의 큰 그림

거부감을 가지고 있게 된다. 회복탄력성 유지의

은 빅 테이터 를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 인공지

세 번째는 공감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청을 연습

능의 시대에 맞추어 이루어 질 것이다. 이에 대한

하라는 것이다. 교사의 업무 특성상 말을 많이 하

대안으로 학교교육의 방향도 행복교육을 추구한

게 된다. 들어주는 작업이 항상 부족하게 된다.

다면 자칫 몰 인간화 될 수 있는 학교교육을 따

이때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면서

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교육현장으로 바꿀 수 있

들어주는 공감적 경청이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는

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배

데 꼭 필요로 한다. 교사들이 학생의 말을 끝까지

움터인 학교가 행복한 학교들로 바뀌나가기라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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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KFVA 협회장 박 임 진

어 의심치 않는다. 아무쪼록 한국교육이 행복교육
을 심리학적으로 고찰해서 상담 심리학적 측면에
서 진단하고 관리하는 접근을 통해 앞으로 한국
교육현장이 보다 더 개별화 되고 전문화된 교육
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행복교육의 좋
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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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복의 개념과 의미110)

력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행복하거나 항상 불행한
상태에 있지도 않다. ‘여자의 일생’을 쓴 모파상도
인생은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한다. 행복한 삶
을 위해 어떤 이들은 종교나 학문, 예술, 운동 등

백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말해
주는 것 같다.

여러 가지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 상태에 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 일정한 연령에

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삶의 ‘행복지수’에 대한 조

이르면 친구들과 함께 놀고, 어울려 지낸다. 그러

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행복’이라

다가 만 6세가 되면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는 말은 ‘마음에 차지 않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이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경우에

기쁘고, 넉넉하고, 푸근한 상태’로 규정하는가 하

따라 졸업 후 취업을 하거나 대학 등으로 진학하

면 포괄적인 관점에서 ‘심리적으로, 심신의 양면

여 계속 공부를 하기도 한다. 학교교육을 받으면

에 걸쳐 욕구가 충족된 상태’로 정의하기도 한다.

서 인간은 더욱 성숙해지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

일찍이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을 ‘감각적 쾌락과
같은 것으로 고통이 없는 상태’로 보았다.

희랍

시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인간
의 본질인 이성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상태를

을 습득하고 또 친구들과 교사 또는 친․인척이라
든지 주변사람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인의 교육열은 가히 세

뜻하는 것으로 보고, 행복은 덕을 실천할 때 얻어

계적

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칸트(I.

(compulsory education)이므로 누구나 이수해야

Kant)는 ‘자아의 결정에 의하여 자기 존재의 충족

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

성과 조화를 의미하는 인격의 통일성이 성취된

학교 진학률은 2007년 이후 99%를 넘고 있고 고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카톨릭이나 기독교, 불교,

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80%를 넘어서고

이슬람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초현실적인 희락과

있다.

기쁨의 상태를 행복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다.

수준에

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이러한 상황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듯 ‘행복’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를 규정

까지 12년 또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를 포함하

하고 있는 데, 이는 아마도 행복이란 물질적 개념

면 16년 동안 학교생활을 하는 셈이다. 이렇게 긴

과 달리 무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있기

기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은 마음이

을 느끼고 만족한 상태에서 공부하고 있을까라는

평안하고 기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노

물음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힘든 것

110) 본 소론은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의 지원에 의
해 수행된 ‘학교교육행복지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
구의
(연구진 : 서정화, 김종백, 송경헌, 권순환, 배영직, 김태
은) 전문가의 의견취합의 일환으로 한국학교교육연구
원이 개최한 학교교육포럼(2006.11.25) 제3회 세미나
발표 자료의 일부를 발췌, 조정한 것임.

같다. OECD의 발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성적
은 상위권을 마크하고 있지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이 사
실이라면 ‘왜 그러한가’라는 물음과 함께 과연 우
리나라 학생들이 하루 24시간의 1/3 또는 1/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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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행복과 만족을

Aristoteles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느끼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것처럼 사람에게는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많다. 여기서는 심
리적 요인과 생리학적 요인도 있다.

주장한

행복을 결정하는 사회적 인구학적 특징이 행
복과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상관관계는 대체로
약하고 행복의 변량 중 10~15% 정도밖에 설명
하지

못하는

것으로

려는 욕구가 있다(Wayne, 1992). 동기 위계설을

보고되었다(Abbey

Maslow뿐

아니라

Baumeister와

Leary(1994)에 의하면 소속감을 추구하는 활동
이 인간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많을

&

수록 심리적 안녕을 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

Andrews, 1985). 그리고 일부 심리학자들은 개

는 경향이 있다(Cohen & Wills, 1985). 타인과의

인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행복의 결정요인들에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행

특히 친구와의 우정, 친구와의 만족(Wessman,

복수준이 높을수록 욕구충족을 잘하고 있으며(최

1956)은 더욱 그러하다. 이렇듯 친구가 개인의

경희, 1995),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또는 자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이유는 친구나 동료, 상사가

신이나 주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로 지각하는 사람이, 또는 주위 사람들과 보다 친

가지 운동이라든지 여가, 담소, 취미활동 등 친구

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

와 같이 즐거운 활동들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

람들보다 높은 행복감을 보이고 있다(Myers &

켜준다(이훈구, 1998).

Diener, 1995: 국승희, 2001).

한 사람들의 성격특성 중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또한 그 동안의 연구들을 보면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불안, 우울, 불행 등을 겪고 사

Fordyce(1985)도 행복

요소가 행복을 증진시키므로 사교성을 기르는 것
이 행복한 비결임을 강조한 바 있다.

회적으로 어색함을 느끼며, 자의식이 강하고 남들

개인의 심리적 특징과 관련된 행복이 인지적

의 비판에 매우 예민하다. 반면 자기존중감이 높

판단에 근거한 행복이라면 정서적인 행복은 생리

은 사람들은 생활의 만족이 높고 긍정적인 태도

학적 요인으로 결정된다. 다윈은 ‘인간과 동물의

를 가지며 적대감이나 분노를 덜 느끼며 대인관

정서 표현’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몸짓과 얼굴 표

계도 좋다. 따라서 자기존중감은 개인의 행복과

정이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최승희, 2001).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웃음이나

있다.

동작, 또는 운동이 행복과 관련된 행동임을 밝히

또한, 내적통제성(locus of control)이란 어떤
사건 또는 행위의 발생이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고 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

아니면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 있

고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면 불만족스런 감정이

는 것인가에 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테

더 커진다(Myers, 1993). 정서심리학자들은 미소

면, 자신의 운명은 운에 달렸다고 믿는 운명론적

라든지, 얼굴의 표정, 안락함, 명상, 희망 등 신체

생각은 외적 통제신념이고,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적 반응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데에 큰 영향

는 사고는 내적 통제신념이다.

을 준다고 한다(이훈구, 1998).

Veenhonen(1991)은 자신의 일이나 외부의 사

F. Herzberg(1959)도 조직 구성원에게 만족을

건을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주는 요인을 동기요인으로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

자체가 주관적 행복감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했다.

을 위생요인이라고 보고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경험적 연구들은 내적통제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 자체와 관련되는 성취감이라든지 전문성 신장,

스트레스를 더 느끼며(장윤옥, 정서린, 1997) 자

성취에 대한 인정 등은 주로 내적 동기와 관련되

신의 생활을 만족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어 있어 만족요인을 크게 하는 것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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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았다. 이는 학생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서 정 화

이나 학부모가 학교생활에서의 만족과 행복을 느

관적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기

끼는데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위해 삶에 대한 만족 척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복은 객관적인 요

감정, 외향적 성격과 내향적 성격 등의 구인을 사

인이 작용하지만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용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로써 ‘삶에 대한 만

특히, 자기존중감, 내적통제성, 인간관계는 행복에

족 척도’가 가장 포괄적인 척도로 사용될 수 있음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그러

이 밝혀졌다. 또한 개인, 가족, 사회, 환경 네 영

므로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역의 만족도 중 주관적 안녕감과 가장 관련이 높

일이나 외부의 사건을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은 영역은 개인이었다.

있다고 믿으며 인간관계에서의 대인관게 능력이
향상될 때 개인의 행복은 증진될 수 있다.

Ryff(1989)가 제시한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6개의 하위 요인들을 살펴 보면 자
아

2. 행복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

수용(self-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

(positive relations), 자율성(autonomy), 환경통
제력(environmental

mastery),

목적있는

삶

행복이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와 관련된 연구가 과학적

이다. Ryff(1989)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

인 위치에서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가 제시한 심리적 안녕감의 차원들이 연령의 증

결정짓기

McGregor와

가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하는 점으로

Little(1998)은 행복을 다분히 주관적인 정서의

서 아동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통제력과

안정, 즐거움, 만족감 등의 정의적인 측면에서 해

자율성이 증가하고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은

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행복이란 요인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Ryff(1989)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

의

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

Hauser(2005)의 연구에서는 자기수용성, 삶의 목

는 방법은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

적, 환경 통제력, 그리고 개인적 성장 영역의 4개

특성들을

DeNeve와

차원 간에 구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ooper(1998)은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137개의

더 나아가 행복을 단지 6개 차원으로만 국한시킬

인성특성을 찾아냈다. DeNeve와 Cooper(1998)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요인분

은 McGregor와 Little(1998)과 유사하게 주관적

석(factor analysis)에 의해 최근 새롭게 개발된

인 안녕감과 행복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학교교육행복지수

는 것으로 파악하고 주관적인 안녕감을 구성하는

Quotient : EHQ) 척도에 따르면 학교교육행복과

다섯 가지 인성적 특성 요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

관련된 요인들로서는 ① 교사관계 ② 교우관계

다. 외향성, 대인관계, 자신의 감정통제, 정서적

③ 심리적 안정감 ④ 학교생활 적응력 ⑤ 자기효

안정,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능감 ⑥ 자기 통제력 ⑦ 학습활동 만족도 그리고

사람들의 인성을 대표하는 측면들이라고 해석할

⑧ 학교 시설 만족도 등을 들 수 있다.

수 있다(DeNeve & Cooper, 1998). 사람들이 행

- 자기-효능감

때문에

살펴보는

매우

중요하다.

일이라

하겠다.

6개영역의

변인들에

대해서

(Educa-tional

Springer와

Happiness

복감을 느끼는 것은 많은 경우 타인과의 의미있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긍

는 관계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실

정적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와 관계가 있

제로 경제적인 상황보다는 가족, 친구, 동료 관계

는데, 긍정적인 생활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

속에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느냐와 밀접하게 관

기-효능감은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

계가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Ryff

다(Siegrist 2003), Argyle, Martin과 Lu(1995)

1997; Campbell, Converse, & Rogers, 1976).

가 개발한 일반적인 행복검사도구에는 사회적 기

김완석, 김영진(1997: 61-87)은 이와 같은 주

여, 통제감, 육체적 건강과 함께 자기-존중감과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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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이 중요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며

참고로 Hills와 Argyle (2002)의 연구에서 행복

(Smith, 2000).

검사도구에서 자기-존중감의 하위요인이 전체 도
구와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81).

행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환경에서 대인 관계는 크게 교사와의 관
계와 또래와의 관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일부 연구들은 과도한 긍정적인 자기평가, 과장

수 있으며,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된 환경통제에 대한 지각, 비현실적 낙관주의로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행복을 결

표현되는 "긍정적인 환상(positive illusion)"을 갖

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 상황에서 개

는 것이 어느 정도는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줄

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 정서적

수 있다고 지지한다(Taylor & Brown, 1988). 적

건강에 중요한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많다고

당한 정도의 자신에 대한 편견적 믿음도 적응에

지각할 수록 심리적 안녕을 누리고 긍정적인 사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준다.

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Cohen & Wills, 1985).
이는 타인과의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에 영향을

- 자기통제력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교 상황에서는 또

McGregor와 Little (1998)은 주관적인 행복을

래와의 친밀한 관계 및 우정 등이 특히 중요하다

결정하는 하위요소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삶에

(Wessman, 1956). Fordyce(1985)도 행복한 사

대한 만족도, 우울 척도, 목적 있는 삶, 스트레스

람들의 성격특성 중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요소가

의 지각, 스트레스의 정도, 긍정적 정서로 나누어

행복을 증진시키므로 사교성을 기르는 것이 행복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Ryff(1989)의 심리적 안

한 비결임을 강조한 바 있다.

녕감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개인외적인 요인들
특히 환경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요인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 심리적 안정감
행복한

사람들은

평상시

심리적

안정감

Veenhonen(1991)은 자신의 일이나 외부의 사건

(psychological security)을 느끼는데, 격한 감정

을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

을 느끼기 보다는 적당한 긍정적 감정을 지속적

체가 주관적 행복감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했다. 경

으로 보인다(Lyubomirsky, King, Diener, 2005).

험적 연구들은 내적통제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

다시 말하면 심리적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트레스를 더 느끼며(장윤옥, 정서린, 1997) 자신

것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립적인

의 생활을 만족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이와 유사

수준의 감정을 약간 넘어서는 긍정적인 정서가

하게 Myers와 Diener (1995) 또한 행복한 사람

유지되는 것이 행복을 느끼는데 중요하다.

의 주요 특징으로 자기-존중감과 자신이나 주위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는 것과 실제로 사람들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지

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하여 검증해 본 결과 긍

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적 정서를 보이는 약 85퍼센트가 스스로 자신
의 인생을 대체로 행복한 것으로 평가했다(Lucas

- 대인관계

et al., 1996).

행복의 하위요인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또 다른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요인인데, 주위 사

- 생활 적응력

람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활 적응력(adaptability)은 두 가지 측면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행복감을 보여준다

내포되어있다. 주변 환경에 내 자신을 맞추는 적

(Myers & Diener, 1995: 국승희, 2001). 특별히

응의 측면이 있고 나의 심리적 조건에 주변 환경

한국과 같은 동양의 집단적인 가치(collectivism)

을 변화시키는 측면이 있다(Diener et al., 1999).

를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유지

이와

를 위한 의식적 노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environmental mastery)이 있는데, 이는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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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개념으로

환경적

숙달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서 정 화

게 적절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활

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성취 향

동으로 정신건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Ryff,

상뿐 아니라 비롯해서 대학 진학, 장래 문제 그리

1989).

고 친구들이나 인간관계에서의 부담을 느끼며 지

대체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황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Helson (1947)과 같은 학자는 이러한 적응을 습

교육활동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하

관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변화된 상황에 대한

여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반복적인 감정적 반응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정

것은 학교교육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의한다.

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의해 최근 새롭게

-. 학습활동 만족도

개발된 학교교육행복지수 (Educa-

삶의 목적이나 개인적 성장이 행복에서 중요

tional Happiness Quotient : EHQ) 척도에 따르

하듯이 학교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주요활동인 학

면 학교교육행복과 관련된 요인들로서는 ① 교사

습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고 있느냐

관계 ② 교우관계 ③ 심리적 안정감 ④ 학교생활

가 행복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적응력 ⑤ 자기효능감 ⑥ 자기 통제력 ⑦ 학습활

Diener (1984)에 따르면 각자가 인생에서 성취하

동 만족도 그리고 ⑧ 학교 시설 만족도 등을 들

고자 하는 개인적 목표와 목표의 성취를 위한 진

수 있다.111)

보는 잠정적으로 삶에 대한 정서와 만족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동 척도에 따라 조사된 우리나라 초・중・고 학
생들의 행복점수는 100점 만점에 65점으로 나타

교실 상황에서 학생들이 세우는 학습 목표는

났다. 그리고 배경 변인별로 본 학교교육 행복감

매우 중요하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학습활동에

은 여학생일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공립학교일수

대한 만족 수준은 자연히 학교 행복 수준을 결정

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복을 구성하는 요

정에서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교

인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육 행복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쾌적한 환
경과 좋은 시설 학교 학생들일수록 그리고, 종교

3. ‘행복학교’ 개념의 대두

를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동안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바람직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들에게 만족을 주고 행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효과

복을 증진시키는 교육활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적인 학교’(effective school)라는 개념으로 간간

운영, 교사들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학교경영진

히 소개되어왔다. 또, 근자에 ‘행복한 학교, 즐거

을 비롯하여 교육정책결정들의 지원 활동 등과

운 교실’ 등에 관한 컨셉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

관련하여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마도 우리사회가

먼저,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교육 행복감을 높이

발전하면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선거를

려면 외재적(外在的) 요인도 중요하지만 내재적

앞두고 ‘행복’이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內在的) 동기가 중요하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과도 무관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효능감이라든지 성취감, 안

이 행복한 학교, 즐거운 교실에서 학교생활을 해

정감, 학습활동에 대한 만족 등을 높이기 위한 노

야할 것이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소중한 학창 시
절을 보람 있고 알차게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부담 속에 지내

111) 전계서, 학교교육행복지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교연 2006-129 연구진 : 서정화, 김종백,
송경헌, 권순환, 배영직,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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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F. Herzberg라는 학자도

해 제시된 정책 제안들은 다음 <표1>에서와 같

조직 구성원의 불만족을 제거하는 일은 외부적

다.

환경과 관련되지만, 만족을 높이는 일은 내적 동
기와 관련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둘째, 학교 내・외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학생・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교육 만족의 수준을 넘어
서서 ‘감동교육’을 실천하고, 나아가서 학생들의
교육행복감을 높이는 학교교육을 위해 학습자 중
심의 교육활동 내실화를 추구하고, 실질적인 맞춤
형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노력이 절실하다
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셋째, 쾌적한 학교시설의 확보, 지역사회의 시설
과 학교시설 연계구축 강화 등을 통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
하다.
넷째,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들의 열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연수 강
화,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지원적인 교육시스템
마련 등도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의 학교교육 행복은 가정에서의 행
복과 경제적 수준 그리고 학업성취정도가 영향을
미치므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라든지
방과 후 교육활동 등을 더욱 내실화하여야 한다.
가정의 행복정도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학업부진아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개별지도, 생활 및 상담지도 강화도 필요
하다. 그리고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특기를 살
려주기 위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공동체
를 구축함으로써 자유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주
는 행복한 삶의 장(場)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입시 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의
회복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대학진
학 제도 개선을 통해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하는 방안 강구도 필요하다.
끝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행복감과 학
부모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평가로
학교교육 행복감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
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교육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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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교교육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영역
별 정책 제안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서 정 화

영역
학교교육 행복지수를 향상하는 정책 제안
교사관 ∙ 우리 학교라는 주인의식 강화를 위한 방안으
계

로 교사 순환 기간 순차적인 연장 방안 강구
∙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

영역
성별

① 내용 : 친구사귀기, 어른 공경하기의 방법
교우관
계

에 대한 행복감이 현저하게 저하됨. 특히

② 실행 시기 :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지도자
수련회, 특별활동, 창의적

재량활동 등

학교급
별

작용
∙ 안정감과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안정감

① 내용 : 꿈이 있는 생활, 자아 정체성 교육,
상담활동 등
② 실행 시기 : 수련활동, 특별활동, 창의적

력
자기효
능감

4-6학년 사이에 학습활동 기대에 대한 차
이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차가 심
화되는 시기이므로 초등 고학년 단계에서
진학·진로·직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초등학교 5,6학년, 중1학년을 중점 진로지

도 강화
종교유 ∙ 종교교육을 교육과정 구성하여 다루는 방
무

재량활동 시간 등
학교생 ∙ 학교 단위의 교육활동 내실화 지원 강화
활적응

∙ 남학생의 생활지도 및 적응력교육 강화
∙ 성적 내신과 수능위주의 선발 방법 탈피
∙ 상급 학년으로 진급할수록 학습활동 기대

과 이유 등

∙ 학교 ․ 학급 홈페이지를 활용한 활발한 상호

심리적

행복지수를 향상하는 정책 제안
∙ 양성교육강화

안 제시
∙ 학교 중심의 교육공동체 구현
(학교시설의 현대화, 지역사회의 시설과

(활동중심 수업,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학교시설 연계구축 강화)

방안 등)
∙ 피그말리온 효과와 같은 칭찬의 원리 활용을

∙ 교육 예산과 학교 시설 여건에 대한 투자
확대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① 2005년도 OECD교육지표에 따르면 우

∙ 초등학교 5,6학년, 중1학년을 중점 생활지도

리나라 초등 학급당 학생수는 34.7명이

및 상담활동 이수시간 의무화 방안 강구
∙ 자기관리능력신장 - 현 서울교육청 장학자료

지만 OECD국가 평균치는 21.6명으로

를 활용한 지도 강화

학교시

∙ 자기 효능감과 자기 통제력 함양
① 내용 :

나타났다. 중등도 우리가 35.2명이지만

설

OECD 국가 평균은 23.9명이었다.
②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우리나라 초등

대화의 기법, 봉사 정신, 자기 통

의 경우 30.2명이지만 OECD 평균치는

제력 함양 등
자기통
제력

② 실행 시기 : 봉사활동 시간,

16.5명,
창의적 재량

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져, 그

정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높을수록

비율이 90년 22.3%에서 지난해 20.8%,

자기 효능감, 자기 통제력, 학교 행

올해는 20.1%였다.
∙ 학부모와의 대화 교실

복감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
음
∙ 꿀맛닷컴 활용의 활성화 및 학교단위 중심의

① 내용 : 자녀 이해하기, 가정의 중요성,
행복한 가정 등

학습도움센터 운영 방안 강구

학습활
동기대

② 실행 시기 : 정규 혹은 수시, 혹은 학
가정행 급별
복

① 내용 : 수업과 평가 방법 개선
② 실행 시기: 수업 시간
③ 학습활동 기대가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게
나타났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행복도

17.8명대

③ 우리 중앙정부 전체 예산 중 교육예산

③ 학업성취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

개선

우리나라

OECD 13.6명으로 집계됐다.

활동, 특별활동, 수련활동 등

∙ 교실에서 학생 중심 및 활동 중심 수업 방법

중등도

③ 가정에서 행복하게 느끼는 학생이 학
교생활에서 특히 교사 및 교우와의 관
계, 심리적 안정감, 학습활동의 영역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

가 저하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복의 요인들이 내
적인 요소인 심리적 측면과 외적인 교사 및 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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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려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과 정신적으로 방

부분이 학생 자신이기도 하지만 교사의 역할이

황하는 학생들, 비관적 자아정체감과 학습 무력감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안정적이

을 느끼는 학생들, 심각한 정신 장애 상태에 놓여

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충분히

있는 학생들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

일어나도록 교사들에게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고 가정적인 환경은 좋지 않고 또, 성적도 낮은

것도 중요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것 같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들
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노
력은 학생 개개인의 행복과 장래 준비를 위해서

4. ‘행복 학교’ 건설을 위한 요건과 과제

뿐 아니라 잠재적인 학교폭력을 선제적으로 예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행복학교 건설은 본래적인 학교교육 활동 수행

특히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에 충실하면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 고 볼 때

고위험군(高危險群)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무엇보다도, 교육의 본질 추구 노력이 중시되지

확충 및 개발이 절실하다.

않을 수 없다.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

끝으로,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파트너십

양할 수 있도록 우수한 아이들의 능력 개발을 더

구축이다. 교사, 학생, 행정가, 학부모 등 학교 구

욱 유도할 뿐 아니라 향상을 유도하는 동시에 뒤

성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이 투입될 때 교육

쳐진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끌

본질 구현과 학교의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학

어올리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학습의 기초가

교운영위원회 운영도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와 긴

확립되지 않거나 학업 성취 향상이 이루어지지

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교장 및 교사 위

않으면 학교생활이 즐거울 수 없겠기 때문이다.

주 학교경영이 아니라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을

또한, 인성, 전인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이 운용된다. 학업성취도 신장에 못지

중심으로 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 공동체 건
설의 지원 조건이 될 것이다.

않게 인성교육, 인간교육이 절박하지만, 여기에

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한 경험을 갖도록 하기

중점을 두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학교 현실이다.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시사하고 있다. 즉, 가정 및 부모의 차원에서 할

주고 정직, 절약, 예절, 상호존중 등의 가치 추구

수 있는 미시적 접근이 있을 수 있고 학교의 차

와 역사의식 함양 등을 위한 노력은 따뜻하고 행

원에서 시설의 확충, 학업부진아의 성취 진작을

복한 학교 공동체 구축의 기본 요건이 될 것이다.

위한 교사의 노력, 생활지도 교육을 통한 지도,

그리고,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단위학교 체제

특히 남학생을 위한 사고전환 및 상황수용력 개

구축이다. 집권적이고 획일적이며 관료적인 방식

발 등이 필요하며, 보다 거시 정책적 차원에서 입

과 풍토 그리고 전근대적(前近代的)인 감사방식

시제도의 개혁을 통해 학년이 올라가도 학업에

등으로 인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제대로

관련된 스트레스를 크게 높이지 않는 방법을 찾

기울이지 한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방식으로부

아내야 한다.

터 탈피하여 단위 학교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책

교실에서의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교

임성 있는 교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적․제

사와 학생들의 학습활동의 충실도, 학생들 간의

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교우 등이 학생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아울러, 전문적이고 개방적인 학교 분위기다. 교

크므로 단위학교와 학급에서 교육활동이 왕성하

사들이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게 일어나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분위기 형성과 교원들이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르

이 행복감을 높이는 방안이라 하겠다.

게 대응하는 개방적 마인드가 요청되고 있다.
이외에도, 소외 계층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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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므로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실시되

관련된 ① 교사관계, ② 교우관계, ③ 심리적 안

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방과후 교육

정감, ④ 학교생활 적응력, ⑤ 자기효능감, ⑥ 자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실화하여 학교

기통제력, ⑦ 학습활동 만족도, ⑧ 학교시설 만족

의 교육활동에서 가정의 행복정도와 가정의 경제

도 등 각 하위 요인별 총체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적 수준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교육격차를 줄이

교육 행복감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를 말

는 정책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해주고 있다.
앞으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 만족
을 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교육활동과 교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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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개발 운영, 교사들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학교경영진을 비롯하여 교육행정가들의 지원 활

그러면 이제까지 논의한 행복학교 건설을 위한

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

학교경영자의 노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생들이 느끼는 학교교육 행복감을 높이려면 외재

먼저, 교육 본질에 대한 확고한 목표 의식과 철

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내재적 동기도 중요하므로

학을 가지고 학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과업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효능감이라든지 성취감, 안

(課業) 중심과 교직원들을 동기화 시키는 인화

정감, 학습활동에 대한 만족 등을 높이기 위한 노

(人和)중심 리더십을 적절하게 절충하여 발휘할

력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정책이나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 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시사 받을 수 있

또한,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다. 학교경영자 단
독으로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과 팀을 이루어

는 정책적 시사점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편협적이지 않고 균형

무엇보다도, 학교 단위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

잡힌 자세로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와 충분히 소

육활동 내실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활

통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면서

동중심 수업이라든지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활

자율 역량을 길러주며 구성원의 힘을 결집시켜

발한 상호작용을 강화하며 앞으로 학교시설의 첨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화, 지역사회의 시설과 학교시설 연계구축 강화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이 요청되고 있다. 학교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배우는

육 혁신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

과정에서 학생들의 행복감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

극적 목표다. 행복학교 건설을 위한 변화 촉진자

다.

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는 비전과

그리고,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들로 하여금

관리능력, 수범, 구성원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자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질과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다.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연수 강화, 인센티브

끝으로, 일찍이 Sergiovanni가 제시한 것처럼 교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교

육활동에 대한 지식과 식견, 경험을 토대로 전문

사들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을

적 권위(professional authority)와 행정적 권위

것이기 때문이다.

(administrative authority)를 인정 받을 뿐 아니

이외에,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행복감 정

라 관계적 권위(networking authority), 그리고

도를 나타내는 학교 행복지수 개발 내용을 일정

도덕적 권위(moral authority) 확립도 필요하다.

주기로 평가하여 시계열에 따른 변화 추이를 살

행복학교 건설을 위해 교육에 관한 이론적인 무
장과 함께 순수한 교육애(敎育愛)와 열정이 충일

펴보고 학생들의 학교교육행복감을 높이는 노력
이 필요하다.

한 실천적인 학교경영자가 요청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의 행복지수는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교교육행복과

‘완전한 행복(Authentic happiness)을 집필한
Martin

Seligman의

주장처럼

’행복한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삶
411

특별기고 21 행복학교 건설을 위한 학교경영자의 리더십

(Eudaimonia)의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들의

학교교육행복지수(Educational

Happiness

Quotient)를 높이려면 학생이 행복한 경험을 갖도
록 다양한 수준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가정 및 부모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미시적 접
근이 있을 수 있고 학교의 차원에서 시설의 확충,
학업부진아의 성취 진작을 위한 교사의 노력, 생
활지도 교육을 통한 지도, 특히 남학생을 위한 사
고전환 및 상화수용력 개발 등이 필요하며, 보다
거시 정책적 차원에서 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해
학년이 올라가도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크게
높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사고의 근본
적인 전환이 세상을 달리 보게 하고 행복에로 이
르는 방법이듯,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
들기 위하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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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성공의 길, 하브루타
전성수 |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세종시대 무엇이 만들었는가?

논쟁을 하는 자리에서 세종의 첫마디는 그 어떤 경
우에서도 똑같았다고 한다.

황희 정승을 비롯하여 맹사성, 허조, 성삼문, 박
팽년, 정인지, 신숙주, 이개, 김종서, 박연, 장영실

“너의 말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이런 이유로 그것에 반대한다.”

등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1430년 조선왕조의 조세제도를 개혁하였는데 세

모두 한 시대 사람들이다. 바로 세종시대의 사람들

종은 전국 17만 2806명에게 여론조사를 하여 17

이다. 특별히 세종이 왕이었을 때 천재들이나 인재

년간 토론 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조세제도 하나를

들이 많이 태어났던 것일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바꾸기 위해 장장 17년 동안 토론한 것이다. 진정

왜 수많은 왕 중에서 세종시대에 이런 인재들이 배

무엇이 백성들을 위한 길이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출될 수 있었을까? 인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

길인지 토론하고 토론했다.

로 발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럼 세종이 가장 많이 썼던 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왕은 누구인가? 그 누구

“경의 생각은 어떠시오.”라는 말이다. 신하들의

든 세종대왕을 꼽을 것이다. 왜 세종대왕 시대에

생각과 의견을 끊임없이 물었다. 신하들의 생각을

한글이 창제되고, 각종 과학기술의 발명품들이 쏟

계속 끄집어내어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능

아지고, 백두산과 두만강까지 땅을 넓히고, 대마도

력을 100%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다름 아

를 정벌할 수 있었을까? 세종은 어떻게 했기에 많

닌 “네 생각은 어때?”란 말을 왕이 신하에게 한

은 신하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할 수 있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신하가 자신의 생각이나

었을까?

의견을 이야기하면 세종은 또 물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먼저 한 말이 나와 있다. 세종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했을까? 바로 “의논하자.”였

이 글은 왜 하브루타가 개인과 국가의 행복한

다. 너희들 나와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왕이

성공에 중요한지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네

모든 인물을 잘 알 수 없으니 신하들과 하나하나

생각은 어때?”와 “왜 그렇게 생각해?”란 질문이

의논하여 관리를 임명하자고 하였다. 세종은 한 마

어떻게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미래와 연결되는지를

디로 토론과 소통의 대가였다. 무엇이든 신하들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했다.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하가 따로 없
는 치열한 논쟁의 연속이었다.

Ⅱ. 하브루타로 여는 행복한 성공

한글사용 반대나 불교배척에 앞장섰던 최만리와
세종의 논쟁은 특히 유명하다. 그야말로 군신의 관

1.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이유

계를 뛰어넘는 인간 대 인간의 논쟁이었다. 더욱이
세종실록에 따르면 최만리는 ‘고개를 들어 임금의

유대인들은 행복과 성공을 동시에 성취한다. 행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소리를 높여’ 왕에게 대들

복하면서 성공하는 것이다. 이를 ‘행복한 성공’이라

듯이 따지고 들었다. 다른 왕이었으면 이런 무례한

고 일컫는다. 유대인들이 성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하를 어떻게 했을지는 자명하다. 그러나 토론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핵심적 이유는 그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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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토론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론의 문화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가 바로 하브루타다. 질문과 토론 중심의 하브루타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이 밖에 있고, 그런 지식을

가 유대인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이유 몇 가지를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살펴보자.

생각한다면 자기주도 학습은

어떤 방법으로도 불

첫째로 하브루타는 뇌를 격동시켜 고등사고력을

가능하다. 교육의 본래 의미는 학생들의 안에 있는

기른다. 하브루타는 무엇보다도 뇌를 격동시키는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하브루타는 학생들이

교육이다. 왜 그런가? 질문과 토론, 논쟁만큼 뇌를

미리 공부하고, 토론을 준비해 와야 수업이 가능하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 그러므로 저절로 자기주도 학습, 자기동기 학

변호사와 검사의 법정 논쟁을 떠올려 보라. 그들의

습이 가능하다. 유대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

논쟁은 가장 격렬한 머리싸움이다. 법정 논쟁에서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스스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상대

로 자료를 찾고, 고민하고, 부모에게 물으면서 토

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그 논리를 파악해야 하

론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며, 자신이 왜 옳은지에 대해 치밀한 논리로 설득

넷째로 소통과 경청, 설득의 능력을 기른다. 하

해야 한다. 상대방이 예기치 못한 질문을 하거나

브루타는 의사소통 능력, 경청하는 능력, 설득하는

증거를 댈 때 그것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거

능력을 기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대에

나 대응하지 못하면 판결에서 지게 된다. 토론과

들어 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

논쟁은 뇌를 계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고

다. 아무리 실력을 갖추어도 그것을 인간관계를 통

등 사고력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변호

하여 풀지 못하면, 그것은 썩고 만다. 아무리 좋은

사와 검사가 논쟁하듯이 어렸을 때부터 짝을 지어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토론과 논쟁으로 공부한다면 뇌가 계발되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면 전혀

것이 이상한 일이다.

쓸모가 없다. 하브루타 자체가 대화하고 토론하는

둘째로 다양한 생각과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저절로 생기게 만

다. 하브루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든다. 저절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

견해, 다양한 관점,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한다는 점

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저절로

이다. 창의성이란 다르고 새롭게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준다.

다. 현재 세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창

다섯째로 평생의 친구들을 얻게 된다. 하브루타

의성인데, 그 창의성을 가장 잘 계발할 수 있는 방

는 평생의 친구를 얻게 만든다. 어떤 사람에게 평

법이 하브루타이다. 왜냐하면 하브루타는 본질적으

생지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

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을 요구

것도 평생 동안 매일 만나는 벗을 갖는다는 것은

하기 때문이다. 또 탈무드 자체가 랍비와 현자들의

행복 중의 행복이다. 그 어디서든 얼굴을 마주보고

토론과 논쟁집인데, 그런 대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토론하기 때문에 친구가 많이 생긴다. 그것이 유대

도 질문하게 하고 다른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이 하

인 네트워크의 기본이다. 하브루타는 학생들의 기

브루타이기 때문이다. 토론과 논쟁은 어떤 객관적

본 네트워크이며 사회성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유

인 사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만든다. 당연하게

대인들의 관계가 그 어떤 민족보다 돈독한 것이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뒤집어 생각하게 한다. 상대방

그 네트워크가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당연

의 의견과는 다른 나만의 견해를 가져야 토론이 가

히 모든 것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누군가를 만나

능하다. 하브루타는 나만의 생각, 새로운 생각, 남

는 것은 하브루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과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다.

목적보다도 중요하다.

셋째로 자기주도 학습, 자기동기 학습이 저절로

미국경영연합회(American

Management

가능하다. 교육학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Association: AMA)에서 세계 유수한 기업들의 2

은 자기주도 학습, 자기동기 학습이다. 학생들이

천명이 넘는 관리자와 고위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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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물었다. 경

하브루타의 핵심은 생각하게 하는데 있다. 하브

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세계경제에서 살아남고 앞으

루타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

로 더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래의 전문 인력들

적이다. 토론은 자녀의 고등 사고력을 높이고, 논

이 갖추어할 기술과 경쟁력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리력을 개발하며, 안목과 통찰력을 길러 준다. 유

것이다. 설문 조사의 결론은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

대인들은 하브루타를 통해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

결(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소

한다. 유대인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생 중 30%를 차

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창의성

지하고 언론,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각별한 두각

과 혁신(Creativity and innovation) 등 소위 4C

을 드러내며,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는 것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조사되었다.

만 봐도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이 성공적이라는

경영진들은 21세기에 4C 중에서도 어떤 능력을

것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근

가장 중시할까?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소통

본 원인은 무엇이든 깊게 생각하는데 있다. 이들은

능력(80. 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력

하브루타를 통해 개발된 고등 사고력을 가지고 그

(72. 4%), 협력(71. 2%), 창의성(57. 3%)의 순으로

어디에 가서든, 그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는 것이

꼽았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다. 더불어 하브루타는 의사소통 능력, 설득력, 대

때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한다. 즉 21세기에 가장

화 장악력, 경청 능력 등을 기르는 데 최고의 방법

필요한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라는

이다.

것이다. 효과적인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협동심이
떨어지며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의 능력이 약하

2. 유대인들이 행복한 이유

면 21세기를 살아가기 어렵다는 말이다.
소통, 협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이런 4C 능

유대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가족 간의 대화 때문

력을 학교에서 길러주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

이다. 그 대화가 하브루타다. 가정에서의 하브루타

장 좋을까? 그 가장 좋은 방법이 학생들끼리 질문

만큼 애착을 가져다주는 것은 없다. 어린 시절에

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게 하는 것이다. 학

형성된 애착은 아이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부모와

생들끼리 대화하고 토론하면 소통 능력은 저절로

의논하게 만들고, 아이의 마음에 스트레스와 분노

길러진다. 협력 능력 역시 저절로 육성된다. 그리

가 쌓이지 않게 한다. 유대인들이 매일 하는 저녁

고 질문하고 토론, 논쟁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식탁의 대화나 매주 하는 안식일 식탁의 대화는 한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토론하면서 다른 생

가족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도록 도와준다.

각,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의성

유대인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역시 자연스럽게 계발된다.

대부분 가족과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 안식일 식탁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

에서 허심탄회하게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그것이 하브루타다.

고 대답한다. 결국 사회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행복

요즘 화두는 소통이다. 현대의 문화는 철저하게
개인주의다. 길을 갈 때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

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목적지는 바로 ‘가정’인 셈이다.

고,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가정은 새하얀 도화지 같은 의존적인 아이가 건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도 대화 한마디 하지 않

전한 가치관을 가진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때

고 밥만 먹는다. SNS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에

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울타리가 되어줌은 물론 신

게는 스킨십이 필요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댄 대화

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의 원천이 돼야 한다. 가

가 필요하다. 스마트폰과 멀티 기기가 발달하면 할

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

수록 오히려 인간적인 대화와 소통은 더 필요해진

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유대인은 가정의 역할을

다. 가족 하브루타는 소통이 막힌 현대 사회의 대

다하기 위해 하브루타를 생활화한다. 우리나라에

안이 될 수 있다.

가장 필요한 실천도 가정 하브루타이다. 그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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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하루에 10

은 항상 “뭐야?”, “왜?”, “어떻게?” 같은 단어들을

분이라도 자녀에게 집중해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

입에 달고 산다. 이런 질문 공세에 대부분의 부모

라. 둘째, 매주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

들이 대답해 주려고 무던히 노력한다. 하지만 그

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라. 직접 실천

대답은 대개 아이의 질문에 대해 정답을 알려주는

해 보기 전까지는 이 단순한 방법들이 얼마나 위대

형태이다. 아이에게 직접 정답을 말하면 아이는 스

한 효과를 낳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스로 생각을 하거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

인생에서 성공과 행복을 모두 거머쥔 사람들은

게 된다. 즉각적으로 되돌아오는 부모의 모범 답안

자기 삶에 대해 사색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사색

으로 인해 아이가 스스로 해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

도 일종의 자기 하브루타이다. 사색을 한다는 것은

는 수고를 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대화는 부모도 곧 한계에 도달해서

즉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인 셈

지치고, 아이는 아이대로 더 이상 생각할 거리가

이다. 질문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없으므로 재미도 없어진다. 물론 아이의 질문 횟수

생각하도록 이끌고 창의성을 샘솟게 한다. 아이의

까지 점점 줄어들고, 이때부터 교육은 부모에게도

뇌를 깨워서 생각하게 하고 싶은가? 질문하라! 질

아이에게도 ‘힘들고 재미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

문하면 뇌가 깨어나고 호기심이 생긴다.

다.

훌륭한 상담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신

사실 아이와 대화하고 토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귀를 활짝 열어둔 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가

먼저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미처 깨닫지 못한 생각들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질

교육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공부 내용도 어려워지

문을 던진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가

기 때문이다. 유대인 부모들은 대부분 스스로 책을

는 것이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을 때

찾아 읽으며 노력한다. 그들에게 공부는 즐거움이

우리는 깜짝 놀라곤 한다. 이때 우리의 뇌는 긴장

고 평생 하는 것이다. 어려운 수학, 과학, 역사 등

하면서 호기심을 갖는다. 그러면 뜻밖의 좋은 해답

을 공부해서 아이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을 찾아낼 수 있다. 좋은 질문이 없으면 좋은 해답

의 관심 분야를 공부해서 아이와 토론하기 위함이

도 없다. 또 다른 좋은 질문으로도 이어지지 못한

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은 유

다.

대인 교육의 기본이다. 유대인 공동체가 크게 관심

사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궁금해

을 기울이는 분야가 바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

죽을 것 같은 호기심이다. 호기심이 가득하고 궁금

육인 것도 가히 놀랍지는 않다. 스스로 공부하는

증이 늘어나면 질문은 자연스레 많아질 수밖에 없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

다. 그런데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곧 학습의 주인

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되는 방법이다.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칠 때까지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가정의 행복도 가족 간의

아이들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으로

관계성에서 오고, 사회에서의 행복도 사회에서의

무수한 질문을 해대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아이의

관계성에서 온다. 관계가 깨지면 불행한 것이고,

호기심과 자기 동기, 그리고 질문을 제대로 유지해

관계가 따뜻해지면 행복한 것이다. 하브루타는 그

주기만 해도 우리의 교육은 성공적이다. 아이 스스

런 관계성에 최고의 방법이다.

로 알고 싶어서 계속 질문하고 주도적으로 공부하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0% 차지하게 한다. 유대

기만 하면 부모나 교사가 따로 해줄 것이 거의 없

인들로 하여금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비롯하여 아이

지 않은가?

비리그에 30% 들어가게 한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이의 호기심을 계속 살려서 자기 궁금증을 스

금융, 경제, 교육, 법률 등 각계각층에서 성공하게

스로 탐색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게 할 수 있느냐는

만든다. 유대인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게 한다.

부모가 그 호기심을 얼마나 잘 받아주고 자극하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만들

냐에 달려 있다. 한창 호기심 강한 나이의 아이들

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끈끈한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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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비결이다. 이스라엘이 창업국가가 되는

니다. 다소 더딜지라도 아이가 스스로 사고하고 선

이유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유대인들이 세운

택하며 이루어나가도록 양육해야 아이가 어떤 문제

기업이 몇 년 만에 세계 최고가 되게 한다. 학생들

를 만났을 때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문제를

이 즐겁게 공부하면서도 실력은 쑥쑥 자라게 하는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방법이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짧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은 학교 선생님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다. 시끄럽게 떠드는데 공부

도, 종교적 지도자인 랍비도 아닌 그들의 부모다.

가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

이스라엘의 교육열을 제대로 느끼려면 학교나 사교

것이 하브루타다.

육 시장보다 그들의 집, 가족문화를 먼저 살펴야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출발점은 항상 ‘나’

한다. 유대인 아버지들은 안식일에 아이들과 식탁

와 ‘가정’이다. ‘나부터’ 실천하면 그 문제는 해결

에 앉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문제든지 ‘다른 사람부

나눈다. 필요한 경우 한 명씩 따로 불러 대화를 나

터’라고 생각하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나부터 주

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

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토론하

의 단절이란 있을 수 없다.

는 하브루타를 실천하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토라의 모든 것을 가르치

는 것 딱 한 가지부터 찾아서 시작하면 된다. 그것

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핵심부터 시작

이 변화의 시작이고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혁

한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만 613개이기 때

명의 시작이다.

문에 그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그
래서 그들은 10계명부터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가

Ⅲ. “네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해?” 두 질문의 위력

르친다. 십계명만 지켜도 토라에서 벗어나는 행동
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1. 유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마따호세프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거의 없다.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강의나 설명, 설

가족주의는 한국인과 유대인 두 집단의 교육열,

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다. 즉 일방

학습욕구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두 집

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일

단 안에서 교육에 대한 가족주의 문화의 영향력이

방이냐 쌍방이냐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다. 우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는 주로 교사나 부모가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낳았다. 한국인과 유대인 두 집단 모두 가족주의

서 교육을 일방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문화라는 훌륭한 자언을 갖고 있고 다른 민족들보

실천해왔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교육이 일방

다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 두 집단을 비교했을

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화도 쌍방이고

때 유대인이 한국인보다 많은 성공을 보여주는 것

토론도 쌍방이다. 듣는 것도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은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결

가 있어야 하고 묻는 것도 묻는 자가 있다는 것은

정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능하고 자존감도 높기 때

질문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문이다.

우리가 자녀교육에서 이 한 가지만 명심해도 많

한국인들은 아이 스스로 생각하거나 결정하지 않

은 것들이 해결된다. 우리는 자녀의 욕구나 마음에

고 오로지 부모들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는 전혀 관심 없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아이들에게

그래서 단시간에 빠른 학습효과를 거두지만, 스스

가르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 사고하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부족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는 가르침들은 자녀에게는 잔

하고 남의 지시 없이는 공부하지 못한다. 또한 스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모두 수동적으로 주어지

스로 답을 찾지 않고 누군가가 자신의 질문에 대해

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들린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공부는 창의성을 중시

다. 가르침이 어느 순간 잔소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미래사회에서 결코 성공적인 교육 모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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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아는 게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듣거나 읽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그 사고력은 지혜이자 안목이고, 통찰력이자 창

먼저 정해진 부분부터 읽는다. 소리 내서 읽는다.

의성이다. 단순한 지식은 이제 모두 스마트폰 하나

소리를 내서 읽으면 자동적으로 듣게 된다. 내용을

면 해결되는 세상이다. 이제 이런 정보나 지식을

들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의문이 생긴

어떻게 엮느냐가 문제이고 정보의 홍수에서 어떻게

다. 그래서 질문이 만들어진다. 때문에 질문은 먼

쓸 만한 정보를 골라내느냐가 문제이다. 같은 것을

저 아이가 하게 된다. 설명 들은 내용이나 읽은 내

보더라도 안목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자는 보는 것

용에서 궁금한 것들을 부모에게 묻는다.

이 다르다. 같은 책이나 영화를 접하더라도 느끼고

질문을 할 때는 핵심을 정리해서 질문한다. 질문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을 하면서 장황하게 말하면 질문의 초점이 흐려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게 할 수

다. 무엇을 묻는 것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그래서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질문이고 토론이다. 어린 아

유대인들은 질문을 간결하게 하게 한다. 질문하는

이에게는 질문이고, 커가면서 토론이며, 더 성장하

요지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질문하게 한다. 이 훈련

면 논쟁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이의 질문을 받

은 너무 중요하다. 세미나나 강의 등에서 질문할

고 정답을 알려주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때 장황하지만 무엇을 묻는지 모르도록 질문하는

질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 훈련이 되지 않은 것이다. 질

“네 생각은 어떠니?”

문한다고 하고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경우가

“왜 그렇게 생각하니?”

많은 것이다.
2. 말은 생각 없이 할 수 없다.
질문 받은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질문에
대해 바로 답변하게 되면 생각이 무르익지 않았기

왜 하브루타가 유대인으로 하여금 노벨상 30%를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유대

차지하게 하고,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비롯한 아이

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다시 질문하는 것

비리그에 30% 정도를 들어가게 만들까? 그 이유

이다. 질문으로 답하는 것이다.

는 다음 세 문장 때문이다.

유대인 부모나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ㆍ 말은 생각 없이 할 수 있다.

두 가지다. 그 한 가지가 ‘마따호세프’이다. 이것은

ㆍ 말이 생각을 부른다.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뭐니?”란 뜻이다. 아

ㆍ 생각이 생각을 부른다.

이가 질문한 것에 대해 아이의 생각을 다시 물어보
는 말이다. 또 한 가지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

우리는 강의를 듣거나 설명을 들을 때는 얼마든

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니?”이다. 이것 역시 질문

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졸 수 있다. 중학교 고등학

하는 아이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먼저 물어

교에서 자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계속 수동적으

보는 것이다.

로 듣다보니 지쳐서 자는 경우도 많다. 뇌는 똑같

유대인 부모나 교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두 말

은 패턴이 반복될 때 집중하지 못한다. 학생들은

에 모두 ‘생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만큼 유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적는 똑같은 공부를 10년

대인들은 자녀나 학생이 생각하는 것을 중시한다.

넘게 하다보면 뇌는 자동적으로 지루해지고, 자기

공부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하는 것이다.

도 모르게 졸게 된다.

교육 역시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생각 없이 결코 할 수 없

고력이 바로 생각하는 힘이다. 아주 아릴 때부터

다. 말과 생각은 직결된다.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할

아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수 있는가? 우리는 결코 생각 없이 말할 수 없다.

그 사고력으로 아이비리그를 30% 차지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이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을 반

그 사고력으로 노벨상을 30% 차지할 수 있으며,

대로 하면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을 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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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이가 말하는 것이 어리숙하고 답답하고 엉

아이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좋은 방법은 아이

뚱하다고 해서 그 말을 부모가 가로채 설명하고 정

가 선별하는 단어를 귀담아듣고 아이가 사용한 단

답을 알려주면 아이는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

어를 살짝 바꾸어 말하는 것이다. 아이가 말하는

다시 말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자신이 아무리

것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해도 부모가 결국 정답을 알려주고 부모가 하

말을 덧붙이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느끼

라는 대로 해야 하는데, 굳이 아이가 생각을 해야

는 것을 부모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이가 말을 하다가 부모에

다. 또 자신의 놀이를 부모가 존중해주고 자신 역

게 가로채이는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입을 닫을 수

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때 부모는 아

밖에 없다. 입이 닫히는 순간 생각이 닫힌다. 부모

이가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억양이나 몸짓, 같은

의 지시와 정답 제시만 기다리게 된다.

단어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부모의 정

아이들이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서적 반응은 아이의 말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

다. 아무리 엉뚱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는 것으로 아이는 자신의 행동, 말, 감정의 중요성

하더라도 그 아이는 생각하지 않고 말할 수 없다.

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자신이 한 말을 부모가 다

그래서 아이는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게 된다. 뭔가

시 말하는 것을 듣고 부모의 반응을 느끼는 동안

어른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잔소리가 될

아이는 자신감을 얻고 또래와도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지만, 아이가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

수 있다.

것이 된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말은 주로 부모에

아이에게 생각을 물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게 듣는 말이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가장 많이 듣

를 물으면 아이는 떠듬떠듬 이야기한다. 듣기 답답

고 자라기 때문에 그 말투와 억양, 정서 등을 그대

한 부모는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싶어서 입이 간질

로 배운다. 화가 나면 목소리부터 커지고 아이가

간질해진다. 이 고비에서 유대인 부모는 인내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부터 지르고 아이 앞에서 늘

고, 한국 부모들은 못 참고 먼저 입을 여는 것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목

차이다. 다시 말하지만 아이가 직접 한 것만 아이

소리가 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된다. 아이가 직접 한다는 것이 행동이나 실

아이가 된다. 어린 아이는 어른의 목소리를 모방하

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행동이나 실천보다 앞서

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는 것이 말이고, 말보다 앞서는 것이 생각이다. 아

소리의 적절한 크기와 높이, 억양 등을 보여주는

이가 직접 한다는 것은 말을 직접 하는 것도, 생각

것이 좋다. 특히 아이에게 말할 때는 너무 빠르거

을 직접 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 시끄럽지 않은 침착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말

부모는 아이가 아무리 답답한 말을 하고 엉뚱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올바른 억양이나 적당

말을 하고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

한 크기의 소리로 차근차근 말을 하게 된다면 또래

주어야 한다. 말을 다 듣고 나서 논리적 허점이나

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될 것이다. 부모에게 배

엉뚱한 것들에 대해 질문으로 만들어 물으면 된다.

우는 말투는 아이의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서 말

다.

하게 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정서와 사회성을 길러주는 방법은 감정

1. 3.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나누기

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선 아이와
같은 단어와 감정으로 이야기를 반복한다. 아이들

하브루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은 반복을 통해 배우기 때문이다. 아이 입장에서는

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브루타는 가장 쉬우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두 새롭고 처음 접하는

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기는 쉽지

것들이다. 그것을 자주 반복해야 아이 것이 된다.

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1

그래서 아이는 반복을 좋아한다.

분 정도 대화하기는 쉽지만, 1시간 이상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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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화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수다를 떨기는 쉽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지만 하브루타의 진정한 목적인 ‘생각하게 하는 이

싶은가? 물론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야기’를 나누기란 쉽지 않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고르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하브루타는 ‘이야기 나누기’라고 단순하게 말할

날카롭게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어떤

수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생각하는 이야기 나

가? 이 사람 역시 싫을 것이다. 이미 자기 고민에

누기’다. 단순한 수다는 아이의 뇌 발달과 크게 상

대한 해결책이나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

관이 없다. 뇌가 움직여야, 뇌가 격동해야 진정한

문이다. 당연히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하브루타다. 하브루타의 목적은 사고력 계발에 있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기 때문이다. 사고력이란 생각하는 힘이다. 아이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떨까? 아이들은 어떤 부모와

이 생각하도록 만들려면 질문과 토론이 가장 좋은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 자녀의 말은 들어주지 않

방법이다.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을 해야 하고, 생

고 부모 말만 하는 부모일까? 아니면 자녀의 말을

각 없이는 대답할 수 없다. 토론은 즉각적인 질문

잘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모일까? 아이들

과 답변, 그리고 반박과 증거 등을 바로바로 주고

도 똑같다.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받기 때문에 치열한 생각이 필수적이다. 논쟁은 한

사람이다. 모든 것들에 대해 가르치려 하고 교훈을

단계 더 나아간다. 논쟁은 논리가 있는 토론이기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모를 원하는 것이

때문에 근거가 확실해야 하고 논리가 탄탄해야 한

아니다.

다. 이런 논쟁은 치열한 사고를 하지 않으면 잘하
기 어렵다.

2. 4. 아이가 직접 한 것만 아이 것이 된다.

아이들은 질문이 많다. 그런데 모두가 인정하다
시피 아이가 무엇이든 궁금해 할 때가 그것을 가르

교사나 부모로서 나는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치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자녀를 영재로 키우는

주고 있는가? 아이 대신 생각해 주고, 아이 대신

엄마들은 아이들의 질문이 집요해지면 호기심을 충

판단해 주고, 아이 대신 결정해 주고 있는 것은 아

족시킬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

닌가? 어른들이 대신 생각해주고, 판단해주고, 결

실제 연구에 의하면 신생아 때부터 엄마가 말을

정해주고, 행동해주는 방식으로 기르고 나서, 그런

많이 건넨 아기가 그렇지 않은 아기보다 언어 능력

아이가 다음에 성인이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

이 월등할 뿐 아니라 지능지수, 창의력, 문제해결

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능력도 뛰어났다. 또 아이가 자라면서 읽기 능력,

큰 오산이다. 콩 심고서 팥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쓰기 능력, 판단 능력도 향상된다고 한다. 부모들

것이다. 즉 어려서부터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

이 되도록 아이와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대화를 해

단하고, 결정하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그 아이가

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인이 돼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아이의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언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

어교육방법은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고 대화

단, 결정한 것만이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고 소통이다. 하버드 대학교 아동 언어학자 캐서린

다.

스노 교수는 아이들에게 말을 더 많이 하는 부모,

아이가 더러운 것을 만지려고 하면 아이의 손을

아기와 상호작용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부모,

탁 치면서 “안 돼!”라고 못하게 한다. 아이가 뜨거

아기들과 더 밀도 있게 대화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운 것에 손을 대려고 해도 아이에게 못하게 한다.

더 뛰어난 언어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아이는

하지만 그것이 아이를 크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훨씬 전부터 다른 사

아니라면 그런 작은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에서 더

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직 있다. 그러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다. 뜨겁거나 더러운 것을

므로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가 계속 아이에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 수준에서 이해하기

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렵다. 하지만 뜨거운 것을 만져 손에 그 느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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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직접 경험한 아이는 그 배움이 강력하다.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기보다 혼자 문제를 풀 수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부모가 그런 것을 만지라고

있도록 지켜봐 주거나 대안 제시로 도와주는 것이

해도 만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는 스

중요하다.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

행동과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지는 아이로 자라게 된

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

원하는 바를 표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성공에서보다 실패에서
많이 배웠고 많이 얻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법을 배우게 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부모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진다.

그러므로 아이의 실패하는 경험에 대해 부모가 두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

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

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어른 눈에는 어

아이는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기 때문이

려 보이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은 얼마든지 가

다. 아이는 말을 통해, 잔소리를 통해 배우는 것이

지고 있다. 단지 그것을 위험이나 고난, 힘들다는

아니라 부모의 행동, 본보기를 통해 배운다. 아이

이유로 시키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열 살

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에 옮

정도의 아이는 얼마든지 집안 청소를 도울 수 있

기고 그것에 책임지는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좋다.

고,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버릴 수 있으며, 자기

실패의 경험이 없는 아이가 다음에 커서 큰 실패에

방을 정리할 수 있다.

닥쳤을 때 재기하기 어렵다. 실패를 극복하는 경험
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책임감을 기르고, 선택하는 안목을 키
우며, 스스로 해결해 가는 능력을 기르려면 무엇보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아이가 실수하는 것을 견디

다도 아이가 선택하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한다.

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지 못한다. 아이가 어떤

아이가 선택을 하려면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

것을 하다가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바로 아이 일에

고, 선택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견해야 하며, 스스

끼어들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대신 해준다. 그러

로 선택을 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나 아이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실수가 아

수 없다. 그렇게 스스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고

니라면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목표를 이루느냐, 이르지 못하느냐는 실패했을 때

아이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고난, 도전에 스

좌절하지 않고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

스로 맞서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면 아이가 자기

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결과 보다는

동기와 내면의 힘을 기를 기회를 얻기 어렵다. 아

좌절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

이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기르려면 훌륭하

다. 어떤 좌절이 왔을 때 자신의 목표나 꿈을 스스

게 성장하는데 따르는 책임의 상당부분을 아이들에

로 수정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것을 남에게 맡기

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렇게 아이 스스로 책임을

는 것, 특히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장

지게 되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

비겁한 일이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 대신 판단해주

면서 자기 인생에 주인의식을 느끼게 된다. 아이는

고 결정해 주면 그 모든 책임과 원망은 부모에게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아이

고스란히 돌아온다.

를 하라는 대로 키우는 것은 아이를 부모의 꼭두각

최근에는 우리 삶의 문화가 미친 듯이 앞만 보

시로 만드는 것이다. 꼭두각시는 그것을 움직여주

고 달리는 쪽으로 변화됨에 따라 부모들이 아이들

는 사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부모는

에게 인간성을 가르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어려워

언젠가 나이가 들어 죽는다. 아이를 꼭두각시로 키

졌다. 아이가 맡은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면 부모가 아이를 떠난 다음 아이 혼자 할 수

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도록 인내심 있게 기다

있는 일이 없어진다.

려주는 부모들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어떤 일이
풀리지 않아 화내고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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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것 이것
사람은 즐거운 것을 할 때 자기 동기가 생기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진다. 즐거운 것을 해야 뇌

이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해 주어야 할 가장 중요
한 것이다.

도 좋아한다. 어린 아이에게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우리는 ‘떠들지 말고 공부하라’고 한다. ‘놀지 말

경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놀이이다. 그래서 놀이가

고 공부하라’고 한다. 하지만 떠든다는 것은 생각

아이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비싼 교재 교구를

하는 것이다. 노는 것을 통해 어린 시절에는 사회

가지고만 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에게는 플

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외우는

래시 카드나 책보다 흙이나 모래가 더 좋은 교재이

지식은 이제 핸드폰 하나면 모두 해결되기 때문에,

자 교구일 수 있다. 부모가 아이와 집에 있을 때

인간관계를 넓히고, 소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의 사고력을 자극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이와 함께 즐기면

그것은 책상에 앉아 있을 때보다, 친구들과 수다를

된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훨씬 더 잘 길러진다. 친구들과 신나는 놀이 속에

대상이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 그 관

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

심 분야부터 시작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물고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Ⅳ. 개인과 국가의 미래, 생각하는 교육에

하자. 그러면 작은 수족관을 만들어 집에서 물고기
를 기르면서 직접 물고기를 관찰하게 한다. 물고기

ㆍ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0% 차지하게 한다.

에 대한 책을 구입해서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그림

ㆍ하버드대와 예일대를 비롯하여 아이비리그에

을 보고 대화한다. 또한 물고기에 대한 그림을 자
주 그리고, 물고기에 대한 비디오나 영화, 텔레비
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의 사고를 자극하는 것

30% 들어가게 한다.
ㆍ금융, 경제, 교육, 법률 등 각계각층에서 성공
하게 만든다.

이다. 물고기의 세계는 넓고 넓다. 그러므로 물고

ㆍ유대인 가족들을 모두 행복하게 한다.

기와 관련한 관심을 점차 넓혀가면서 민물고기, 바

ㆍ자녀들과의 애착이 해결된다.

다 물고기, 물고기의 중류, 생김새, 색깔, 사는 곳

ㆍ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등등 아이의 관심을 넓혀주고 깊게 해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정서적

만들었다.
ㆍ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비결이다.

교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에게는 아이가 하

ㆍ이스라엘이 창업국가가 되는 이유이다.

고 싶어 하고 즐기고 재미있어 하는 것을 시키는

ㆍ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기업이 몇 년 만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이가 원하는 것, 배우
고 싶어 하는 것을 시키면 된다. 아이가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한다. 싫
어한다는 건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증거
이므로 그 원인을 찾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을 소중하게

세계 최고가 되게 한다.
ㆍ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면서도 실력은 쑥쑥 자
라게 하는 방법이다.
ㆍ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짧으면서도 효율성
이 높은 방법이다.
ㆍ시끄럽게 떠드는데 공부가 된다.

여기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아이에게 숫자를 알

ㆍ저절로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

게 하고, 글을 빨리 읽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ㆍ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란다.

것은 기본적인 신뢰감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

ㆍ소통, 협력, 사회성, 대화 방법을 익히게 된다.

다. 이것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들을 가치가

ㆍ자기주도 학습이 저절로 된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이들이 마음껏 탐색하고 돌

ㆍ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이 계발된다.

아다닐 수 있게 안정감을 주는 것, 세상이란 참 재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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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타다.

외우는 것을 할 줄 알아도 생각은 하지 않는다. 스
타강사는 학생들의 생각을 최소화시키고 정답을 족

미국경영연합회(AMA)에서 21세기에 가장 필요

집게처럼 빨리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생

한 역량으로 네 가지 C(4C)를 꼽았다. 그것이 비판

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한

적

소통

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즐기는 민족의 미래와

창의성

생각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민족의 미래를. 질문은

사고력(Critical

(Communication),

thinking),

협력(Collaboration),

(Creativity)이다. 네 가지 중에 강의를 통해 기를

생각하게 하고 토론도 생각해야 할 수 있다.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런데 하브루타

친구와 떠들면서 대화, 토론, 논쟁을 하면 공부

를 하게 되면 말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소통이 저절

가 즐겁다. 질문과 토론은 뇌를 격동시킨다. 끊임

로 되고, 함께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협력이 자연스

없이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안목과 통찰력, 지혜,

럽게 가능해진다. 더불어서 질문과 토론의 공부이

창의성이 생긴다. 다양한 관점의 사고가 가능해진

므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가장 좋

다. 하나의 정답이 아닌 다양한 해답을 갖게 된다.

은 방법이다. 즉 하브루타를 하게 되면 이 네 가지

더불어서 친구와 떠들면서 공부하면 모든 인성문제

능력이 가장 잘 기를 수 있는 것이다.

가 해결된다. 소통, 경청, 배려, 사회성 등이 저절
로 길러진다. 그러면서 왕따나 여러 가지 청소년

최고의 공부는 무엇일까? 0.2%의 인구로 노벨상

문제가 줄어든다. 집에서 가족끼리 대화하면 대부

30%를 차지하게 하고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분의 가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행복이 찾아온다. 하

대학에 30%를 입학하게 하는 공부 방법이라면 최

브루타는 유대인들이 3800년 역사를 통해 임상을

고의 공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끝내고 그 효과를 증명해 놓았다. 그들은 성

우리에게 공부는 외우는 것이고, 책상에 오랫동

공하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산다.

안 앉아 있는 것이고, 혼자 책과 씨름하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시대를 만드느냐, 연산군의 시대를

인내하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며 엉덩이 싸움이다.

만드느냐는 공부 방법에 달려 있다. 세종대왕은 소

학생들은 책상 앞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말은 아

통과 토론과 논쟁의 대가였다. 신하들과 수도 없이

마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라는 말일 것이다.

경연을 즐겼다. 심지어 노비 출신과도 소통을 통해

‘4당5락’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공부할 때

최고의 과학자인 장영실을 만들어냈다. 세종대왕이

네 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것

가장 많이 썼던 말은 “경의 생각은 어떠시오.”였

이다.

다. 이 말은 유대인 부모나 교사가 가장 많이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 혼자 책과 씨름

“마따호세프(네 생각은 어때)?”와 동일한 말이다.

하면서 공부할수록 출세한다. 독서실이나 고시원에

20년 동안 하는 공부를 소통과 토론으로 하면 세

오래 앉아 있을수록 출세한다. 수능을 비롯하여 사

종의 시대가 되고,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설명하고

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등 모두 혼자 오랫

혼자 외우면 일방의 시대, 독재의 시대, 연산군의

동안 책과 씨름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해서 우

시대가 된다.

리의 지도자들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우리는 공부방법 하나만 바꾸면 된다. 그러면 유

사람과 소통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현대는 공부

대인도 넘어설 수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유대인

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다. 평생 동안 공부해도 성

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100m 달리

공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기처럼 공부를 해왔지만 이제 빨리 빨리의 속도보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공부를 평생 동안 할 수 있

다 더 중요한 것은 방법과 방향이다. 공부 방법을

는가?

바꾸는데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우리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각하기를 가장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혼자

싫어하는 아이들로 만든다는 점이다. 교과서에 있

책과 씨름하는 공부는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

는 정답을 외워 정답을 찾는 시험만 계속 보다보니

들 뿐이다. 그렇게 외운 지식들은 이제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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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면 모두 해결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공부 방법을 소통과 질문, 토론으로 바꾸는 것은
한국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한국의 미래를 창대하
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 공부 방법 바꾸는
것에 달렸다. 우리는 공부방법 하나만 바꿔도 유대
인을 앞설 수 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보
다 앞서있기 때문이다.
인성이든 행복이든 관계성에 기초한다. 인성이
길러지려면 함께 하는 활동을 늘리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경청, 배려, 책임감, 협력 등등의 인성들이
길러진다. 또 행복 역시 관계에서 온다. 가정의 행
복도 가족 간의 관계성에서 오고, 사회에서의 행복
도 사회에서의 관계성에서 온다. 관계가 깨지면 불
행한 것이고, 관계가 따뜻해지면 행복한 것이다.
하브루타는 그런 관계성에 최고의 방법이다. 하브
루타를 하면 인성이든 행복이든 해결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이 구성한다. 국민이 성공해야 국가

전성수 외(2015). 질문이 있는 교실 초등편, 중등편.
서울: 경향BP.
전성수·양동일(2014). 유대인 하브루타 경제교육. 서
울: 매일경제.
전성수·양동일(2014).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서
울: 라이온북스.
조벽(2010). 인재혁명. 서울: 해냄출판사.
현용수(2006). 유대인 아버지의 4차원 영재교육. 서
울: 동아일보사.
Eran Katz. 박미영 역(2007). 천재가 된 제롬. 서
울: 황금가지.
EBS 다큐프라임 왜 우리는 대학을 가는가? 5부 말
문을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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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공하고, 국민이 행복해야 국가가 행복하다. 전

Aaron Parry(2004). The Talmud. NY: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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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자기 관리를 통한 행복 추구
배호순 | 서울여대 명예교수

I. 서론

찾기 어렵다”라는 철학자 에이나 외버렝겟(2009)
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과거 동서양의

1. 행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현자들이 인간의 행복에 관하여 꾸준히 논의했던
것을 기록물이나 문헌들을 통하여 접할수록 행복

현재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행복에 관한 인식

에 관한 확실한 답변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현재

이나 행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에도 뚜렷한 공통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 전개된 대부분의 행복에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인마다 각기 다르게

관한 논의는‘쾌락이 곧 행복’이라는 명쾌한 정의

인식하는 주관성이 크게 작용하는 속성이기 때문

에서 출발하였고, 그 후 부단하게 그 정의가 변형

인 동시에 그 동안 대체로 행복에 관한 논의를

되거나 진화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의

일반인들의 삶과는 동떨어지게 소수의 철학자나

쾌락주의자로

신학자들이 독점해 왔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류되는

소피스트(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 등)들에 이어서, 쾌락 만능주의의 폐

추정할 수도 있다.

단을 지적하고 의식이 통제하는 합리적 쾌락을

이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행복이

주장하는 논리(아리스토텔레스, 데모크리토스)를

란 무엇인가를 규정하려는 시도에 비하여 무엇이

거쳐, 미덕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하는 경향으로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

변형(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가, 어떻게

받으며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고대 도시국가

살아야 행복을 누리게 되는가, 행복한 인생을 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해 주고 있다. 중세 후반부터

았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등 행

르네상스와 계몽운동의 영향으로 행복은 더 이상

복의 조건(행복의 결정요인, 설명요인, 구성요인

신(神)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을 파악하기 위한 시

다수가 동의하기 시작하였고, 개인의 자유의지,

도가 보다 더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행복의 본

즉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의해 행복이 좌우된다

질에 대한 정의가 매우 어렵다는 교훈을 바탕으

는 행복관이 우세해 졌다. 이를 계기로 하여 근대

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성격의 행복으

및 현대를 거치면서 인본주의적 행복관은 변모하

로 규정하는가에 크게 관계하지 않고, 다만 그 행

며 개인주의적인 웰빙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의

복을 유발하게 만드는 인간들의 행위와 속성들이

정의가 생성되어 왔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

무엇인가, 즉 행복의 필요조건이나 행복을 결정하

라 행복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은 지속적으로 변

는 요인 또는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등에 관해서

화해 왔던 것이다.

고찰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기록된 행복에 관한

느 정도 합치하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정의나 행복관에 관한 발언들을 개괄적으로 파악

기대했던 것이다. 이에 일반인들은 행복을 결정하

해 본 결과, 행복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

는 요인이나 행복 자체의 요소(내용) 등에서 행

수록,“단 한마디로 행복을 정의할 수 없으며, 또한

복의 조건이 되는 특성이나 내용 면에서 인류 삶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행복의 형태도

의 보편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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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복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보다 생산

삼아

최근에

한국에서

번역되어

출간된

힐티

적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2007), 러셀(2010), 알랭(2010)의 세계적인 행
복 관련 명저들(3대 행복론)과 함께, 매크리드

2. 행복의 핵심 조건; 자아성찰과 자기 다스리
기

(2002), 알렌(2004), 템플턴(2006), 탈벤-사하
르(2007), 외버렝겟(2009), 헤이트(2010), 셀리
그먼(2011), 로페즈(2011), 앙드레(2012), 헥트

한 마디로 행복은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이며 복

(2012), 보만스(2012), 쇼펜하우어(2013), 르누

합적인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우선적

아르(2014) 등의 저서를 참고로 하며, 가용한 행

으로 합의하고 출발할 필요가 있다. 행복에 대하

복 관련 문헌 등을 활용하여 행복의 주요 조건을

여 언급할 때 항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행복지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수’, ‘웰빙지수’, ‘삶의 만족도’, ‘국민총행복지수’등

그렇게 하여 얻어진 결과 중에서, 행복의 조건

은 특정 개념만을 염두에 두고 행복을 정의하지

이나 행복에 관한 정의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들을 선정하여 개괄적으로 종합해 보면, 비교적

다양한 행복 관련 요소, 행복한 삶을 설명할 수

명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점은 “자신의 마음의 주

있는 속성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수치화하는

인이 되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격언), “성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행

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삶이다”(소크라

복한 삶’을 추구할 기반/인프라/프레임이라고 할

테스), “스스로를 이겨내는 의지력과 외부적 상황

수 있는 소양, 자질, 태도,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행복이다”(아

를 자신의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 작동하게 하는

리스토텔레스), “개개인을 자유와 자율로 이끌어

동기/의욕/의지력을 추진력이나 원동력으로 삼아

간다면, 모든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

야 한다. 그리고 자율성과 책무성, 권한과 권리에

기제어, 집착에서 벗어남 등을 통해서이다”(마르

기반을 둔 지혜로운 판단능력으로 방향을 정하고,

쿠스 아우렐리우스), “자신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성취하고 달성하려는 행동과 참여의식 등을 중시

있어야만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개념으로서 심리적,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버트란드 러셀) 등의 내용으로 축약되었다. 이를

속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매우 복합적이며 포괄적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우선 행복은 저절

인 행복 개념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로 오지 않고, 우연히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에 크리스토프 앙드레(2012)는 행복은,“기쁨,

신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다만 개인의 자유 의

경쾌함, 신뢰, 힘, 조화, 충만함, 내적 평화, 평온

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율적으

함 혹은 소속감, 박애 등 주로 사회적 관계와 관

로 생각하고 믿으며 지혜롭게 준비하고 노력한

련된 마음상태들이 중심이 된다. 행복을 그림에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서 지속적인

비유한다면 인상파 화가가 그린 그림과 비슷할

자기 성찰 노력과 자기 관리 노력이 행복을 추구

것이다. 그림 전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작은 점들

하는 핵심 원동력이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중에는 긍정적인 마음상태들도 있지만 다소 어두

이는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 (간디 해

운 부정적인 마음상태들도 있다. 이 점들이 모여

설)에서도

만들어지는 전체 그림은 따라서 환한 장밋빛일

수 있다. 자율능력을 획득한 자, 자신 안에서 자

수는 없다”고 하며 행복과 연관된 마음상태는 매

신의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자만이 행복을 누

우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행복

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 대하여 정의하고자 할 경우에 행복의 조건의

심리학자이며 작가인 웨인 다이어(2006)는“자기

형식으로도 표현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 행복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내 정신의 주인이

정의는 행복의 조건과도 상통하는 개념으로 널리

며 나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끊임없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근거로

이 마음속에 되새겨야 한다. 나는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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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온전히 나의 것인 현재의 순간들을 즐길 수

성하는 실질적인 요소’또는 ‘행복에 직접적이거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르투르 쇼펜하

간접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어(2013)에 의하면, “우리의 행복이란 우리가

추출하고 분류할 수 있었다. 그것들은 1) 신체적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행복은 있는 그대로의

이며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2) 가정과

우리 모습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즉 우리가

직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무난하게 소통

느끼고 이해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어우러져 빚

하며 만나는 활동, 3) 세상과의 교류를 통하여 사

어낸 결과인 내적 만족감에 달려있다. 행복은 본

람들과 공감하고 남을 배려하며 용서하고, 타인들

질적으로 개인의 감성과 인격의 문제이다”라고 강

에 대하여 베풀고 봉사하며 세상에 대하여 감사

조하고 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감정이 다른 감

하는 활동, 4) 사회화를 통한 자아성찰이 이루어

정들과 맺는 상호관련성을 중시하며 우리의 욕망

지고 그를 바탕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제어하며

과 감정에 대한 심도 있는 탐험을 통하여 자유와

자아실현해 나가는 활동 등 우리의 삶을 구성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

는 주된 요인들로 종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으며,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사랑해야

핵심적인 행복의 조건을 구성하는 핵심 구성 요

하며, 자아에 대한 인식, 충동 조절, 마음을 동요

소들을 통하여 행복이 발원되고 작동하며 행복감

시키는 감정이나 왜곡된 심상을 다스리는 일 등

을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관점을 수용한다면, 개

이

인들이 자신의 성장배경과 삶의 여건, 주어진 환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르누아르,

2014).

경과 조건, 경험과 삶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들 요소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관리할

3. 실질적인 행복의 조건

수 있어야만 자신만의 행복을 창출할 수 있고 의
도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

그리스 시대로부터 현대에까지 일반인들의 삶

한 것이다.

을 중심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
행복의 조건들에 관하여 부단히 언급되어 온 내

II. 행복은 ‘자기 관리’에 달려있다

용을 개괄적으로 종합하고 분석해 보려고 노력하
였다. 그 결과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요인들을

1. 자기 관리의 개념 및 역할

수집하고 추출할 수 있었는데, 현자들의 행복에
관한 정의를 포함하여 행복을 논하거나 설명하는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면 마땅히 행복을 얻게

경우에 행복의 주된 조건이나 설명요인으로 빈번

될 것이라는 상식적인 기대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하게 등장하는 개념들을 정리하자면, ‘사랑, 희망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것은 인간 자체가 이

(소망), 자유, 관계, 우정, 경험, 마음의 평화, 건

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강, 삶의 방식, 일(직업), 겸손, 긍정적 감정, 삶의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존재라는 점을 말해 준

의미, 목적의식, 회복탄력성, 몰입, 흥미, 감사하는

다. 그러므로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

마음, 경탄의 마음, 소통하기, 베풀기, 휴가 및 오

열쇠나 만병통치약과 같은 설명체계는 존재하지

락, 칭찬하기, 부모형제와 친하게 지내기, 사명 완

않는다는 점을 수용하고 출발하는 것이 행복에

수하기, 자녀 양육 및 교육, 돈, 성생활, 식생활,

관한 지혜로운 안목이나 비전을 깨닫는 첫걸음이

반려동물, 공동체생활, 긍정적 사고, 웃음(미소),

될 것이다. 개인이 구비하고 있는 조건이나 처해

영성, 나이들기, 지혜로운 선택, 감정 조절하기,

있는 여건 및 상황 자체만으로 행복이 좌우된다

칭찬 먼저 하기, 나쁜 습관 조절하기, 타인의 단

고 단순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자신의 삶의 방식

점 이해하기’ 등을 수렴할 수 있었다.

과 신념 및 가치체계에 입각한 판단능력, 추구하

이를 기반으로 삼아 행복의 조건에 관하여 언

는 목표와 비전, 자율 능력 등에 따라 관련된 조

급된 주요 내용들을 종합하고 분류하면‘행복을 구

건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방식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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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수준’에 따라 크게 다른 수준의 행복을 누릴

에 있다고 해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하는 경우에, 자기 자신을

단하기 때문이다.

다스리는 능력으로서 자기관리능력이 제대로 작

일반적으로 널리 언급되고 있는‘행복은 우리가

동하지 못하거나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미

마음먹기에 달려있다(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말이

성숙한 상태에서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개인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렵고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어

행복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가, 즉

결국에는 행복을 누리기 어렵게 된다고 추정할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스스로 자유롭게 다스

만의 방법과 전략을 어떻게 구사해 나갈 것인가

려 나갈 수 있어야만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에 대한 자기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있다는,“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면 아무도 자유

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행복은 자신이 노력

롭지 못하다”라는 에픽테토스(그리스 소피스트)의

하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자

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자기 자신을 조절

신이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 및 결정하느냐, 그리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고 능력을 갖추지 않고

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관리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조

느냐 등에 따라 자신의 행복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행복을 누리기 어렵다는

의미로 수용할 수 있다. 이는“행복은 자신의 바깥

것을 의미한다. 이에 “스스로를 이겨내는 의지력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

과 외부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힘”

다”라는 쇼펜하우어의 지적이나 “모든 행복과 불

을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

행은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진정한 만족은

하여,“행복을 창조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자기 자

남이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것

신이다”(잭슨, 2007)라는 언급과 더불어“자신을

이다”라는 몽테뉴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이 두 가

통제 및 관리할 수 있어야만 자신만의 행복을 추

지 격언을 통합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결국 각 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러셀(2008)의 주장 등도

인은 저마다의 행복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처

같은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철학자 알렌

해 있는 여건과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구하

(2003)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을 조절

는 목적과 가치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기대하는

하는 능력을 갈고 닦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강화

웰빙 상태를 생성하기 위한 자기 나름의‘자신을

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이를 지지하고 있다.

경영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나 전략’을 추구하거나

자기관리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닌 복합

시 말해서, 개인들은 자신의 행복조건들을 기반으

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1)자신의 신

로, 삶의 여건과 생활의 실상을 수용하고 당면한

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자신의 의지를 자율적으

문제를 해결하며 자아실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으

로 단련시켜 나가는 측면(self-discipline), 2)자

로 대응하는 과정에서‘건강한 삶, 즐거운 삶, 안정

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통제하고 제어하여 평정을

된 삶, 보람찬 삶, 몰입하는 삶, 의미있는 삶, 풍

되찾을 수 있다는 자기 통제 및 제어의 측면

요로운 삶, 베푸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 만족하

(self-control), 3)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

는 삶 ’을 동시에 포함하는, 마치‘다이아몬드’와

을 선택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

같이 다양한 빛을 동시에 발하는 속성의 복합적

식과 아이디어, 의지와 의욕 등을 동원하여 추진

인 행복감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조절 및 통제, 자

해

기관리 및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하고,

self-accelerating, self-encouraging), 4)자신의

그 전략에 입각한 삶의 방식을 취하여 살아가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고 특정 의미와 가치를 부

것이 일반인들의 행복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하고

한 개인이 행복과 상관이 높은 양호한 조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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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그를

실천

측면(self-motivating,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측면

(self-direct, self-initiation), 5)자아실현에 필요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배 호 순

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로드맵을 작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성하여 추진할 때 자신만의 원칙이나 실천방안을
추구한다는

측면(self-regulation,

2. 자기 관리능력의 함양 & 활용

self-administration), 그리고 6)총괄적으로 자신
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자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신의 여건과 상황에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

자기다운 꿈과 비전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삶을

고 그 구성요소들을 총괄적이며 집중적으로 지휘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념과 가치체계를 구축하고

하고

측면(self-management,

잠재능력을 개발해 나가야 할 일종의 책무가 주

self-governance) 등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매

어져 있다. 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우선적으로 가정이나 학교사회에서 진정한 자유

있다.

를 보장받고 자유분망하게 체험하며 깨달아 가는

관리하는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 또는 자기 다스리기 능

다양한 체험활동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력’(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능력)이란 세네카(로마

신념과 가치체계를 정립하고 그에 입각하여 자아

철학자)가 지적한 “마음의 평정을 일관하게 유지

실현 목표를 정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만

하는 능력”과도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결

세네카는, “평정한 마음을 얻으면 고귀한 덕목인

정하며 실천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및 조절 능력

인내와 더불어 용기와 활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

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자기 관리 및

도 대처할 수 있으며, 집착하지 않는 배려를 통하

조절에 관해서 심리학자인 조너선 헤이트(2010)

여 신체와 ‘신체에 소용되는 것’을 살피고 우리의

는 “행복의 조건들을 올바로 정렬하고 기다려야

삶에 필요한 여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스코시,

한다. 그 조건들 중 일부는 내 안에 있다. 내 성

2013)”라고 지적하며 이성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

격의 각 부분과 차원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

신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

하는 것이다. 다른 조건들은 내 밖에 있다. 나와

게 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 나 자신과 나의 일, 나 자신과 자신보

있다. 한편 불교에서는 마음의 고통의 원인인 탐

다 더 큰 어떤 것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

욕(貪慾), 분노(忿怒), 무지(無知)를 제거하려는

도록 노력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뒤 따를 것이

노력(베풀기, 명상, 지혜의 학습)과 함께 바른 길

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조건의 정렬과 관계 정

(8正道)을 가려는 노력을 통하여 행복의 길(열반

립’이라는 역할이 자기관리능력의 핵심적인 단면

의 길)이 열린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을 정화

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자기관리능력을

하고 관리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권장하는 데(안

성숙한 수준으로 신장시켜 기대하는 만큼 원활하

양규, 2013), 여기서 자신을 정화하고 관리하는

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노력은 곧 자기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라

요소들은,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자아성찰한 상태

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의 행복도 자신이 행복

에서 자아실현에 적합한 목적과 비전을 자율적으

관련 조건들을 자신의 목적의식과 가치관 및 정

로 선정 및 설정하는 일과 그 실천과정에서의 관

서에 입각하여 선택하고 결정, 또는 판단함에 따

련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판단능력이 그 중

라 감정과 언행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1)자율 능

얻어지는 행복을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

력; 자유의지와 책임, 2)목적의식; 일을 통한 자

면, 개별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부분 보다는 그들

아실현 의지, 3)판단능력; 가치와 의미 추구하기

조건들을 통합적으로 조절 및 관리하여 일종의

등이 자기관리능력의 핵심 구성요소이면서, 행복

예술작품과 같은 독특한 행복감을 생산해 내는,

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조건이라고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하나의 교향곡을 연

정리할 수 있다.

주해 내는 것과 유사한 기능을 자기관리능력의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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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율능력; 자유의지와 책임감

장에서는 자유를 행복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삼
고 있다.

개인이 스스로 깨닫고 신념과 의지에 따라 자

이와 함께 올더스 헉슬리와 알랭(에밀 샤르티

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순간마다의 감정을

에)(2010)은 자유의지와 행복 간의 관련성을 “우

조절하고 언행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처

연히 떨어지는 행복보다는 스스로 만들고 싶어

한 사회적 여건과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면서

한다. 인간은 자유로운 행동 속에서 행복을 느낀

자율성과 독립심을 기르게 되고, 독자적인 삶의

다. 즉 인간은 스스로 부여한 규율 속에서만 행복

방식을 정립해가는 것이 개인들의 정상적인 사회

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의

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건전한 사회인

지와 결부된 책임과 스스로 설정한 규율이 결부

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되어 개인의 자율능력이 함양된다고 볼 수 있다.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인데 요즈음 우리 사회

또한 힌두교 경전“바가바드 기타”(1991, 간디 해

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도 필요한 수신(修身) 과

설)에서는 ‘건강, 만족, 신뢰, 자유에 우리의 에너

정을 적절하게 밟고 이수하여 사회공동체 일원으

지를 집중해야 한다’라고 권장하고 있는데,“가장

로서 행복한 개인생활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함

위대한 선물은 건강이다. 가장 위대한 재산은 만

양하고 그럴 만한 자격을 구비했다고 할 수 있는

족이며, 사람들 간에 신뢰가 가장 위대하다. 그리

개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고 자유는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지적하며 행복을

그로 인하여 과도하게 개인적인 욕구 추구에만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가 가장 소중하다는 점을

집중하게 되고 이기적인 태도에 함몰되어 쾌락지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향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제대로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는

수신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마땅히 누려야할

데 자신의 신념에 기반을 두고 의도하는 목표를

행복한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자유롭게

성취하고 꿈과 비전을 추구하는 일관된 행동을

자기다운 삶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자기관리

보이면 자율적으로 자기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

능력이 빈약한 개인’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에 주

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목할 필요가 있다.
외버렝겟(2009)은 “인간은 선택하고 결정할

나. 목적의식 ; 일을 통한 자아실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기 존재의 정당성

개인이 성장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정립하며 자

과 가치를 맛볼 수 있는데 그 정당성과 가치가

신만의 독특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성

바로 행복의 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복은 개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 자체가 삶의 과정이고

인의 욕망과 욕구를 해소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자아실현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셀 수 없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욕망과 충동적인 욕구를 자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

하며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을 찾는 것 자

다. 자유의지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기에

체가 중요하고, 자신이 찾은 일의 소명을 실현하

각자의 삶을 각자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

권위를 지니고 있어야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천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

“행복한 삶이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적을 실천하기 위하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

탁월함을 펼칠 수 있는 삶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

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삶의 방식에 충실

스의 주장이나, “행복이란 우리의 능력이 최대한

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발휘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최대한 실현되는

자아실현을 해 나가겠다는 자신만의 소망을 갖는

것과 함께 한다”라는 버트란드 러셀(2010)의 주

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진리를 인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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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아실현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를 실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배 호 순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헬렌 켈러는 “진정

던 소명이나 과업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인

한 행복은 자기만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치있는

생을 매듭짓는 것이 다섯 번째의 복을 누리는 조

목적에 헌신할 때 찾아온다”라며 행복을 위해서는

건이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개인들의 “목표

가치있는 일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를 향한 여행은 그 자체가 즐겁고 우리를 행복하

있다.

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선택하고 추구

이와 더불어 헤이트(2010)는 “진정한 행복은

해 나가는 자기 일치적 목표일 때 더 큰 행복을

자기만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치있는 목적에 헌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탈벤-사하르(2007)는

신할 때 찾아온다.”고 말하며‘가치있고 의미있는

인생의 목표가 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목적을 소명감을 가지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는

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칙센트미하이

행복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또한 빅터 프랭클

(2005)는 “몰입의 상태에서 최상의 경험, 최고의

(1905-1998)에 의하면, 의미있는 삶의 목표 추

수행, 즐거운 시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

구가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이며, 삶의 목적을 일

다”라는 대전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분명한 목

깨우고, 일상에 체계와 의미를 부여하고, 문제와

적의식을 가지고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야 바람직

역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타인과 관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목적하는 일(과업)

를 강화해 준다는 것이다(2005). 이들의 주장은

에서의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행복하다”(르누아르, 2014)

로페즈(2011)는 웰빙의 상태로서‘즐거운 삶, 적극

라는 주장이나 “목표는 우리의 삶에 목적과 의미

적인 삶, 의미있는 삶’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설

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잭슨(2007)

정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꿈과 비전(목적의식)의

의 주장과도 상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낸시 캔

실현에 적합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의미있는 삶’

터 & 캐서린 샌더슨(매크리드, 2002)이 주장한

을 달성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긍정 정서 하에서

바에 의하면, 1) 목표가 자유의지로 선택되었을

‘즐거운 삶’과 자신의 강점을 살려 몰입 상태로

때, 2) 성취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목표일

만족스럽게 과업을 수행함으로써‘적극적인 삶’을

때, 3) 여러 가지 목표가 상충하지 않고 일관성을

부수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가질 경우, 4) 목표와 관련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다. 이들은 진정한 웰빙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자

보낼 수 있을 경우 등에 목표가 행복에 큰 영향

신의 목적과 비전의 선정과 결정이 즐거운 동시

을 미친다는 것이다.

에 의미있고 가치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자기관

또한 탈벤-사하르(2007)는“자아실현을 위한

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목적의식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행복한 인

리고 르누아르(2014)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

생의 자양분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서,

로스의 입장을 수용하고, “심오한 행복이란 즉각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목적을 자발적으로

적인 몇 가지 쾌락을 포기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

설정하는 일은 곧 소명의식을 유발시킨다”고 주장

으며,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목표에 대한 성찰이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입장인 외버렝겟(2009)

없으면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다. 완전한 행복의

은“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는

추구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

행위(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미래에

를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목표를 설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기

정한 다음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일(직업)은 행복

선택해야 한다”고 하며 목표의식이 없는 삶에서는

한 삶을 누리는 터전이기 때문에 일에서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는 유교문화권의 다섯 가지 복(五福)

다. 판단능력 ; 가치와 의미 중시한 선택과 결정

중 ‘고종명(考終命)’이라는 개념과도 매우 유사한

능력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인데, 자신이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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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목적의 판단에는 개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에는‘원칙없는 정치, 노동없는 부, 양심 없는

목적에 적합한 합목적적인 판단, 자율적으로 선택

향락, 특색 없는 지식, 도덕 없는 장사, 인간성 없

하는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원칙에 입각한 합

는 학문, 희생정신 없는 종교’와 같은 죄악만이

리적인 판단, 가치판단 대상 내용과 상황에 적합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그 속에서

한 타당성 있고 분별력 있는 판단, 그리고 자기관

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미있고

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

가치로운 과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록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판단이 요구된다. 우리

있다. 이에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의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헤아릴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의 중요성

수 없이 많은 판단과 결정이 의미있는 것이 되기

을 인식하고 보다 진지한 태도로 판단에 임하는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것이 자기관리의 핵심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는 버크먼(2013)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는 철학자 르누아르(2014)는 자신의 삶에 의미

내 ‘판단’일 뿐이다”라는 말과 같이 자기관리 상황

를 부여하는 일 자체가 곧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

에서 적절하고 정확한 판단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르누아르는 “행복하다는

만 의도하는 대로 목적을 향한 가치와 의미를 파

것은 선택하는 법을 학습하는 것이다. 적절한 쾌

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르누아르(2014)에 의

감, 자신의 길, 직업, 사랑하는 방식, 여가를 보내

하면, “우리는 이성을 단련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는 방법, 친구 등을 포함하여 삶의 토대로 삼을

가치나 목표에 따라 일관성 있게 삶을 이끌어 나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 잘 산다는 것은 모든 유혹

갈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에 화답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익히

관련된 의미 자체가 행복의 필수 요인임을 지적

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나 단체(기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는 동시에 가족을

관)에서의 ‘자기능력 발휘’와 ‘잠재력 개발’등의

포함한 주위 인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공동체적 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일

치를 자신만의 가치와 더불어 조화롭게 추구하는

(직업, 과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들을

것’이 진정한 자유인이며 자율인으로 성장할 수

조화롭게 추진하여 행복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

있게 하는 동시에 진정한 자기관리능력을 함양할

록 자신을 관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보만스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 대상 활동에서 의미

(2012)는 이탈리아인들이 중시하고 있는 ‘선택의

와 가치를 발견하거나 활동 과정에서 어떤 의미

법칙’에 입각하여 “행복은 선택의 자유와 책임에

와 가치를 선택할 것이며 어떤 활동에 보다 몰두

관한 문제다. 선택의 자유와 책임감이 함께 할 때

하고 집중할 것인가 등을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

행복이 찾아온다. 운명이나 행운보다 자신의 능력

해야 한다. 자신만의 독특한 자기관리 패턴을 형

과 노력을 강하게 믿을 때 더 행복하다. 고로 젊

성해 나가는 과정에서,“일상생활 중에서 작은 기

은이들이 자신의 선택을 믿고 결과를 책임질 수

쁨을 즐기는 행복을 중시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는 젊은이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주어

그리고 누구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처럼

진 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사회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버크먼(2011)의

적 책무와 더불어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만

지적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평범한

진정한 자율능력과 자제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래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소하면서 순간적인

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행복감을 고려한, 생활과 밀접한 지혜로운 판단이

주고 있다.

요구된다는 점을 말해 준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우리가 존재하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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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 관리의 주요 대상 및 내용

서 상태를 총괄하는 의미로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자신을 움직여 나가는 마음이란, 자신만

자신이 살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판단

이 가치롭다고 여기고 추구해 나가는 목표와 그

하며 선택 및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기다운

를 실천하는 원동력인 동기, 의지력 등을 포함한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자신을 원만하게 관리해 나

감정상태 등이 상호작용하여 드러나는 개인의 삶

가기 위한 노력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일상사라

자체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주체라고 규정할 수

고 보고, 그에 필요하고 적절한 자기 나름의 대응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정신, 이성)를 잘 다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스려야만 의도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인

빅터 프랭클(2005)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생을 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각 개인의 마음과

“좋은 삶을 살려면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가 자아실현 목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삶에 권위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

를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렌(2003)은 “스스로의 마

없는 일을 객관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음을 다스릴 줄 아는 평온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

개인의 선택은 항상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에 대한 통제력을 소유한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전략이

데, 여기서 평온한 마음은 행복을 의미한다. 또한

나 방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삶의

알렌(“행복의 연금술”, 2004)은 “행복해지는 방법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지식이 많아도 무

보다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진리는 진정한

상존하게 마련인데, 그 동안 인류의 경험을 바탕

행복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만 배우기 때문입니다.

으로 행복한 생활과 상관이 있다고 추정하는 '행

하지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깊이 성찰하여 인

복의 조건'을 중심으로 지혜롭게 자기를 다스리기

생의 근본 원칙을 깨닫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위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대상

삶을 시작할 때면 비로소 당신은‘지혜로운’ 주인

이나 내용(상황)들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활동

이 되어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라며

으로 종합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목표와 의지의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주인을 지향할 것을

관리(자아성찰과 자제하기), 몸과 감정 다스리기

권장하고 있다.

(강녕), 인간관계 다스리기(소통과 만남), 배려와
나누기(사랑의 실천) 등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직업관과 자아실현 :

바,

‘마음의 주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네 가지 활동들은 자기 관리의 핵심적

인 대상이며 구성 요소라고 간주할 수 있다.

우리가 각자의

자신의 목적이나 꿈을 추구하며 근본적으로 생업/
생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

가. 목표와 의지의 관리

서 보면 인류 역사상 개인들이 생업이 없이 일하
지 않고 누군가에 의존하여 살아간다는 것 자체

지혜로운 마음 다스리기와 행복 : ‘인생은 마음먹

를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에 톨스토이는 자신이

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음미해보면 볼수록 인간

노력을 기울지 않고 행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

사의 단면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지 말고 일을 하지 않고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좌우한다는 의미를 비롯해서 개인에게 주어진 자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

유의지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느낄 수

시하게 된 현대사회에서는 직장을 구하는 개인들

있다. 여기서는 마음이란 자기 자신을 움직여 나

입장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자기가 기대

가는 정신이고 이성과 감성이 결합하여 상호작용

하고 의도하는 일을 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

하는 정신은 결국 자신이 설정하여 추구하는 꿈

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원하는

이나 희망, 비전이나 목적의식과 그와 관련된 정

직장에 대한 수요가 많고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437

특별기고 23 지혜로운 자기 관리를 통한 행복 추구

는 더욱 더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심이

는 탈벤-사하르(2007)가 권장하고 있는 원칙에

가열될 수밖에 없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행복은 즐거움(현재의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야

이익)과 삶의 의미(미래의 이익)가 결합되어 산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가정하고 원하는 일

출되는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일에 대한 긍정

자리에 대한 경쟁을 부추기까지 해왔던 것이 우

적인 감정과 삶의 의미를 함께 느끼는 것이 행복

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행복의 비결은

이라는 전제조건을 중시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는 일에 몰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당장 주어진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제임스 빌리

일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의 지적이나,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중시한 선택이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중요하다는 것이며, 가능하다면 현재의 이익(즐거

것이다”라는 앤드류 매튜스의 언급은 우리에게 매

움)과 미래의 이익(삶의 의미)을 동시에 누릴 수

우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자신이 좋아하

있는 시너지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는 일이라고 예단하고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을 통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걸기 보다는 자신의 희망, 잠재

돈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일에서 얻는 만족감을 통

능력, 취향, 목적의식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일자

해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뿐

리를 선택한 뒤에, 그 일을 특별히 싫어하거나 부

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그 일을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호가드(2006)는 직업에 대한 태

해야 할 일로 간주하고 그 일을 좋아할 수 있도

도에 관하여 언급하며, “사람은 일을 즐기는 유전

록 노력하는 것이 일을 통하여 자기 개발이나 자

형질을 지니고 있기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기발전을 기할 수 있고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여

데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자주 접하게

러 면에서 권장할 만한 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

된다”, 그리고 “일은 재미보다 더한 재미가 있다

인 것이다.

(노엘 코워드; 배우 겸 작가)”라고 지적하고 있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과정에서 개인이 추구하

다.

는 목적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이 있고, 주어진 직
무수행에 몰두할 수 있을 때 근무만족도가 높아

마음 다스리기와 목적의식 :

지고, 일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해

향, 자신이 처해 있는 여건이나 상황, 추구하는

나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들 한다. 이 말은

꿈과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직업세계에 진출하여

일찍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일에

적절한 일자리를 잡고 그 일을 통하여 자아실현

몰두하고 있을 때이다”라는 칼 힐티(2007)의 언

해 나가고자하는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자신의

명과 일치하고 있어, 일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

마음(정신)을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한 필요조건

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되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벤-사하

고 있다.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서 직장을 상정하

르(2007)는“일이란 행복한 삶을 누리는 터전”이

고 직장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직장

고 일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일 자

동료들에 대하여 공감하고 배려하는 생활태도를

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벤-사

요구하는 것, 즉 개인적인 요구만을 내세우기 보

하르는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노역, 출세,

다는 직장 중심의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근

소명’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먼저 ‘노역’

무원칙에 충실하며 상호협조하고 신뢰하는 분위

의 경우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경제적 보상에만

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결국 구성원 각자의‘일을

관심을 둔다는 의미이고, ‘출세’로 생각하는 경우

통하여 추구하는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

는 돈, 성공, 힘과 지위 등에 주된 관심을 두는

게 된 것이다.

경우를 의미하며,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이에 젊은이들이 일(직업)을 선택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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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일치적이며,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간주하는

나. 몸과 감정 다스리기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세 번째, ‘소명’의 경우에
는 무엇이 나에게 의미(목적의식을 주는 것)가

삶의 과정에서 쾌락(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있으며, 어떤 즐거움(좋아하는 것)을 주며, 나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이기 때문에 개인이 성장

게 어떤 장점(잘 하는 것)이 있는가를 조화롭게

하면서 쾌락 추구 욕구를 다스리는 방법을 습득

고려하여 일을 선택하는 것이 자아실현을 기하며,

할 수 있어야만 원만한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소명의식을 지닌

다. 아브라함 매슬로우(1970)의 인간발달이론에

경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중

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위계화시켜 제시하

에서도 우선적으로 “목표는 의미가 있어야 하며,

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생리적 욕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은 그 자체가 즐겁고 우리를 행

통제가 자신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의 유

복하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적절한 욕구 해소 및 충

경청할 만하다.

족방법이나 욕구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방안도 동

자기가 정립한 목적과 비전을 명료화시키면서

시에 요구된다. 자신만의 쾌락 추구와 욕구해소

그를 실천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직

방법을 습득하고 생활화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자

무에 충실하고 그 일을 통하여 자아실현해 나가

신의 몸을 다스리기와 감정을 다스리기를 통하여

겠다는 다짐을 한다면 원만하게 자기 꿈과 마음

심리적 안녕(웰빙)을 유지하는 일과 연계되어 작

을 다스리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습관에 대하여 반성하여

“스스로 깨달은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진

나쁜 습관을 고치고 향상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정한 삶의 목적이다”라는 조지 버나드 쇼의 언급

자신의 판단에 입각하여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에서 ‘스스로 깨달은 목적’이란 스스로 가치와 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을 형성해

미를 부여하여 설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

건강과 안녕을 ‘강녕’(康寧)이라는 용어로 표현해

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추구하는 목적

오고 있는데 이 개념은 5복(五福)에 포함된 것으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욕을 복 돋우는

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아우르는 개념

자기 동기화와 더불어, 성취동기, 끈기와 인내력,

으로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의 전제조건으

집중력, 열성, 만족의 유예, 충동의 최소화 등 자

로 강조해 왔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극복력을 조화롭게 조절하는 일이 요구된다. 따

덕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유행하고

라서 알랭(2010)은“모든 행복은 의지와 자기극복

있는 ‘웰빙’이라는 긍정심리학적 개념과 세계보건

의 산물이다”라고 하며, 목표지향적이며 과업지향

기구(WHO)가 주장하는 폭 넓은 ‘건강’ 개념과도

적인 업무수행태도를 가지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

매우 유사한 행복의 핵심 조건이라고 보아도 무

기 위하여 인내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방하다.

예상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극복해 나가
는 과정에서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1) 몸 다스리기

는 것이다. 그리고 칙센트미하이(2005)는 “몰입

자신의 마음을 이성적으로 다스릴 수 있기 위

의 상태에서 최상의 경험과 최고의 수행이 가능

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신체적인 특성을 파악

한 동시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최고의 기량을

하고 그에 적절하게 자신의 몸을 다스릴 수 있어

발휘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몰입 상태

야 하는 바,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

는 곧 행복감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명

면 감정 조절이나 욕구조절에도 문제가 발생할

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야만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전반적인 행복을 기대하기

된다는 것이다.

어렵게 된다. 우선‘건강한 신체에 깃드는 건강한
정신’이라는 유베날리스(로마 시인)의 말을 인용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439

특별기고 23 지혜로운 자기 관리를 통한 행복 추구

하면서 “우리 행복의 적어도 10분의 9는 오로지

정적인 정서 상태를 조성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한 거지도 병든 왕보다 훨

써 자신의 몸을 다스릴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한

씬 더 행복하다”와 함께,“‘명랑함’이 건강으로부터

다. 이와 같이 신체적 건강을 다스리기 위해서 요

오고 즐거움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건강이 행복

구되는 음식, 수면, 운동, 마음가짐 등에 세심한

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아르투르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습관화함으로

쇼펜하우어(독일 철학자)의 주장(2013)에 주목할

써 원만한 대인관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자신의 목적과 비전을 추구하는 원동력인 인내력

건강을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지적 건강, 정서적

이나 지구력, 의지력, 집중력, 추진력 등과 업무수

건강, 영적 건강’으로 구분하고, 신체적 건강이 행

행의 효율성 증진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복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서 지적, 정서적, 영적

한편 레스 & 하터(2010)는 행복의 5개 영역

건강과 밀접한 관련 하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주

중에 육체적 행복(physical wellbeing)을 설정하

장하면서 최근 건강 중심의 웰빙이라는 관념을

고 그 기능에 대하여 ‘건강해야 행복하다’라는 표

주도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어를 내세우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잘 먹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

더 움직이고 잘 자라”라는 표어를 명심하고 실천

관리하는 일’(physical fitness)이 삶의 일부로 정

하는 생활을 습관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강력

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웰빙의 생활화’를 강조하

하게

는 붐이 조성되고 있다.

(2011)는 행복의 일곱 가지 조건 중 건강과 관련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지

베일런트

이제는 신체적 건강관리를 통하여 신체적 면역

된 네 가지 조건, 즉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

력을 증강시켜 질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노화방지

중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생리학, 의학, 보

와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건학, 뇌과학 등을 포괄하는 행복과학의 관점에서

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운동이 전반적인

건강을 보장하는 식생활과 운동의 생활화가 면역

건강 수준을 높여주는 동시에 정신건강까지도 향

체계를

상시킨다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항스트레스 홀몬

베타 엔돌핀,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을 생성시키

인 엔돌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라

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행복의 인프라’와 같

는

검증되었다(호가드,

은 핵심 조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

2006). 이와 함께 호가드(2006)는 ‘음식으로 행

고하는 동시에, ‘건강 없이는 행복을 얻기 어렵다’

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적절

라는 격언에도 새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

연구결과로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행복물질’이라는

한 수면 및 운동과 함께 식습관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복에

2) 감정 다스리기

도 기여한다고 ‘뇌화학’ 관련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주장하고 있어 흥미롭다. 또한 뇌에서 분비

욕구와 욕망을 다스리기 :

되는 화학물질 중 특히 음식에 의존하는 화학물

한 일반인들이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조절하지

질이 우리의 기분을 조절한다는 연구결과에 의하

못해 후회할 일들을 저지르거나 순간적인 잘못으

면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로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까지도 저질러

로토닌, 베타 엔돌핀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포도

불행을 자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날마다 뉴

당, 탄수화물, 단백질 섭취에 초점을 둔 음식물을

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신의 위치나

중심으로 한 식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권력, 이해관계 등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돈을 벌

에 잭슨(2009)은 신체적 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거나 보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탐욕에 눈이

영향이 지대하다는 전제 하에서, “운동이 스트레

어두워 불합리하고 반사회적이며 위법적인 행위

스를 완화시키고 좋은 기분을 느끼도록 화학반응

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일평생 쌓아올린 경력이나

을 일으킨다는 점을 활용하여 운동을 통하여 긍

권위 등을 일시에 망가뜨리는 사건 등 이루 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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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서 순화와 감성 통제 노력을 바람직하게 습

이와 같은 사례들은 대부분이 당사자들이 쾌락을

관화하도록 노력하는 일과 더불어 자신에 적절한

추구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성을 잃

욕구의 조절, 분노 조절을 포함한 감정의 조절,

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연유

적절한 감정 표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

로 발생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부

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

단히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의 이면에는

해야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불행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욕망, 번뇌, 스트레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

갈등, 분노 등을 개인들이 상식적이며 순리에 맞

고 그로 인하여 집중력이나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게 원만하게 다스리지 못하거나 해결방안을 생각

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가 가능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서 이성을 잃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

고 과도한 감정의 폭발 상태에서 행동함으로써

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발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수 있고 욕구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생활패턴을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누구

조성해야만 넓은 의미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나 경험하는 욕망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존재한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보상으로 웰빙을 누

다는 점으로부터 이해하고 삶의 과정에서 작용하

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긍정심리학의 입장이다.

는 욕망의 속성에 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프
랑스 철학자 르누아르(2014)는, 우리는 생존을

긍정 정서와 감정 다스리기 :

셀리그먼(2006)은

위한 세 가지 역량을 키워왔다는 전제 하에서 욕

긍정적 정서에 적합한 ‘내적 환경 만들기’를 통해

망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서는 행복을 누리

서 자신의 정서(감정)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스

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르누아르에 의하면,

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고

누구나 욕망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와 습관성을

있는 ‘긍정 정서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세 가지

갖게 되었고, 부정적인 욕망에 대하여 민감하게

방안’은 시간적 차원에서 과거, 미래, 현재로 구분

대응하고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추구해 왔으며,

하여 제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먼저,‘과거에

욕구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도 순간에 그치고 또다

대한 긍정적 정서 키우기’ 방안은 어두웠던 부정

시 불만에 빠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적인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강구하고, 용서

또한 칸트는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오

에 이르는 길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감정적

히려 스스로 구속을 받게 된다’는 주장과 ‘욕망을

상처를 입힌 상대방을‘용서하기’에 중점을 두고

다스리게 되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주장(석가모

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정서 키우

니, 프란체스코 수도회 등)을 바탕으로 욕구의 구

기’ 방안으로 낙관주의적 사고와 희망을 키우는

속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금욕주의 방안도 필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안인

하나 과도한 금욕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기 때

‘현재에 대한 긍정적 정서 키우기’에 주력할 필요

문에 욕망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통제하는 자기

가 있다고 주장하며, 쾌락과 만족은 다르다는 입

나름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장에서 적절한 정도의 쾌락을 즐기는 것과 의도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한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한 경우에 만족감을 균

수용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저널리스트인

형있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하고 있

올리버 버크먼(2013)의 주장은 인간이 항상 희노

다. 또한 만족의 핵심은 감정이 아닌 몰입이어야

애락(喜怒哀樂)이 겹치는 감정들을 삶의 과정에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감정적인 만족상태보다는

서 의연하게 수용하는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써

추구하는 일에 몰입하여 얻는 만족감을 특별히

회복탄력성을 함양하며 보다 성숙하고 행복한 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셀리그먼은 “즐거운 쾌락

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불교문화적 정신과도

은 소비에 불과하고 쾌락이 우울증을 불러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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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의미

한 자기관리 노력이 곧 건강한 정서상태를 유지

있고 가치로운 일에 몰입하는 것은 일종의‘투자’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습관화되면 곧 행복한

라고 간주하고 만족감을 높이려면 자신의 강점을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파악하고 그에 몰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혜롭게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일은 행복을

명상과 감정 다스리기 :

행복이 순간적이고 단편

가져다 준다”라는 헥트(2012)의 주장은 우리가

적인 육체적 쾌락과 다르다는 점을 분별할 수 있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성격의 고통과 번

고 만족과 탐욕 사이를 조정하여 적절하게 쾌락

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 탈출, 해소를 위한 자신

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즉 ‘끝없는 탐욕을 다스

만의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행

릴 줄 아는 지혜’가 행복의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복의 기본 조건인 ‘건강과 안녕’상태가 균형을 잃

달라이 라마(달라이 라마 & 커틀러, 2011)는 지

거나 파괴되면 평상시 누리던 정상적인 상태로

속적인 수행을 통하여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회복(복구)하려는

불안이나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스트레스 등이 야기되는 데 이를 스스로 해결하

훈련부터 필요하다고 권하는 데, 우선적으로 명상

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모든

(瞑想)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분별력을

일반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얻고 지혜를 깨닫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것이다. 평상시 정상적인 생리 상태인 ‘호모스태

또한 자비심(慈悲心)을 길러 타인을 인내와 관대

시스’(homeostasis; 생리적이며 정신적 차원의 항

의 정신으로 대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할 필요

상성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웰빙을 위

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마

한 기본전제조건이지만,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다

음을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명상을 통하여 사

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안정상태가 무너져 비정상

랑, 자비, 정의, 용서 등의 내면적 가치를 학습해

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

나가 지혜를 깨닫기를 권면하고 있다. 그리고 미

고 대응해야 하는 데. 이 경우에는 이성적(인지

래 사회에서는 사랑, 자비, 정의, 용서 등의 내면

적) 접근과 감성적(감정적) 접근을 결합한 자신

적 가치인 도덕성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이 학교교

만의 지혜를 발휘하여 해결하는 접근방안이 요구

육에서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기

된다.

할 만하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달라이 라마 &

감정

다스리기를

생리적 반작용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알렌

커틀러, 2012)는 세상의 변화는 한 사람의 마음

(2004)은 자신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비롯하여 나

과 가슴에서 시작한다는 전제 하에서 “갈수록 문

쁜 결과를 초래하는‘마음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제가 많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긍정

원인을 버리거나 해소하는 방법과 더불어 편견이

적인 감정인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과 함께 신

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곧은 마음’으로 올바르

뢰, 신념, 자신감’을 강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게 생각하고 좋은 일을 실행하려고 노력할 것을

하고 있다. 특히, 삶의 변화와 역경의 극복을 위

권면하고 있다. 그리고 알렌은,“노력없이 마음을

해서 회복력의 함양이 절실하며 회복력을 높이기

바꾸지는 못합니다.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높

위해서는 문제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아야하고

은 레벨로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참을성 있게 또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참된 지식과

강조하고 있다.

지혜는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마음 다스
리는 실질적인 조언을 해 주고 있다. 이와 유사하

다. 인간관계 관리하기

게 카네기(2011)는 걱정(고민)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과 더불어‘걱정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방법’,

소통과 사회화 :

‘고민이 습관화되기 전에 물리치는 방법’등을 제

태로 어머니와 교류하기 시작하고 출생 후에도

시하면서 ‘걱정이나 고민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

어머니를 통하여 세상과 소통함으로써 사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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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태어나기 전 태아의 상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배 호 순

시작된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은 인간들

한

맥락에서

행복과학자인

데이비드

헤밀턴

로 구성된 사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성

(2012)은 “질병illness이라는 단어에서 ‘i'는 고립

장하고 사회화함으로써 소속한 사회의 언어를 습

isolation을 의미하고, 건강wellness이라는 단어에

득하고 그 사회의 문화를 학습하며 사회구성원이

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우리we'다”라고 언급하며

되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인간관계 안에서만 행복이 파생된다는 점을 강조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며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

하고 있다.

기다운 성격을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은 성장과정
에서 가족을 비롯하여 친지와 이웃 사람들을 만

만남과 사랑하기 :

마틴 젤(펠만, 2012)도 역시

나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를

그의 “행복의 형식에 대한 서론”에서 행복은 바로

맺게 되는데, 관계를 맺는 상대방과 감정을 나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립한다는 원칙을 주장

고 의사를 소통하며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고

하며, 구성원들이 설정한 규칙에 따라 열린 마음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으로 좋은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면 성공적인 삶,

나가는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유년기에

즉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행복은 사이에서 온다’

못하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정체성 위

라고 주장하는 헤이트 (2010)에 의하면, 행복은

기’를 경험하게 되는 동시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

자신의 내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며, 내부적인

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정서발달에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의 결합에서만 오는 것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

아니다. 다만 이들 사이(between)에서 나온다는

(1950; 2014)의 주장은 지금도 널리 적용되고

것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핵심은 부

있다.

귀영화가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그러기에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가정은 행복이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와 좋은 사람들과 우정을

시작되는 곳’(카네기, 알렌, 템플턴 등)이라고 말

나눌 수 있는 겸허하고 진실한 사람됨이라고 주

하기도 하고,‘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장하며 “우정과 선한 삶이 행복의 핵심”이라는 점

고도 말한다(키르케고르). 또한 달라이 라마(달라

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단테는 “우리의 삶은

이 라마 & 커틀러, 2011)는 “타인들도 나와 똑같

벗 없이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천명하

이 고통을 받고 있고 행복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

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호가드(2006)는 “친구가

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다”라

있어 행복하다”라는 캐치플레어를 내세우며 우정

고 지적하며, 만나서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고 공

은 행복에 이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주장하

감함으로써 행복이 시작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며, 타인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있다. 그는 “나 혼자서는 따로 행복해 질 수 없다.

그 보상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친구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간의 우정 못지않게 가정을 중심으로 부부간의

때문이다”라고 설파하며 개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소통과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 소통하고 만나는 것이 인간사회의 본질임을
말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관계와 행복 :

레스와 하터(2010)는 “행복한 사

매슬로우(1970)의 ‘욕구의 위계’상에서‘안전의 욕

람들은 서로 탄탄하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구’와 ‘소속과 사랑의 욕구’는 인간 발달의 순리를

전제하에서 인간관계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사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

적 행복social wellbeing’이라는 개념으로서‘관계

는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자신이 소속하고 있

의 힘’을 강조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공존하며 소

는 가정을 포함한 사회인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통하고 만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자신에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

필요한 ‘관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 그를 통

간의 발달 과정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

하여 감정을 표현하고 상호 인정받으며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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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기도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배우자를 찾기

활의 첩경이라고 판단된다.

도 한다. 보다 돈독한 관계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자아상을 정립해 가면 비전을 추구하며 자신의

동양문화권에서의 인간관계 :

이와는 다른 관점

일과 삶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

에서 인간관계(연대감, 유대의식)를 특별히 중시

아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극과 보상이나 도움을

하는 문화는 중국을 비롯한 유교문화권에서 오랜

받을 수 있게 되어, 결국 긴밀한 소통과 만남을

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고 현재

통하여 행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에도 사회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

또한 해밀턴(2012)은 “돈독한 인간관계 유지

다. 특히‘꽌시’(關係; 관계)를 강조하는 중국사회

가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가설을 내세우며, 개인

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복관에 의하면,

들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친구와 같이

행복은 ‘개인적인 것 그 이상이다’라는 말로 대변

정신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맺는 상대가 많고, 사

하고 있듯이,‘행복은 혼자만 노력해서 잘 사는 문

람들에 대하여 연민을 갖고 친절을 베풀면 사람

제가 아니다,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

들과 친밀한 교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 한다, 행복은 환희와 흥분뿐만 아니라 편안하

그리고 해밀턴(2012)은 행복 관련 연구결과들을

고 고요한 느낌을 불러오기도 한다’. 또한 자신과

종합하여 행복물질인 옥시토신을 얻기 위해서는

더불어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다른 사람과 행복

“상대를 염려하고 돌보며 친절을 베푸는 마음, 즉

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서로 공감하며 교류하는 행동이 그 핵심이 된다

다른 사람을 압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고 하며,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행복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보

이와 더불어 “행복(감)은 사람들을 통하여 사회

만스, 2012). 또한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관계

안에서 전염된다”고 주장하는 크리스테키스 & 파

를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어 학연, 지연,

울러(2010)에 의하면, “개인은 사회 구성원으로

혈연 등 가급적 가능한 관계를 총동원하여 다양

서 소속하는 사회(단체) 안에서 긍정적인 인간관

한 인맥을 이용한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

계를 가지고 공동체생활을 하게 되면 행복을 누

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리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개인의 행복감은

미래사회에서는 결국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들

다른 개인들에게 나아가 소속 기관(단체) 내에

이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기술과 정보망을 활용하

‘나비효과’처럼 전염되기 마련이라서 사회생활 과

며 생존하는 데 급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

정에서의 개인들의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

교문화권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중시하며 끈끈

갖기, 즉 원초적인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한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문화와 행복관이

다. 구체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널리 보급된, 목표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과도한 개

달성을 위하여‘관계지향적 인간형’을 요구하는 기

인주의로 인한 인간들의 고독함이나 외로움으로

업문화에서는, 개인이 조직인의 하나로서 만나는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직장풍토가 조성되

는 끈끈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어 있어, 더욱 더 일과 인간관계 간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유교문화가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

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직장에서의 스

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미래학자들, 특히 제임스

트레스 유발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대인관계와

데이토, 다니엘 벨, 엘빈 토플러 등에 의해서 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조사결

기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는 한국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세계적인

그리고 달라이 라마(달라이 라마 & 커틀러,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마디로 “행복이나 불

2012)는 타인과의 연결과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며

행 모두 인간관계 안에서 유발된다”는 명언에 경

인간친화력의 중요성을 불교논리에 입각하여 설

청하고 행복감이 전염될 수 있는 일터를 창출하

명하고 있는데, 타인들과 공감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곧 행복한 직장생

생각, 지각, 판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444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배 호 순

고 있다. 즉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신의 고

개인의 생활권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타인에 대

통(문제, 고정관념)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하여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신과

며, “자아와 타인의 겹치기(만남)가 마음 속에서

공동체를 위한 책무라고 주장하는 레스 & 하터

자신과 타인의 통합을 유발하여 타인과의 경계가

(2010)는 공동체적 행복(community wellbeing)

부분적으로 사라지고 하나가 됨을 경험하여 정신

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최근에 개인이 공동체

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안에서 안락하게 살기 위하여 서로 사랑을 베푸

주장은

Intelligence

는 것은 하나의 책무라는 의식이 점차 강해지고

Quotient)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어 심리학, 사회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베풂의

학, 교육학 등에서 활용되고 있고 일반인들의 의

힘’을 강조하는 잭슨(2007)은“당신은 베풂을 통

사소통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하워드 가드너의 다

해서 얻을 수 있어요. 상대에게 기쁨을 주면 바로

중지능이론에 영향을 받은 다니엘 골만(1995)이

되돌려 받아요.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얻는 것입니

주장하는 정서지능 개념은 주요 내용요소인, 자아

다. 이는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당신이

성찰력, 자기 통제력, 자기 동기부여, 인간친화력

뿌린 씨앗은 천배 만배 되돌아오는 거예요”라고

(공감능력), 사회적 기술(인간관계기술) 등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을 행복하게 할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타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라는 플라톤(그리

능력인 인간친화력과 사회적 기술력이 발달할수

스 철학자)의 선언적 주장이나 “내가 행복해지는

록 대인관계가 좋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경우

가장 좋은 길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가 많다는 주장은 일반인들이 널리 공감하고 있

격언은 공히 개인의 사회화를 위해서 공감의식이

는 실정이다.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정서지능(EQ;

Emotional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다.
라. 배려와 나눔

이에 알렌(2004)은 정신적인 균형감각을 유지
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통하여 원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랑 :

한 개인이 자신

만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사랑이 있

이 원하는 특정 집단이나 기관에 새로운 구성원

으면 모든 사상은 화합할 수 있다. 사랑은 사람들

으로 진출하여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에

을 이어주는 힘이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있는 사람

대하여 예의바른 태도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며

들은 모든 사람들과 다정하게 화합할 수 있을 것

상대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결국 자신도 그렇

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호가드

게 받을 수 있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

(2006)는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은 사랑’이

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밀턴(2012)

고, 사랑은‘나와 공동체, 세상을 이어주는 행복한

은 “행복해지고 싶으면 친절해져라”라는 표어를

관계의 씨앗’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랑이 곧 행

내세우며, 타인들에 대하여 친절한 태도를 갖는

복’이라고 주장하는 뵈세마이어(2011)는 삶을 긍

것이 자신의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하는 태도가 핵심이 되어 감사하는 마음을 갖

기본적 배려심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처럼 모든

는 일이 중요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놓는 일, 사

구성원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습관화되

랑할 가치가 있는 일을 찾는 것, 삶의 가치는 외

어 행동으로 표현됨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감정적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

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다양한

을 깨닫는 것, 삶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을

인간관계가 파생되어 서로 신뢰하며 자신의 업무

보장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뵈세마이어는 사

수행에 몰두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세상과 나

랑을 삶의 중심으로 만드는 일, 즉, “상대방을 있

자신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일종의 행복

는 그대로 인정하고 놓아두는 것, 가능한 한 상대

감(근무만족감, 공동체 소속감 등)을 경험하게 된

방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천천히 신중하게 다

다는 것이다.

가가 상대방의 내면과 친숙해지는 것, 상대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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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등이

평생 의료봉사 경험에 근거하여,“친절은 많은 것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조지 베

을 이룰 수 있다. 태양이 얼음을 녹이듯 오해와

일런트(2010, 2011)는 ‘안정된 결혼생활’을 중요

불신과 적대감을 날려버린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 행복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가정에서의 부부

또한 달라이 라마는, “자비와 연민은 종교만의 전

간의 사랑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물이 아니다. 여유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

는 점을 행복한 인생을 보낸 부부들을 장기간 추

도 아니다.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서 없어서

적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나 직장

는 안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마음이다”라며

등에서 사람들과 만나 배려하고 나눌 수 있으며

자비와 연민을 베푸는 일은 결국 자신을 위하여

자아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사랑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한다(2011). 그리고 템플턴

그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6)은 그의 ‘감사의 법칙’에서, “감사하는 마
음은 영적인 성장으로 향한 문을 열어 준다, 감사

사랑으로서 감사하기와 용서하기 :

베풀고 나누

하는 마음은 주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는 행동패턴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력에 관해서

끌어 정신적인 성장에 이르게 한다, 불평이 아니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주장을 펴고 있는 해

라 감사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당신에게 끌

밀턴(2012)에 의하면,“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들인다. 감사하는 태도는 축복을 만든다, 감사

나 친절과 연민의 덕목도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등의

되기 때문에 유전자에 입력된 것이며, 결국은 우

감사의 법칙을 준수함으로써 행복을 보장받을 수

리 자신을 위한다는 면에서 보면 이기적인 유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에서 이타적인 씨앗이 싹텄다고 할 수 있다. 타

다른 한편,‘행복은 용서에서 시작된다’라는 입장

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연민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을 취하며, 마하트마 간디는 “약한 사람은 용서하

은 유전자에 새겨진 DNA의 법칙이다.”라고 언급

지 못한다. 용서는 강한 자의 속성이다,”라고 주장

하며“이를 자연의 섭리로 수용하고 우리 안에 이

한다. 이와 더불어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도 “용서

미 새겨져 있는 것을 꺼내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

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용서할 때 우리는 더 행

하다”는 인식 하에서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이타

복해진다”고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적인 행동을 습관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한 로빈슨(2002)도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선택

유사한 입장에서 찰스 다윈은 “연민하는 마음은

이다”라고 주장하며 용서가 중요한 ‘행복의 기술’

자연선택에 의해 강해지게 된다. 연민하는 마음을

중의 하나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가진 개체가 많은 사회가 더욱 번영하고 더 많은

해밀톤(2012)도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고, 미워

자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사랑을 베푸

하는 감정(분노, 적대감, 증오 등)이 유발하는 스

는 사회가 보다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

트레스, 코르티솔 등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고

사하고 있다.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감사

주장한다. 해밀톤은 “용서는 자신에 대한 배려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나는 내 삶이 죽은

며, 앞으로 힘든 일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의 노고

긍정적인 자세에서 나온다”라고 지적하며, 용서로

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에 100번씩 스스

부터 얻는 것이 적지 않다면서, 건강, 긍정적 태

로에게 일깨운다. 또한 내가 받은 만큼 그리고 지

도, 인내 등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금도 받고 있는 만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리고 잭슨(2007)은 ‘용서의 힘’을‘일곱 개의 행복

야 한다고 매일 하루에 100번씩 스스로에게 일

의 비밀’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용서는 풍요로운

깨운다”라고 감사할 줄 아는 사회생활의 중요성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증

언급하고 있다.

오나 원한을 품고 있는 한 행복해질 수 없다, 명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알버트

(Albert Schweitzer)박사는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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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라 자기 외에는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

현지에서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배 호 순

용서하라”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슬람 학자인

하는 태도의 습관화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은

가잘리(스코시, 2013;“행복의

지금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연금술”)는‘악(惡)

을 덕(德)으로, 고통, 불행을 쾌락과 행복으로 변

그리고 달라이 라마(2012, 2014)는 한결같이

환시키는 마음의 비밀은 용서하기, 깨달음 상태에

불교적 입장에서 소통과 만남에 기반을 둔 타인

도달하는 데 있다고 신비주의 수피즘의 입장에서

에 대한 이해심과 공감하기가 사랑의 출발점이며

용서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에게 베풀기, 친절하기, 선
행하기 등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을

사랑과 도덕성 :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불교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바탕으로 한 도덕성을 갖추는 일이 곧 자신의 존

베푸는 일은 자비심으로부터 나오고 그 자비는

재감을 알리고 타인들로부터 보호받고 인정받기

행복의 원천이라고 지적하며, “자비가 몸과 마음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조직문화에 걸

의 건강을 가져다 준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달라

맞는

도덕지능(MQ;

이 라마(2012)는 자비심의 출발점은 ‘지혜로운

Moral Intelligence Quotient)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이기심’이라는 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고 자비로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근무태도를 갖추기 위하여

마음을 배우고 키우면 궁극적으로는 자신도 행복

교육훈련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

해진다는 것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

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셸 보바(2004)는 건

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자비로운 마음을 배우고

강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지능이 필요

키우면서 이타주의적 행동을 실천하면 결국 자신

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공

이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 지혜’를 체득할 수 있

감능력, 분별력, 자제력, 존중감, 친절, 관용, 공정

다는 점을 특별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유교

함 등이 도덕지능의 주요 구성요인이며, 바람직한

문화에서 인(仁)의 덕목은 사람들에 대한 측은지

사회생활을 통하여 자아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덕

심(惻隱之心)이라는 감정에 기인하고, 예(禮)의

지능을 함양할 수 있는 생활태도를 가지고 자신

덕목은 사양지심(辭讓之心)이라는 감정에 기인한

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역사회의 이웃들에 대하여

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돌보는 것을 권장하기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배려와 친절,

위한 사회적 도덕율이라고 볼 수 있다(김용남,

존중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 자체가 자

2013). 이와 같이 바람직한 인간적 도리서 덕

신의 웰빙을 보장해 준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德)을 베풀어 스스로 보상받는 복(福)을 추구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 선행을

수준의

정서지능과

함께

한편 산업화와 현대화 물결에 파묻혀 외롭고

베풀고 나누는 행동이 습관화될 것을 요구하는

고독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도시인들에게 사

유교적 논리는 현재에나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랑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에릭 프롬(1956,

공동체적 행복을 실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침

2000)은 ‘사랑이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는 입장에

을 제공해 주고 있다.

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
해 주고 이해하는 것(易地思之)이 사랑의 출발점
이며 종착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롬은 그의

III. 결론 : 지혜로운 자기 관리와 행복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받기보다 주는 것
이 본질이라는 기본 전제를‘황금률’(Golden Rule)

1. 자기 관리의 최적화

에 입각하여 설정하고, ‘사랑은 능력이 아니라 하
나의 기술이다, 고로 지속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우선적으로“당신을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있다’고 주장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수준 높은 사

수 있는 이는 오직 당신뿐이다”라는 마틴 오피츠

랑을 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며 사랑

의 발언이나 “행복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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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로맹 롤랑의 명언에 귀를

면의 수련이 절실한 바, 자아에 대한 인식, 충동

기울여 보는 동시에,“항로를 수시로 점검하라! 바

조절, 마음을 동요시키는 감정이나 왜곡된 심상을

람에 돛을 내맡기지 말라! 배를 이끄는 이가 당신

다스리는 일에 자신을 수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듯 인생항로를 인도하는 이도 당신이다!”라는

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한스 바아스의 시에 대해서도 음미해 볼 필요가

들 간의 통합적이며 역동적인 관계를 중시하며‘최

있다.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는 결국 우리들

선을 다하는 자기관리 접근’만이 진정한 행복의

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자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보다 거

신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제시해

시적이며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복을 논할

주는 동시에,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행복 여

필요가 있다. 이에 “평온한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

부나 정도도 결국 자기를 다스리는 방식에 의해

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마음의 통제력 소유자)

서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이에 행복

이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편안하게 조화시킬

은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지혜로운 판단

줄 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알렌(2003)이나 “자

및 결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행복

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번뇌로부터 자유

에로의 지름길이며, 지혜로운 판단에 입각한 자기

를 얻는 일이 곧 행복이다”라는 달라이 라마

관리가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2014)의 주장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가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행복의 핵심요인을 모두

미셸 드 몽테뉴(프랑스 사상가, 문필가)는 “각

만족스럽게 구비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성격, 감성,

주장하는 완벽주의적 논리, 즉 행복의 구성요인을

신체적 조건, 장단점, 열망과 꿈 등에 따라 자신

만족스럽게 구비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행복을

에게 맞는 적절한 행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

누릴 수 있다는‘이상이나 환상’에 빠져 완벽한 자

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

기관리를 꿈꾸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적, 물질적 세계 속에 우리를 투사함으로써 행복

각자가 살아 온 경험과 당면하는 현실을 중시하

을 추구하는데, 행복이란 우리 안에서만, 대부분

며 수용해야 한다. 완벽을 추구하는 자체가 긴장

돈이라고는 한 푼도 들지 않는 생활 속 소박한

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쾌락에서 나오는 깊은 만족감 속에서만 찾을 수

높아진다는 점뿐만 아니라 매사를 잘해야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

실패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늘 불

서는 우선적으로‘자기 자신을 아는 것, 타고난 본

안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완벽주의자가 실패

성을 파악한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

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

리 자신의 감각, 경험, 관찰에서 시작해서 느끼고

지 않고 모험을 멈춰 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생각하는 법을 새롭게 배울 것을 권유하고 있다.

경고하는 탈벤-사하르(2009)는 자신을 솔직하게

이와 함께 스피노자(르누아르, 2014)는 “행복이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자신을 사랑

란 삶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지금 여

하는 마음가짐으로 완벽을 넘어 최적주의자가 되

기에서 우리가 영위하는 삶, 우리에게 만족감을

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권

주는 삶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삶 모두를 사

장하고 있다.

랑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스피노자는“행복하다는

한편, 실패를 두려워하며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

것은 주어진 기쁨의 순간을 온전히, 미련없이 향

려는 마음가짐에 관해서 오래 전부터 전해지고

유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슬픔을 온전히, 억지

있는 명언이나 지혜의 말씀을 참고하자면, “인간

로 참지 않고 당당하게 가로지르는 것이다. 기쁨

의 삶이 영원하지 못한 것, 인간은 눈앞의 욕구를

은 우리 안에 미리 깃들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

해소하고 만족시키는데 집착하는 존재이기에 궁

이 솟아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극적인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

“가로막는 우리 안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내

을 전제로 삼아 볼테르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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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이지 행복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라고 단

우리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신의 목적과 비전

정하고 있다. 또한 괴테는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을 추구하면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에는 고통도 있으리라! 행복도 있으리라! 어떠한

삶을 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부단히 생각하고 판

경우에도 인생에 완전한 만족이란 없다. 자기가

단하는 일에 습관화되어 있어야 자기 자신을 다

인정한 것을 힘차게 찾아 헤매는 하루하루가 인

스린다거나 관리해 나간다고 말할 수 있다.“결국

생인 것이다”라며 인생을 살면서 최선의 자세로

행복은 일상의 통제력에서 온다”고 주장하는 레스

행복을 추구할 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만

와 하터(2010)는 긍정적 디폴트를 설정하고 실천

큼 만족스럽게 행복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예

하는 일상생활을 추구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

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로 삶을 습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

이에 대하여, 그리스 사상가 헤라클레이토스는

조하며, 장기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바에 적합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만은

도록,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필요한 활동에

아니다. 질병이 있음으로써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며 살 수 있도록 선택하고

는 법이며, 악을 보면서 선의 가치를 깨닫고, 배

집중할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습관을

고픔을 겪음으로써 포만감의 행복을 알게 되고,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

고된 노동의 와중에 휴식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

어 J. 엘리네크는“습관은 최고의 하인이자 최악의

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불행없이는 행복도

주인이다”라는 명제를 내세우며, 바람직한 방향으

없다”라는 어느 로마인의 지혜로운 언급과도 일치

로 욕구 표현, 욕망 추구 등의 습관화가 필요하다

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불교의 경우에는 ‘인생은 고통과 번

바람직한 습관이 가져 올 이점과 바람직하지

민의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못한 습관이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들은

자신의 고통과 번민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형식에도 영향

로 기도하고 명상하며 사랑을 베풀고 지혜를 학

을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념하고 자신의

습해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신의 고통과 번

자아실현에 적합한 삶의 방식을 생활화할 수 있

민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없이는

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결국 내 삶은 내

행복을 얻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삶의 과정에

마음의 창조물이다”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

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라 순간순간마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

자기 자신을 다스려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

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

게 되는 것이 우리들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

게 다스리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습관화하려고

러한 맥락에서 호머(오디세이)는 “행복은 소신있

노력해야 한다. 말하자면 지혜로운 자기관리는 곧

는 생각과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함으로써 맛볼

행복지혜의 습득을 위한 기본이라는 관점에서 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소

면, 지혜로운 자기관리를 위해서 긍정적 태도나

신있게 지켜간다 해도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에 직면하는 지혜도

않는다. 하지만 이러 자세는 슬픔과 불행으로부터

필요한 동시에, 자신의 정서 지능 수준에서 최적

자신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

의 정서상태를 상정하고 긍정 정서를 함양하는

다. 무언가를 이루려면 자신을 존중하고 귀하게

일을 중시하며, 특히 웰빙을 추구하는 정서상태를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불행을 예방

적극 추구하고 생활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되는 적절한 삶
의 태도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에 ‘누구나 노력하고 준비하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데, 그

2. 자기 관리의 습관화와 생활화

중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능력을
실제 체험을 통하여 키워 나가는 일이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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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3 지혜로운 자기 관리를 통한 행복 추구

로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행복 결정 요인과 삶의

언, 지침, 교훈 등과 격언, 속담, 경구 등을 참고

관련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는

하며 자기 나름의 삶의 지혜를 습득하도록 노력

데, 행복에 관련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혜의 지배를 받아야

여건에 적용시키겠다는 용기, 의지력, 추진력, 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

내력 등을 길러나가야 한다. 끈기있고 지속적인

에 따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면 그를 생

삶의 지혜를 동원하여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관

활화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

리해 나가는 경험을 쌓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매

을 기반으로,‘새로운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우 당연한 일이며,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성격은 결국 자

는 경험이 쌓이고 생활화되면 마침내 행복을 창

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행복지혜를 깨닫게 된다

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행복과 상관이 높은 조
건들을 자신의 생활에 접목시켜 행동으로 실천하

3. 지혜로운 자기 관리와 행복

고 그를 습관화하고 생활화하게 되면 행복한 생
활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성립한다. 행

몽테뉴는 그의“수상록”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

복감은 주관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자

해서는 즐겁고 소박하며 천성에 합당한 지혜의

신이 생각하기에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면 어떤

길을 연마할 것을 주장하며, “삶보다 더 소중한

결과를 기대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자신 나름

것은 없으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삶을 사랑하고

의 확신을 가지고 그를 스스로 검증하려고 노력

이를 적절하고 유연하게 자신의 고유한 천성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만의 가설검증이라고 할

따라 향유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르누아르,

수 있으며, 만일에 자신의 가설적 주장을 지지하

2014). 우리의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를 자신만의 고유한 행복

는 삶 아닌 다른 어떤 것(죽음)도 생각할 여지가

관으로 정립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그를

없기에, 자신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는 지혜,

습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반면에

자신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

만일 자신의 가설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

는 독창적이며 심오한 접근논리에 입각한 자신만

에는 자신의 가설을 수정하여 보다 적절한 새로

의 행복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운 가설을 정립하고 그에 입각하여 새롭게 접근

또한 로빈슨(2000)은, “선택은 자신에 달려있

하는 문제해결논리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역경이 오면 인간답게 행동하라, 폭발하려는

이처럼 자신만의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감정을 다스려라, 생각은 육체를 지배한다” 등을

에 이루어진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시도했던

포함한 행복의 기술로서 ‘자기 관리를 위한 지혜’

다양한 노력들을 참고할 만하고 그 중에서 비교

를 습득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지혜는 배우

적 자신의 입장에서 보아 적절하고 실천 가능한

려는 자의 것이다. 행복한 마음은 근육과 같아서

내용, 즉 행복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장하던 자기

자주 사용할수록 더욱 강해진다. 일만 아는 존재

관리에 관한 다양한 시도들 중에서 선택하여 실

가 되지 말라, 마음을 다스려라”라고 주장하며 행

천하면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의

복 추구를 위한 자신만의 지혜를 습득할 것을 권

도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면하면서, 누구나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면 성장

서는 우선적으로 과거 4천여년 동안 인류가 자기

하여 온전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고 관리해 나가는 능력을 체득할 수 있게 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서 인류가 얻

그 보상으로 남과 다른 자신만의 행복을 누릴 수

은 자기 다스리기를 위한 지혜, 즉 지혜로운 자기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스리기에 관한 성현들의 가르침, 말하자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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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 상태에 도달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에

자율능력을 획득한 자, 자신 안에서 자신의 행복

적절한 사례를 들자면, 보다 진지하게 지혜를 적

과 평화를 발견하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용하는 경우로서,“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고 지적하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삶의 지혜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

를 깨닫고 자신을 다스려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하

기와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러셀(2010)도“자신

기도하는 라인홀트 니부어 박사(뉴욕 유니온 신

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만

학교)는 분별력으로서 지혜를 말하고 있다(헤이

행복의 주인공 역할을 해 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

트, 2010). 이와 함께, 소포클레스는 “행복의 첫

고 있다. 또한 헥트(2012)는 “지혜에서 오는 행

째 조건은 분별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분별력으로

복”을 특히 강조하면서 그를 위해 “너 자신을 알

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유교

아라, 욕망을 다스려라, 원하는 것을 하라, 죽음을

문화권에서 중요시하는 ‘인의예지(仁義禮智)’ 중

기억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자신을

에서‘지(智)’는 곧 시비지심(是非之心)의 의미를

제어하는 것은 행복으로 향하는 문이다. 지혜는

지닌다고 밝히고 있어, 기본적으로‘지혜는 곧 옳

자아의식을 제어해 준다”라는 알렌(2004)의 주장

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의미하는 것으

과 “행복은 마법 같은 요행이 아니다. 행복은 삶

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의 이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궁극적이고 이상

그리고 진정한 자기관리능력을 제대로 습득하

적인 결실이다”라는 헬렌 켈러(2012)의 주장도

지 못하거나 그를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한 상태

모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에서 무조건 남들처럼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점에 역점을 두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릴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반성할 필요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있는데, 이는 인간은 부단히 행복을 추구하는 속

“우리의 지혜는 우리가 마침내 세상을 바라보게

성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된 관점이다”라는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은 부단히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진보해 나

언급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체득하는 요령

가는 것”(아리스토텔레스)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삶의 운용술)이 곧 지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삼아, 삶의 지혜를 습득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

학습해야하는 여정에 나 자신도 예외 없이 동참

해 온 상식 차원에서 보면, 지혜는 특정 사물들

해야 할 숙명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점도 불가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를 활용하여 예견할 수

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있으며, 지식의 활용이나 체험을 통하여 당면한

인생을 목적으로 삼아 조화롭고 지혜롭게 자기

문제의 해결 방법이나 요령을 체득하고, 사물에

자신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나감

대한 분별력이나 통찰력(또는 직관력)을 갖게 되

으로써 자신의 행복관 자체를 부단히 향상시키는

며, 그를 기반으로 삶에 대한 관점이나 세계관의

동시에 삶의 지혜로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키워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높은 수준의 판단력(안목)

가며 행복지혜를 터득하고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로마시대 철학자 키

아끼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을 원하는 우리 인간

케로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주

의 기본 책무라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장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지식은 세상 이치에 대
한 학습된 정보이고, 지혜는 통찰력, 너그러움, 분
별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삶의 과정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합하게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및 선택)을 내릴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자신
을 보다 지혜롭게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한 방향
으로 앞에서 언급한 보다 복합적인 의미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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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및 연구 실적 >
Ÿ 가해자 집단의 인성특징에 따른 괴롭힘 역할 성향 및 인성교육의 효과성 차이. 윤리
교육연구
Ÿ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에 따른 인성특징과 또래 괴롭힘 친화성의 영향변인 연구.
초등도덕교육연구
Ÿ 인성교육의 연구 동향과 과제. 윤리교육연구
Ÿ 도덕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과 도덕과 핵심 역량 개발. 윤리교육연구
Ÿ 도덕적 정체성에 근거한 인격교육연구. 윤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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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아동들이 신체적 변화와 함께 좀

와의 갈등 해결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때로 깊

더 추상적 형태로 사고가 가능해지며 심리적

은 상처를 받거나 친구관계를 그만두거나 고

으로 변화한다. 과거 가족이 제공해주던 심리

립될 수 있다. 이러한 친구관계의 붕괴와 새로

적 지지를 또래에게 받기 위해 친구관계로 관

운 시작은 성인에게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심을 돌린다. 생애 다른 어떤 시기보다 친구관

과정으로 비춰지지만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고

계에 관심을 쏟으며 또래의 상호작용이 중요

통은 매우 커서 우울증이나 불안, 관계 장애,

하게 생각한다.112)

이러한 심리적 특징 때문

정체성 발달이나 학교 적응에 위협이 된다. 친

에 친구관계에 따라 학교생활의 적응은 물론

구관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하기 위한

삶 전반의 만족도가 좌우된다. 친구관계를 통

사회성 기술 훈련이나 대인관계 프로그램들은

해 협동과 화해, 공격적 행동 및 친사회적 행

인기도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동 등을 경험하며 사회 인지적 능력은 물론

바탕으로 친구관계 중재 전략들을 제시하고

의사소통능력이 발달한다. 만일 친구로부터 거

있다.

부되거나 친구가 없이 고립된다면 학생은 외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

로움을 느끼고 심각한 우울증을 겪거나 자살

는 학생들의 우울이나 낮은 자존감을 개선하

에 이르기도 한다. 친구관계의 문제는 청소년

기 위해 긍정심리학의 중재를 활용하는 방안

기의 정신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을 모색하고자 한다. 긍정심리학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인기의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강점의 활용을 통해

우울증, 불안 , 외로움, 자존감과 같은 정신 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의 긍정적 특

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113)

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행복

청소년기의 친구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의 개념 정립 및 실천적 중재를 제안하고 있

교사와 학부모의 지원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

다. 인간의 긍정 정서와 특질에 대한 연구들이

구하고 학교는 학생의 학업에 관심을 집중하

모두 긍정 심리학의 우산 아래 이루어지고 있

여 그간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많은 힘을

다. 지난 10년 동안 긍정심리학은 인성, 회복

쏟지 못했다. 청소년들은 단짝 친구이외에도 3

탄력성, 낙관주의적 사고방식, 삶의 의미 및

명 이상의 무리를 이뤄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긍정감정과 같은 분야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때문에 우정을 나누는 친구관계로 진입하고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

이들 간의 있을법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며

도록 돕는 다양한 중재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과업이 있게 된다. 친구

다.114) 긍정심리학의 중재법은 긍정적 특질을
개발하여 심리적 질병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

112) 윤혜경․이지연, 「중학생이 지각하는 또래 관계 역량
의 개념과 수준」, 『한국심리학회: 학교』, 2010, 7(1),
pp. 2-3.
113) Mitch Prinstein, Popular: The Power of
Likability in a Status-Obsessed World, Neyork;
Penguin, 2015

고 일반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코칭 분야
114) 긍정심리학의 가장 훌륭한 개요로 셀리그만의 TED
강의 참고하시오
.https://www.ted.com/talks/martin_seligman_on_th
e_state_of_psychology#t-140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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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115)

제를 해결하고 중학교 시기와 마찬가지로 중기인

청소년 시기에 긍정 심리학의 여러 활동에 참

고등학생시기에도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을 때 또

여하는 일은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성

래 친구관계에 만족한다.

인시기의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와 수용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친구관계에서 중

미쳤다. 친구관계의 시작과 갈등, 붕괴의 전

요해 진다.116)

친밀감과 정서적 지지

과정에서 부족한 사회적 기술을 보완하는 중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학교생활을 잘 적응

재전략 이외에도 청소년의 삶의 행복을 증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된 긍정심리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시켜주고 학교에서 경험할

학적 중재 방안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한

여러 심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청

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연

소년기에는 또래 친구들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

구하는 인기도의 연구결과와 거부되고 고립된

는 동안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해결의 기술을 배

청소년의 위기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객

우고, 협동과 상호 존중, 대인감각을 발달시킨다.

관적 웰빙(well-being)으로서의 행복한 삶의

친구관계가 원만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다차원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행복 수준을 높

보다 문제행동도 적고

이고 행복한 삶의 기술을 함양하여 친구관계

다. 따라서 또래 친구관계에 만족할수록 자신이

를 개선하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수용된다고 느끼며 긍정적으로 자신

높은 사회적 적응을 보인

을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반대로 또래로
부터 거부되거나 또래와 갈등이 많다면 부정적인
Ⅱ. 또래 관계의 위기와 긍정심리학적 중재의 필요성

특징을 보이게 된다. 더 많은 갈등과 문제행동을

1. 청소년기의 친구관계의 중요성

하고, 더 낮은 자존감을 지닌다. 말하자면 또래집
단 내에서의 수용과 거부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

청소년 시기는

연령이나 취미나 비슷한 또래

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집단에든 소속
되고자 한다. 사회적 환경이 가정보다 학급이나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에도 지대한 영향
을 미친다.117)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는가를 배우는 것

이

은 중요하다. 어린 아동들은 비교적 쉽게 친구관

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지위에 따라 우월의식

계를 만들지만 청소년시기의 친구 관계는 초등시

이나 열등의식을 갖는다. 또래 친구에게 인정을

기보다 안정적이고 더 친밀하며 서로간의 상호신

받고 호감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들에게

뢰와 충실함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친구가 될 만

중요한 문제이다. 청소년 초기의 중학생들에게는

한 아이들은 이미 상당히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잘 해결할수록 함

관계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친구관

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 어려울 때 위로와

계의 갈등과 붕괴는 성인이 생각하는 정도보다

격려는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를 배려하며 문

심각한 어려운 위기이며 관계 붕괴의 고통을 가

학교로 확대되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즐긴다.

혹하게 느낀다. 청소년들은 붕괴된 관계의 귀인을
115) 일례로 캐나다의 학교 건강 (Pan-Canadian Joint
Consortium for School Health) 에서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위하여 ‘긍정적 정신건강 프로
그램 (Positive Mental Health Toolkit)’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정신건
강의 정의와 함께 학교기반의 정신건강증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JCSH, 2012, pp.5-11). 또한
학교에서 긍정적인 정신건강증진 전략을 실행하기 위
하여 각 학교에서 자체적인 강점과 발전이 필요한 사
항을 진단하고, 정신건강증진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JCSH, 2012, pp.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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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떤 특징과 자질에서 찾을 수 있다. 친구
가 자신보다 다른 친구를 더 좋아하여 자신과 관
계를 끊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림으로써 자존감의 손상은
116) 김정민․이정희, 「또래수용, 우정의 질 및 학업수행
이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4), 2008, pp.1748-1750.
117) 위의 논문, p.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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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반사회적 행동이나 공
격적으로 대응 한다

.118)

리를 결성하면 남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할 가능
성이 높아지고, 말썽을 일으키는 남자아이들이 서

친구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은 청

로 친구가 되면 자신의 혼란과 행동문제와 반사

소년 시기에 결코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회적 행동이 더욱 커지게 된다. 청소년기가 시작

친구를 잃는 것에 대한 생각조차도 질투심과 불

될 때 반사회적인 남자아이들은 반사회적 또래

안정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감정적 불안정

집단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친구관계가

이 거부당하는 아이가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발전되면서 더욱 만족스럽고, 더욱 안정적이고,

관계망을 만들어 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결국에는 더욱 부적응을 유발하는 빗나간 또래

있다. 사회적 관계망에서 단절되어 있을수록 거부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다.121)

당하는 아이들이 또래의 선호나 행동 규범들을
알지 못하게

된다.119)

2. 사회적 선호도, 지각된 인기도와 집단적 맥락

거부당하는 아이들의 부정

적 평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화된다. 거

1) 사회적 선호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부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표현은 ‘미움받는’, ‘남들
이 거부하는’, ‘심술 맞은’, ‘유치한’ 등으로 인기
있는 아이에 대한 평판의 서술어 기술의 일관성
이 30%인 것에 비해

거부당하는 아이에 대한

표현의 일관성은 70% 였다. 거부당한 부정적 평
판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고,120) 아이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아이의
기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래들이
그렇게 예상하거나 탓을 돌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 때문에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적절히 지원해주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거부된 아동이나 소외된 아동들이 따돌림을 당
하며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요주의 인물이 된다. 거부당하는 아이가 누구
와 어울리는지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거부당하는 아이가 반사회적 행동수준이 높은 아
이들은 서로를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 무리를 결
성하면 남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무

청소년의 전 발달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또래집단은 다른 사회적 집단과 마찬가지로
위계를 가지는데, 또래 집단 내에서 아동이 차지
하는 사회적 지위를 또래지위라고 한다. 다시 말
해서 또래지위는 또래집단 내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 사회적 선호나 호감, 또는 배적의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되는 또
래집단 내에서의 위치를 의미한다.

또래는 사회

적 지위의 판단자로 또래 간에 일어나는 모호한
상황에서 성인들이 감지할 수 없는 여러 사회적
인 행동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
다.122) 사회적 지위 측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또래에 의한 긍정적 선택과 부
정적 선택의 정도를 의미하는 인기도(poplarity)
를 측정한다. 인기도는 아동이 또래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하는 것으로서, 한 아동에 대한 또
래 아동들의 선호, 또는 수용 정도를 의미하는 중
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인기도가 사회적 행동의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

118) T. E., Goetz, & C. S. Dweck, “ Learned
helplessness in social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0, 39(2),
pp.246-255.
119) Phil Erwin, 박영신 역 (2001), 『아동기와 청소년
기의 친구관계』, 2001, 시그마프레스, pp.118-133.
120) J. D. Coie, K. A. Dodge, & J. B. Kupersmidt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Cambridge

studies i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7-59). New
York, NY, 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 논란이 있다.

아동의 행동이 인기도에 기여한

121) T. J. Dishion, G. R. Patterson, P. C. Griesler
(1994), Peer Adaptations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Huesmann L.R. (eds)

Aggressive Behavior. The Plenum Series in
Social/Clinical Psychology. Springer, Boston,
MA
122) 심희옥,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및 친사회
성과 또래관계와의 횡종단적 관계」, 『아동학회지』,
26(2), 2005, p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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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 즉 또래에 의해 수용을 받는 인기아의

각이 뛰어나 함께 놀면 즐겁다. 무시아들은 친구

친사회적 행동이 긍정적인 인기도를 야기하는 반

들의 관심밖에 있는 아동으로 수줍음을 잘 타고

면 비인기아의 공격성은 혐오와 거부를 촉진시킨

위축된 성격 때문에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증

다는

것이다.123)

등의 내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다. 거부아들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주로 인
기도를 측정해 왔다.

은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으로 신체적, 언

Moreno의 사회측정법은

어적 공격을 많이 한다. 양면적인 아동들은 공격

놀고 싶은”, “함께 일하고 싶은”, “생일날

적이기도 하고 파괴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자기

초대하고 싶은”과 같은 문장을 두어 아이들 중에

주장이 강하고 지도력이 있기도 해서 이들을 좋

서 지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기아동과 비

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또래도 많아 복

인기 아동 2 집단으로 구분한다. Coie & Dodge

합적인 반응을 유발한다.126)

“함께

의 경우 아동에게 “가장 좋아하는”, “가장 싫어하

인기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간의 인성

는” (또는 가장 덜 좋아하는) 같은 반 또래의 이

에서도 차이가 있다. 인기아와 비인기아를 구분하

름을 보통 3명씩 표시하게

한다.124)

또래 청소년

는 중요한 인성강점(character strength)으로 자

에 의해 얼마나 선호 또는 거부되느냐를 측정하

기 조절과 시민의식을 들 수 있다. 자기 조절 능

는 사회 측정적 인기도에 따라 청소년의 친구관

력이 높은 아동은 대인관계 갈등이 적고, 공감 능

계를 5유형(인기아, 거부아, 양면형, 무시아, 보통

력이 우수하며 시민의식이 높은 아동은 시민의식

아)으로 구분해 왔다. 주로 친구로부터 얼마나 선

이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이끌고, 이에 대한 공감을

호되는지와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박탈된 사람들의 곤궁한 처

라 구분한다. 인기아 집단은 다수의 또래가 좋아

지에 대해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

하고, 거의 싫어하지 않는 아동들로서 높은 사회

는 인기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적 선호를 지닌다. 거부아 집단은 싫어하는 사람

덜 공격적이고 더 많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

이 많고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낮은 사회적

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를 가진다. 논란아 집단은 싫어하기도 하고

연구결과에서는

좋아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 집단이다. 무시아

남녀 모두 사랑과 희망, 감사, 겸손인 것으로 나

집단은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는 지명을 거의 받지

타났으며 비인기 아동과는 강점의 종류의 차이보

못한 아동들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다. 보통아

다 수준차이가 나타났다.127)

인기아동의

대표적

성격강점은

집단은 선호나 비선호 모두 평균적인 지명을 받
은 아동들이 속한다.125)
또래 지위 형성에는 성별, 신체적 성격적 특성

2) 지각된 인기도와 관계적 공격성의 전략적
사용

이나 인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인기아들은 머리가 좋고 사교적이

인기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고 행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비해 덜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높고 여러 다양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유머감

인기 있다고 지각되는 청소년들도 자신의 사회적

123) 강인설․정계숙, 「인기아와 비인기아에 대한 아동의
인식발달」, 『아동학회지』, 30(5), 2009, pp.209-224.
124) 사회성측정법은 아동에게 동성인 학습 또래의 명단
을 제시하고 ‘가장 좋아하는 친구’, ‘교실에서 같이
앉고 싶은 친구’,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를 각
각 3명씩 지명하게 하고, ‘함께 하기 싫은 친구’도 각
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한다.
125) 정성철, 홍상황, 김종미,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교우관계문제」『초등상담연구』,
10(2),
2011,
pp.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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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적 공격성이나 때때로
신체적 공격성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관계적 공
126) 정옥분, 한성열, 이숙자, 이천희, 정순화, 김경은,
엄세진,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능력, 정서
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 『인간발달 연구』, 2008,
15(2), pp.17-52
127) 인보영, 김인옥, 「긍정심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에 관한 메타분석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2015,
17(1), pp.81-95.

서울대학교 인성교육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손 경 원

격성이란 중학생들에게 특정 친구와 놀지 말라고

이러한 지각된 인기도에 대한 연구는 또래간의

하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

관계 속에서 특정 아이가 고립되고 외롭게 되는

지 않으면 중요한 사회적 모임에 초대하지 않겠

데에는 개인의 사회적 기술이나 역량 부족만큼이

다고 압력을 행사하고, 다른 또래에게 특정 학생

나 학급의 분위기가 작용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을 거부하도록 그 학생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

인기 있는 청소년이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하는 학

리거나 의도적으로 우정을 철회하는 행동 등 사

급일수록 공격행동에 대해 허용적인 경향이 있다.

회적 관계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행태를 포함한다.

지위가 낮은 학생들은 공격행동을 비난하지 않고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 집단 간의 경계를 확립하

모방하거나 묵인한다. 특히 소수의 학생들이 인기

고 유지된다. 관계적 공격성을 행사하는 청소년의

와 선호를 독점하는 학급에서는 특정 소수의 학

지각된 인기도가 높을수록 집단 구성원들의 동조

생들이 고립아나 거부아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

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

하고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인기가

고 있는 따돌림의 문제는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위계 구조의 학급에서는

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공격적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이 더 많이 존재

해서

하고 피해자가 될법한 학생들은 누구에게도 도움

관계적

공격성은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

다.128)

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학급 맥락에

공격성이 일반적으로 또래로부터 거부와 혐오

서는 공격성은 사회적 지위 유지 및 상승을 매력

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기에는 신

적이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공격성을 허용하는 학

체적 공격과 같은 외현적 공격성은 남녀 모두에

급 분위기로 변해가고 괴롭힘이 지속되는 상호작

게 그들의 사회적 선호도로서의 인기를 낮춘다.

용이 반복된다. 따라서 친구관계의 문제로 또래

관계적 공격성 역시 사회적 선호도를 떨어뜨린다.

괴롭힘 발생한 후 사회 중재로서 공격적 행동을

반면 친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하는 학생과 공격을 당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친사회적 행동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학급 분위기가 공격성을

을 하며 사회적으로 유능하지만 공격적인 아동들

허용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

이 또래로부터 사회적 선호를 많이 받지 않지만

다.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학생으로 지각된다. 지각
된 인기도와 공격적 행동간의 인과적 관계를 알

3. 결핍모델의 한계와 긍정적 심리학적 중재의 필
요성

아보기 위한 종단 연구들은 지각된 인기도가 공
격적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10-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illessen &
Mayeux의 연구에서 지각된 인기도는 남녀 청소
년 모두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증가를 예측했다.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집단 내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괴롭힘에 참여하였
다. 청소년기는 소속감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적 가치나 태도에도 불구하고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
로 그 자신이다. 아이들은 친구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상황이며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잘 안다. 청
소년이 인식하고 학급내 사회적 지위는 다른 사
람이 평가한 지위와 유사하다. 사회성 측정법은
통해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고립되어 있는 학생
들을 구분하고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해 주는 중
재 전략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왔다. 인기없는 청
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결핍한 것으
로 보이는 사회적 기술의 가르친다. 결핍모델에

서 공격적 행동을 할 수 있다.129)
128) 서미정,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차이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
지』, 2011, 32(3), pp. 143-162.

129) 이승연, 「또래 괴롭힘: 주변인 개입과 사회적 맥락
변화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013,
10(1),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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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중재 전략은 친구관계의 문제가 없고 잘

할지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재가 이 말을

적응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비교하여 그

하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구나 생각이 드

의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차이를 발견하고 고립

는 것 같아요.”

되거나 거부된 원인을 부족한 기술에서 그 원인

경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경험

을 찾는다.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싸움이 또 있으면 그

는 다양한 인지적 행동적이 기술이 필요하다. 친

때 실패감을 좀 보충한다던지, 이 방법을 써서 해

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의사소통

결해 본다든지 해서 부담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과정이 필요한데, 직면한 상황에서 적합한 행동이

그럼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132) 이렇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실제의 행동 기술, 자신의

듯 갈등이 있다해도 적절하게 대처하여 갈등을

결정이나 행동을 생각하고 수정하는 능력의 부족

해소하게 된다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자신감을

이다.130)

갖게 되고 대인관계에 필요한 배려나 공감 그리

친구관계는 서로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모두

둘째, 자신감이 생긴다. “ 나를

고 말하기의 기술들을 익히며 성장하게 된다.

에게 공평하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

친구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갈등은 불가피하며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관계

갈등을 통해 친구관계의 기술을 읽히고 친구를

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협력이

이해하고 나를 돌아보며 대인관계 기술을 익힐

나 절충보다 자기주장만을 고집하거나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화가

갈등의 유무가 문제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막상 실천하지 않

가 아니라 얼마나 갈등의 경험을 상처로 남기지

는다. 중학생의 또래 갈등에 대한 박희숙과 박재

않고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는 긍정적이고 적

연 연구에 따르면 갈등에 직면하여

문제해결을

극적 태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친구관계 역시

위해서는 친구의 눈높이에 맞춰 진솔하게 대화를

삶의 일부로서 좀더 긍정적 태도로 바라보고 위

나누는 등 실제적 대처와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

기와 좌절을 경험해도 딛고 일어나는 회복탄력성

을 알면서 갈등 해결을 회피하거나 음악을 듣는

을 보인다면 친구관계는 개선될 수 있다. 친구로

고립 전략으로 대처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발견했

부터 수용되지 못한 경험에 대해 자기의 문제로

다.131)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청소년이 느

귀인하지 않고 여건에서 그 원인을 찾고 대안을

끼는 불안과 외로움이 컸으며 갈등 해결에 실패

모색하며 좌절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

했을 때 고통과 상처로 남아 관계 맺기를 회피하

로 이러한 낙관적인 태도보다 거부 경험이후 정

거나 친구관계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하는 원인이

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정신병이나 비행

되었다.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으로 나아

한편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친구관계

간다.

와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첫째로 친구
들을 대할 때 신중해진다. “어떻게 해야지 친구하
고 안 싸울 수 있고, 친구들이 싫어하는 걸 최대
한 피할 수도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알게 된 것

Ⅲ. 행복한 친구관계를 위한 긍정심리학적 중재
1. 행복한 삶과 친구관계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조심하게 되고요.”

청소년이 친구관계에 다양한 문제에 부딪칠

“처음 친해지는 새로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

수 있지만 잘 해결한다면 대인 관계 기술의

130) Phil Erwin, 박영신 역 (2001), pp.137-139.
131) 박희숙․박재연, 「청소년기 중학생 여학생의 또래갈
등 대처 경험이 자기 자신, 친구관계, 학교생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Asia-pacific
of
Multimedia Services Covergenr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3),
2018,
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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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물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을 살펴보았다. 이에 친구관계를 삶의 일부로
바라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
러 활동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겪을 친구관계
132) 위의 글, 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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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인성 함양의 방향을

가지 행복한 삶이외도 관계적 삶과 성취를 추

논의해보고자 한다.

가하였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관계적 삶은

긍정심리학은 충만하고 생산적인 삶을 지향하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감을 불러일으킨다. 관계

도록 조력하기 위해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

는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을 이룬다. 객관적 웰

하여 그 성과에 기반하여 행복에 대한 논의를

빙에서 좀 더 강조하는 바는 성취하는 삶이다.

전개한다. 셀리그만에 따르면 세 가지 다른 행

사람들은 보통 성취하기 위해 온갖 장애와 역

복한 삶이 있다. 첫째, 즐거운 삶이다. 고통을

경을 헤쳐 나간다. 사람들은 단순히 경쟁에서

피하고 욕구를 충족하며 긍정감정을 느낄 때

이기기 위해서나 돈을 더 벌기 위해 온갖 장

도달하는 삶이다. 둘째, 관여(關與)하는 삶이

애를 이겨내려고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다. 이는 일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

은 아니다. 성취, 성공, 정복 등 그 자체가 좋

나 자녀를 돌보거나 활동에 몰입하며 수행하

아서 전념하고 추구한다. 단기적으로 목표에

는

칙센미하이(Csikszentmihalyi)에

도달하는 업적이고, 보다 장기적으로 조망하면

따르면 몰입은 즐거운 느낌과는 구분된다. 그

성취가 된다. 성취를 위해 목표에 매진하고 업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활동과 하나가 되어 시

적을 쌓으려 전념하는 삶이 성취하는 삶이다.

간이

사라진

셀리그만에 따르면, 이러한 행복 개념은 개인

사람들마다 자신의 강점이 있는데 그

의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쾌락주의 전

강점을 발휘하여 최대한 활용한다면 몰입은

통을 넘어선다. 오히려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좀 더 쉬운 일이 된다. 셋째, 의미있는 삶이다.

실현하고 참된 자기(self)를 실현하는 아리스

전통적으로 가장 고귀한 행복이다. 타인에게

토텔레스의

보상하고 더 큰 세계 속에서 자신의 발견하고

eudaimonic approach)에 기초한 것이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때 도달할 수 있는 삶

행복한 삶의 한 요소로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

삶이다.

멈추고

다.133)

이다.

어떤

느낌과

생각도

134)

유다니모니아

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the

관계적 삶을 성공적으로

세 가지의 행복한 삶의 길은 모두 삶의 만족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기르는

도에 기여하지만 의미의 추가나 관여적 삶이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좀더 만족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있는 학생의 행복을 좀더 높여 주는 방향으로

일 긍정 감정의 추구가 관여나 의미의 추구와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결합되지 않는다면 즐거운 삶은 삶의 만족도

수 있다.

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이 세 가지 중에 한

생들은 위축되어 있고,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

가지라도 없다면 공허한 삶이라고 하였다.

을 꺼리고, 한명의 친구에게 집착하거나 친구

더 나아가 그는

행복한 삶의 세 측면이 주관

에 대한 상처로 우울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적 만족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플

불안정한 감정 상태는 자신의 처지나 또래의

로리시(flourish)』에서

객관적 웰빙으로서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공격적인 반응으

행복한 삶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기존의 세

로 대응하거나 무기력하게 고립되는 것을 선

어려움을 겪고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

택하는 경향도 있다.
133) M. Csikszentmihalyi, Flow: the Classic Work
on How to Achieve Happiness, New York:
Harper & Row. 2002; C. Peterson & M.
Seligman, 문용린, 김인자, 원현주 역, 긍정심리학
의 입장에서 본 성격 강점과 덕목의 분류, 한국심리
상담연구소, 2009.
134) M. Seligman, 우문식 윤상운 역, 『마틴 셀리그만
의 플로리시 : 웰빙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이해』, (경
기: 물푸레, 2011).

이러한 친구관계에서 갈등 긍정 정서를 늘리
고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즐거운 느낌은 자신의 경험으로 축적되고 기
억되면서 부정정서를 상쇄시키고 부정 정서로
발생한
다.135)

생리적

효과를

원상태로

회복시킨

좀 더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활용하

고 이타적 활동을 통해 자신을 더 큰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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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으로 바라보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

정감정을 함양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해 봄으

정에서 긍정감정을 느낀다면 긍정감정에만 머

로써 학생들의 정서적 능력을 개선해 줄 필요가

무르지 않고

있다.137)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2. 행복한 친구관계를 위한 긍정심리학적 중재

아동과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되고
부정감정을 경험할 기회가 많다는 현실적 여건을

긍정심리학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다양
한 연구 성과를 포괄하는 우산으로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행복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치
료적 접근법 모두 포함된다. 셀리그만와 그의
동료들은 1960년대 인간 잠재 운동 이래

행

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치료적 접근을 소개하
고 이 중 40개를 추려 내어 반복 가능한 내용
을 매뉴얼을 정리하였다.136)

이들 중 친구관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긍정감정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권장하는 것은 그들의 행복 증진에 필요
하다. 긍정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
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보다 창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긍정감정은 회복탄력성을 증가시키고 우울증이나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긍정적 감정
을 증가시키는 다음과 같은 활동 있다.138)

계 개선과 관련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1)

회복탄력성과 긍정감정 함양을 위한 활동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불안과 우울
을 더 많이 경험한다.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에
대해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
불안이나 우울을 키우기도 하지만 또래의 거부나
소외 경험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무시되거나 거부
되는 청소년은 인기가 많거나 평범한 청소년에
비해 대인간 불안이나 우울정도가 높았다. 특히
또래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개인이 지닌 우정관계
가 흔들리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느낄 사회불안이
높을 수 있다. 친구간의 갈등 해결의 실패도 관계
가 붕괴되고 신뢰가 상실되면 우울정도는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감정에 좌절하지 않고 공
격적인 대안이나 왜곡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은 친구관계에서 중요하다. 친구갈등을 경험해도
회복탄력적이 될 필요가 있다. 긍정심리학에서 긍
135) B. L. Fredrickson,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29. 2004,
pp.1368-1373.
136) M. Seligman, T.A. Steen, Nansook, Park,
Peterson C.,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 American
Psychology”, Vol. 60, 2005, pp.4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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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정옥분 외,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과 우정관계의 질」『인간발달연구』, 15(2),
2008, pp. 17-52.
138) J. Burke & S. H. Minton (2013),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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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0> 긍정감정 함양을 위한 기법

주요
기법

세 가지
좋은 일
쓰고
이유를
이야기
하기

세부 활동

- 하루를 끝내는 밤 시간에 그날 일과 중
축복된 일 세 가지를 생각하여 보고, 그것
의 원인을 기록한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
을 때마다 그 원인을 찾아본다.
- 타인에 댓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
기139) 자기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친절을 는 점이다. 친절을 베푸는 자신을 이타적이
베풀기 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한다. 새로
워진 정체성은 자신감, 낙관주의, 자신이 유
용한 존재라는 느낌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
- 가장 효과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완화하
140)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운동 는신체방법이다.
활동으로 발생한 긍정감정을 느끼게
한다.
- 감사 중재는 비록 감사와 관련된 단일
중재이지만 긍정심리치료나 상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감사는 놀라움, 고
마움, 삶에 대한 감사‘를 포함. 우울정도를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141) 감사 활동
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낙천적이 된다.142)
감사 중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신의 삶에서 감사하는 다섯
가지 일에 대한 목록을 쓰는 것이다. 이때
감 사 하 감사하는 이유를 포함할 수 도 있다. 둘째,
기 당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감사편지
쓰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전해 주기이다.
이러한 감사 활동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는 것은 의미상실과 효과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143) 또한 외국학생들과 비교할 때
한국 학생들에게 감사활동은 효과적이지 않
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학생은
감사활동을 통해 내가 축복받았다는 생각보
다 빚을 언제가 갚아야 한다는 양가감정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139) S. Lyubomirsky,(2007). 위의 책, pp.224-240.
140) R. E. Thayer, J. R. Newman, & T. M.
McClain, Self-regulation of mood: Strategies
for changing a bad mood, raising energy, and
reducing ten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5), 1994, pp.910-925.
141) M. E. Seligman, T. A. Steen, N. C. Park & C.
Peterson,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2) 의미 있는 삶과 긍정 마음챙김 치료
인생에 대한 목적의식과 방향감각을 가지고 살
아가는 것이 행복의 필수 요소이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학교생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
으로 재구성하여 이해한다면 어떤 과제나 도전에
직면해서도 긍정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배신당했다고 생각
하며 친구관계에 거리를 두고 불신하며 관계를
회피하거나 고립하는 전략은 행복한 삶에 부정적
이다. 오히려 친구와의 갈등을 삶의 의미와 중요
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이유를 갖는 일은 행복
과 성취하는 삶을 사는데 중요하다. 긍정심리
학에서 행복은 단순히 자신의 삶에 대한 쾌락
주의적 만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긍정심리학에
서는 보다 객관적 웰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
에 삶의 의미 발견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
긍정심리학에서 의미는 자신이 보다 더 중요
하다고 믿는 어떤 것에 소속되고 그곳에 기여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의미 있다고 믿는 것
은 추구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의미 있는 삶을 지도하는 기법으로서 자선전
이나 일기 자기 보고서와 서사적 관점을 활용
하는 것이다. 자서전 쓰기는 자신과 삶에 대한
보다 광범하고 깊은 이해를 성취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개인이 자기 자신, 다른 사
람들 그리고 모든 생물체, 사회 구조와의 관련
성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머물던 의
식이 사회 및 자연세계로 확장된다. 이러한 확
American Psychologist, 60, 2005, pp.410-421.
142) R. A. Emmons & M. E. McCullough,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2003,
pp. 377-389.
143) S. Lyubomirsky, The How of Happiness.
London: Piatkus, 2007 ; K. Hefferon, L.
Boniwell, Positive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 York: Open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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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자기로부터 자신과 삶의 의미를 보다 새
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3) 관계적 삶을 위한 사회적 기술 함양

인과적으로 설명하다보면 삶의 정합된 이야기
를 만들 수 있다. 개개의 사건의 사회적 맥락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행복개념에 따르면 주관

을 이해하고 사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적인 행복과 객관적인 행복의 요소로 언급되

된다.144)

는 것은 바로 관계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학교

의미 있는 삶을 위해 긍정심리학과 마음챙김

생활에서 교사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또래와

치료와 결합한 긍정적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개인

활용할

수

있다.145)

마음챙김

치료

의 심리적 행복감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는 지

을 한다.148)

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감각과 느낌 그리고

학교에서 맺는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는 행복

생각들에 집중하는 동양의 명상법을 활용하는

은 중요한 요소이다.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감

치료방법이다. 마음챙김은 스트레스와 불안과

을 보이는 청소년은 사랑, 유머감각, 열정에서,

같은 부정적 자극이 있을 때 주의가 부정적

교사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갖는 아동은 사

자극에만 쏠리는 것을 막아 부정적 편향이 일

랑, 시민정신, 열정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마음챙김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에서 잘 웃고 장난치는 것

긍정적 사고를 함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

을 좋아하거나 웃음을 선사하는 유머 강점, 교

적 사고나 마음이 가능하도록 마음을 배양한

사와의 관계에서는 학급 내에서 자신에게 주

다. 마음챙김은 우울증을 완화하고 행복한 삶

어진 역할과 임무를 인식하고 잘 어울려 일하

을 이루는 관계에 필요한 심리적 필요를 충족

는 시민성 강점이 있다. 인기 있는 청소년은

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146)

마음

친구나 교사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

챙김 호흡명상, 자애 명상, 3분 호흡 명상들을

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활

수행한 후 긍정심리학의 활동을 임하는 방법

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삶과 일에

으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긍

임하는 태도를 지닌 아동은 친구관계는 물론

정심리학의 자기이해나 자신의 삶의 목표, 나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다.

와 타인의 존재, 건강한 미래 상, 자기 성장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47)

관계적 삶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청소
년에게 가르치는 일은 친구로부터 거부되거나 소
외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갈등으로 힘들어 하는

144) 박장호, “도덕적으로 의미있는 삶”, 『윤리교육연구』
제35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12), p.275.
145) 본 내용은 펜실베이아 대학교 긍정심리학 연구소
프로그램 참조하였다. “The Positive Mindfulness
Programme
(PMP)
With
Itai
Ivtzan”,
https://positivepsychologyprogram.com/positive
-mindfulness/
146) J.D. Teasdale, Z. V. Segal, J. M. Williams, et
al. “Prevention of relapse/recurrence in major
depression by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Journal of Consult Clinic Psychology,
Vol.68, 2000, pp.615-623: 최삼옥 “긍정적 치료: 긍
정 심리학의 치료적 개입”, 『스트레스 연구』, Vol.15,
3, (대한스트레스학회, 2007), pp.229-231.
147) 백현기, 강경숙, 노정은, “마음챙김에 기반한 긍정
심리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권 3호( 학습자
중심교과교육회, 2017), pp.358-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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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필요하다. 뇌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르
면 우리의 뇌는 사회적 연결 및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계적 삶을 형성
하고 유지하는 일은 청소년이나 성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동료의 인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고립될 위험
에 놓였다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관계의 기
술이 부족한 경우 모든 상호작용에서 이러한 위
험을 매번 느끼고, 수천 번의 정서적 고통을 느끼
기 때문에 관계 기술이 있는 사람과 달리 완전히

148) 김광수, 박효진, 김은향(2014), “인기아동의 성격
강점 분석”, 초등상담연구, 13(3), pp.3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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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성을 지니게 된다. 대인관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그의 고유
한 패턴을 확인하고 그 패턴이 어떻게 우울증이
나 불안을 유발하게 되는지의 분석이 필요하다.

- 주의와 관심을 기울
이기
- 기쁜 소식에 친절하
게 공감하기

또한 상호작용의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

예) 하던 일을 멈추고

에서 정보처리의 편향을 교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축하한다! 언제 그렇게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Mitch Prinstein의 인기의
심리학이

있다.149)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시기의

인기 개념을 분석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가르쳐서
인기가 없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공부한 거야! 언제 발표
가 난거야!
능동적-

파괴적

(destructive) 반응
- 주의와 관심을 기울

관계적 삶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사소통기술 함
양의 방법이다.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관계 유지
경험은 행복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다른 사람

이기
- 기쁜 소식을

평가절

하기

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방식

예) 한국사는 다들 이미

에 따라 <표2>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능동

다 땄어. 이제서 딴 것

적이고 건설적으로 반응하기는 관계 형성 및 유

은 늦은 것인데.

- 관심을 기울이지 않
기
- 기쁜 소식에 공감하
기
예) 하던 일을 계속하며
‘좋은 소식이네’ 한마디
하기
수동적-파괴적 반응
- 관심을 기울지 않기
- 기쁜 소식을 무시하
기
예) 네가 놀랄만한 소식
이 있어. 나 어제 드디
어 벼르던 옷을 샀어.
어때 이쁜 것 같지 않
아!

지에 중요하다. 능동적-건설적 반응이란 다른 사
람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방법이다. 예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기술은 거절을 받아들

를 들어 한국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는 기쁜

이고 긍정적으로 친구와의 놀이 집단에 참여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이야기에

기술이나 능력을 함양하는 일이다.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관계에서 집단의 무리에 끼어들어 같이 놀 수 있

능동적

높인

는 기회를 얻는 일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

능동적 – 건설적 반응 기술은 파괴적인 반

는 기술이기도 하다. 놀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 끼

다.150)

건설적인

반응은

사랑과

응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학생들이

우정을

청소년 친구

자신을 소통

어들기의 기술은 놀이집단에서 성공적으로 들어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가는 것은 단순히 함께 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능동적이고 건설적으로

그 집단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 다음번에 초대 받

반응하려는 기술을 연습한다.

게 된다.

수용된 아이들은 노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151)
<표 151>
능동적-

좋은 소식에 반응하는 네 유형
건설적

(constructive) 반응

게임의 규칙과 누가 이기고 있는지

를 파악하고 적절한 말을 하고, (“개가 맞아. 이번
엔 그 애 차례야.”) 먼저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수동적- 건설적 반응

잘할 경우 칭찬하며 이들을 지지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 각자에게 직접 말하는 경향이 있으며 끼

149) 긍정심리학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의 다음
의 인터뷰를 참고 하고 있다. “ The Psychology of
Popularity: An interview with Dr. Mitch
P
r
i
n
s
t
e
i
n
”
,
h t tp s : / / po s i ti v e p s y c h o l o g y p r o g r a m . c o m /
the-psychology-of-popularity-an-interview-with
-dr-mitch-prinstein/
150) S. L. Gable, G. C. Gonzaga, & A. Strachman,
“Will You Be There for Me When Things Go
Right? Supportive Responses to Positive Event
Disclo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6, Vol. 91, No. 5, pp. 904 –917.

워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거절당해도 그 거절을
온건하게 수용하며 다른 놀이 집단을 찾아간다.
반면

거부당하는 아이들은 정보를 묻고, 반대하

151) Putallaz, M., Costanzo, P. R., & Klein, T. P.
(1993). Parental childhood social experience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s relationships. In
S. Duck (Ed.), Understanding relationship
processes series, Vol. 2. Learning about
relationships (pp. 63-97).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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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내가 대신 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행복을 과학적으로 탐구

어갈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임을 방해하는 경

하는 학문분야로

향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미 놀고 있는 아이

여 다양한 긍정심리학적 중재를 제안하고 있

들을 어지럽히고

이기기 위해 규칙을 무시하고

다. 긍정심리학자들은 행복의 정의를 상세화하

끼워주기를 거절당했을 때 억지를 부리거나 친구

여 행복이 즐거운 삶으로 단순화되는 것을 막

들을

비난한다.152)

거부당하는 아이들은 그들을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하

고, 행복한 삶을 통한

자아실현을

연결하며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도 계속

개관적인 관점의 행복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

또래들이 놀이에 끼어들려고 노력한다.

였다. 셀리그만은 즐거운 삶, 관여적 삶, 관계

부모는 아이가 부정적인 평판을 받고 있는 상

적 삶, 의미있는 삶, 성취하는 삶이 균형있게

황(예: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어 보라고 압박을

조화를 이룰 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

하게 되면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교사 역시 또

장하였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의 행복과 정신

한 또래들이 왜 거부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태에서 거부당하는 아이를 놀이에 끼워주라고 강

하고

요하게 되면 비효과적이거나 문제를 복잡하게 만

굴하였다. 긍정심리학은 청소년의 우울증과 같

든다.

친구들과 놀이에 참여하고 끼어들기를 할

은 정신 건강 문제에 효과가 있으며 전통적인

수 있는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전략은 협동적

우울증 치료나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방법보다

놀이를 하면서 구체적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다.

효과적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효과성

거부당한 남자아이들은 협동적 게임에서 규칙을

때문에 긍정심리학은 성인과 청소년의 정신

적게 깨는 경향이 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하는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정신적 질병을 치료

아이를 보며 보통 집단의 아이들의 선호도가 올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용되고 있다. 국내

라간다. 아이들이 집단에 끼어들기 기술을 배우

외에서 긍정심리학적 중재는 우울증이나 불안,

고, 일단 협동적 게임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

무기력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호작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협동적 태도는

사용될 뿐 아니라 각종 중독이나 문제행동을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하고 공격행동을 감소시키

보이고 학교에 부적응 하는 학생들의 상담활

는 경향이 있다. 만일 경쟁적 게임을 하게 되면

동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공격행동을 증가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친구관계의 중요성

킨다.153)

을 인정하고 고립되거나 거부당하는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발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하며 개선 방향을
Ⅳ. 결론

모색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전 시기에

서 또래 친구의 인정과 교류가 중요한 시기이
다.
152) A.S. Tryon, & S.P. Keane, “Popular and
aggressive boys' initial social interaction
patterns
in
cooperative
and
competitive
setting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August 1991, 19(4), pp 395–406 |
Cite as
153) 최지영 2005, Social Interdependence and
Social Dominance : Determinants of Children's
Bullying,
Victimization,
and
Prosocial
Behaviors, ; 최지영 & 허유성, 괴롭힘 상황에서의
참여자 역할 및 관계적 공격행동 지각유형에 따른 도
덕판단력과 사회적 상호의존성,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6호, 2008.10, 17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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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란 단순한 놀이상대가 아니라 신뢰

의 대상이자 협력자이고 힘든 시기에 지지의
원천이다.”

이 시기에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이 부재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은 물론 정체성에도 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회 정서적
위축은 합리적이고 보다 적응적인 관계 개선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친구관계에
대한 불신과 상처로 인해 관계를 회피하고 친
구와의 상호작용은 더욱 부정적이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상호작용 문제를 개선하기

서울대학교 인성교육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손 경 원

위해서는 셀리그만이 제안하는 긍정적 사고
습관을 익히고 마음챙김과 긍정적 인지 기법
을 활용하여 친구관계 중재 방안을 모색하였
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회복탄력적인 사람
이 될 수 있도록 관계적 삶의 성공을 위한 기
술 학습을 넘어서 긍정 감정이나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활동은 친구관계의 갈등 자체가 문
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행복
한 친구관계는 여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
의 마음에 달려있으며 긍정적인 적극적인 개
인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활동 기법들을 청소년의
상담과정 및 교실 상황에서 충분히 다룰 필요
가 있다.
긍정심리학은 그 학문적 체계가 완성된 분야
이기보다 성장해 가는 학문 분야이다. 긍정심
리학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인간관을 상정하
고 긍정 정서와 자기실현의 긍정심리학의 목
표에 기여할 수 있는 인근 학문분야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마음챙김의 전통적
명상법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인기의 심리학이
나 성취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을 수용
하여 긍정심리학 프로그램의 방법이나 내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비록

긍정심리학의 모든

방법들이 직접적으로 친구관계에 개선에 인과
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심리
학의 인성강점 활용이나 중재활동이 청소년과
성인의 행복을 위한 상담과 교육의 장에서 활
용될 가치를 줄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복한
삶 전반을 지원하는 활동과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적 기술과 능력 중
심의 지원 방법의 협소함을 넘어서 인성 전반
의 문제로 확대하여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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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험하게 하며, 나아가 삶 속에서 행복을 영위하며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총체적인 목표다.”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살 수 있도록 음악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에서 행
복교육을 위해 음악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의 내용과 방법이 다를 수 있
지만,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인간의 마음은 모두 같
다(Haim Shapira 2013). 사람이 행복을 주관적으로

Ⅱ. 음악교육과 행복교육의 관계

느끼는 이유는, 행복 그 자체가 정서이며 감정으로
서 인간마다 다르게 선택하여 느끼기 때문이다. 인
간의 정서로서 행복에 대한 느낌(행복감)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복은 인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이다(Adam

Jackson

2009).
James W.외(2007)는 인간의 정서는 일반적으로
‘인지’, ‘느낌’, ‘행동 경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것들은 보통 동시에 일어나는데, 상황이나 사건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인지의 과정이 우선된다고 말하
고 있다. 이는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인지하여 판단
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
며, 따라서 정서는 인지판단의 여부 즉, 인간의 생각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말한다. 정서는 인간이 외
부 자극에 대하여 생각하고 판단하여 느끼는 것으
로, 인간이 생각하기에 따라 선택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음악을 비롯한 예술은 이러한 정서를 인간으로 하
여금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음악교육이나 예술교육
은 사람에게 긍정적 정서를 교육하고, 경험하게 하
며 계발하도록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음
악 및 예술의 경험을 통해 슬픔이나 불안, 분노나
두려움,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가 해소되거나 전환
되어 기쁨과 만족, 희열, 성취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선택하고 느낌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교육에서의 음악교육을 통해 다
양한 정서를 학습하고, 계발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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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교육
음악교육은 음악을 소재로 사용하는 교육으로서,
음악 그 자체를 교육의 목표와 내용으로 삼는 음악
내적 교육과 이들 외에, 목표를 음악 외적인 것에
두는 음악 외적 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음악교육을 통하여 음악성의 발달 혹은 음악적 능력
이나 기능의 함양 등 음악을 이해하고, 연주하거나
표현하는 등의 실질적인 음악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
육이고, 후자는 음악교육을 통하여 조화로운 인격이
나 정서의 함양, 전인 혹은 도덕적 인간이나 홍익인
간을 만들기 위한 수단적인 역할로서의 음악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음악교육의 양면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성격이나 목표 속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
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
이다. 음악 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
닌 전인적 인간이 되는데 기여한다(교육과학

공주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조 성 기

기술부 2011, 2).

1위를 만들게 된 교육의 오명을 벗고, 이젠 21세기
인류적 가치에 부응하고 꿈과 끼를 살려 행복한 교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홍익인간 혹은 전인

육을 경험하고 장차 행복한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듯이, 음악교육도 이러

교육을 실현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 볼

한 목표를 추구한다. 전인(全人)교육은 지·정·의(知

수 있다. 즉, 행복교육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현

情意)가 완전히 조화된 원만한 인격자를 기르는 것

장에서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행복을 학습하

을 목적으로(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2011) 하며, 이

고, 경험하며 미래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이끄

를 위해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을 위한 교육목

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교육이 효과적으로

표와 내용을 가진다. 음악교과에서의 인지적 영역은

학교교육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교과교육에서

음악의 구성요소인 ‘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빠르기’, ‘음색’, ‘형식’ 등에 대한 개념의 인식과 이

교과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환경이 학습자로 하

해 그리고 음악사와 음악이론을 비롯한 음악 관련

여금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설계되고 실행되어

이론적 혹은 맥락적 지식들을 이해하는 영역이다.

야 할 것이다. 각 교과에서의 행복교육의 설계와 실

심동적 영역은 인지적 영역에서의 지식이나 개념,

행에 앞서 우리는 행복에 대한 본질을 살펴볼 필요

이해 등에 대한 분석과 종합, 평가 등의 사고에 의

가 있다.

해 신체나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적 능력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

을 말하는 것으로 음악교과에서는 노래 부르기(가

로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는

창), 악기 연주하기(기악), 창작, 감상 등의 활동을

데, 이러한 행복의 기준으로서 만족과 즐거움은 사

통해 감각 및 표현과 감상 능력을 기르는 영역이다.

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원하는 것

정의적 영역은 태도나 신념, 가치관 등과 관련된 영

중 얼마나 성취했나(가졌나)에 따라 그 만족감과 즐

역으로 음악교과에서는 아름다움을 탐색하고 추구하

거움이 결정될 수 있다(최현석 2011, 178). 인간

려는 심미성 교육과 음악적 정서나 감정을 느끼고

대부분의 실제 행위들 속에서는 이러한 자기 이익이

계발하며 이를 통해 성찰하게 하는 느낌의 교육이

나 행복의 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사람들은 행위를 선택할 때 우선 어떤 행위가 자기

이 영역들 중 심동적 영역의 교육은 음악교과의

에게 가장 이익이 되며 자기 행복에 가장 유리할까

주된 특징으로서 음악적 표현과 소통을 위한 기능적

를 따져 본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

영역이며, 정의적 영역은 음악을 통해 얻어지고, 느

려는 강력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유호

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정서와 감정 등을 다룸

종 2004, 239).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이 가진 근본

으로써 인성교육이나 행복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

적인 행복추구 성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교교육

질 수 있는 음악교과의 특징적 영역이라 할 수 있

에서는 학습자들이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다.

까? 학교에서 학습자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가? 학교에서 불행을 가르치는가? 학교는 오히려 개

2. 행복교육
행복교육이라는 용어는 창의․인재교육과 인성교육
을 강화하려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해 등장한 용어로 이해된다(명지원 2014). 우리의
교육이 경쟁을 바탕으로 한 오랜 기간 동안의 입시
위주 교육을 통해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행복하지 못한 교육,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인의 절대적인 행복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의든 타
의든 학교 교육시스템은 입시위주의 상대평가나 서
열주의, 경쟁에 의한 성취를 통해 만족감과 즐거움,
행복을 얻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쟁을 통해 얻어진 성취감이나 행복감은 그
성취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고려하거나 배려해
볼 수 있는 과정이나 단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오로지 자기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도록(자기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473

특별기고 25 음악교육과 행복교육

이익 절대주의) 학습시키고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인간의 감정(affect)은 정서(emotion)라고도 부르

수 있다. 이렇게 학습되고 강화된 행복감은 사회생

며 이 둘 사이의 개념상의 차이는 없다. 기분

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mood)은 감정과 구별되는데, 기분은 원인과 대상

데, 결국 자기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 다른 존재

이 없이 막연한 느낌으로 감정보다 오래 지속되고

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이 나타남으로써 다른 사

그 느낌의 강도도 낮다(이훈구 2010, 28). 반면 감

람들의 이익이나 행복 추구에 크게 침해를 가할 수

정은 그 원인과 대상이 있고 비교적 짧은 순간 지속

있다. 또한 이러한 경쟁에 의해 얻어진 행복감은 경

된다. 에크먼(Ekman)은 인간의 기본 감정으로 ‘기

쟁을 통해 성공한(승리한) 자로서 최고나 상위권에

쁨’, ‘분노’, ‘불쾌함’(역겨움), ‘슬픔’, ‘놀라움’, ‘두려

해당하는 소수의 학생만이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

움’(공포) 등의 여섯 가지 감정을 들고 있으며

한 성공과 승리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 더 큰 부

(Ekman

담과 불안이 초래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모든 학

(Ekman)의 여섯 가지 기본 정서에 ‘기대’와 ‘수용’

생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불행을 경험하게 되

두 가지를 포함시켜 여덟 개의 기본 정서를 말하였

는 것이다. 즉, 극적인 자기행복의 추구는 불행을 초

고, 이들 여덟 개의 기본 정서를 가지고 인접한 두

래하는 결과만을 낳는 것이다.

정서들의 혼합으로 새로운 여덟 개의 정서를 제시하

따라서 행복교육은 인간 개인의 행복을 우선적으

2006),

플러칙(Plutchick)은

에크먼

고 있다(이훈구 2010, 41-43에서 재인용).

로 추구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존재들의 이익이나 행
복 추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즉, 도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이 진
정으로 원하는 자기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방법을 갖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3. 음악교육과 행복교육
음악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음악적 경험
과 활동을 통하여 음악적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거나
공유 및 이해하는 과정을 갖게 한다. 여기에서 음악
적 감정이라는 말의 사용은 음악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감정이나 정서가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
어지는 감정과 정서와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관련주의나 표현주의 미학에서는 음악을

이훈구(2010, 44)는 정서를 유발하는 요인을 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하는 시간적 예

려하여 크게 다섯 가지 유목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술로 정의하고 있지만, 형식주의 미학자들은 음악을

정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생존 및 발달 관련

통해서 얻게 되는 감정과 정서를 인정하지만 일상생

감정으로서 에크먼의 여섯 가지 감정 즉, ‘기쁨’, ‘분

활에서 얻는 감정과는 철저하게 구별된다고 말하고

노’, ‘불쾌함’, ‘슬픔’, ‘놀라움’, ‘두려움’ 등에 ‘호기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음악의 정서와 생활의

심’, ‘성적욕망’(사랑)을 포함되며 둘째, 성취관련 감

정서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크

정으로서 ‘자부심’, ‘자신감’, ‘희열’, ‘질투’, ‘성취감’,

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

‘몰입’ 등이며 셋째, 도덕 관련 감정으로서 ‘죄책감’,

로 음악은 인간에게 어떠한 정서나 감정을 만들어

‘수치감’, ‘불안’, ‘동정심’ 등이 있다. 넷째, 성격 관

주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정서와 감정은 인간이

련 감정으로서 ‘조급성’, ‘우울’, ‘쾌활’, ‘무력감’, ‘잔

갖고 있는 혹은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범주

인성’ 등이 있으며 다섯째, 사회문화 관련 감정으로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서 ‘권력욕망’, ‘물질적 욕망’, ‘우정’, ‘가족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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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감정은 예술로서 표현되거나 승화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음악적 행동 혹은 활동

고, 이러한 요소들의 이해와 표현을 통해 음악의 아
름다움과 정서, 가치, 태도(심동적)를 함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을 통해서 이러한 정서들을 표현하고, 경험하고, 학

이에 따라 음악교육의 내용은 음악의 표현으로서

습하고, 계발할 수 있으며 승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가창(노래부르기), 기악(악기연주하기), 창작의 영역

음악교육이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음악적 정서와 관

과 악곡이나 연주에 대한 이해나 반응으로서 감상

련지어 학습 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

영역 그리고 이들 음악학습 활동을 통해 음악의 구

이 느끼는 불쾌한 감정들을 해소하거나 전환시킬 수

성요소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이해 영역으로 구

있어서 긍정적 감정으로서 행복과 만족으로 이끌 수

성된다. 즉, 표현(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해 등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매력적인 도구가 될

의 영역이 본질적인 음악 교육내용 영역을 구성한

수 있다. 즉 음악교육은 학교교육에서 행복교육을

다. 그렇다면 이들 음악교과의 교육내용을 통하여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음악교육을

그리고 음악교육내용과 더불어 행복교육을 위해 무

통해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음악교육의 목

엇이 교육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행복을

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에서 인간의 긍정적인 정서

느끼는 교육,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계발시키는

즉, ‘기쁨’, ‘만족감’, ‘즐거움’, ‘호기심’, ‘사랑’, ‘자부

교육으로서의 교육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심’, ‘자신감’, ‘희열’, ‘성취감’, ‘몰입’, ‘동정심’, ‘쾌

에 대한 대답은 음악교과의 교육내용과 더불어 행복

활’, ‘우정’, ‘가족애’ 등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러한

교육의 내용으로서 긍정적 정서가 교육내용으로 선

정서를 계발하도록 이끌어야 하며, 부정적인 정서

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분노’, ‘불쾌함’, ‘슬픔’, ‘놀라움’, ‘두려움’, ‘죄책

이와 관련하여 음악 학습의 각 영역에 대하여 음

감’, ‘수치감’, ‘불안’, ‘조급성’, ‘우울’, ‘무력감’, ‘잔인

악교육 내용 즉, 음악 학습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

성’ 등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정서로의 해결을 유도

는 행복(긍적적 정서)과, 이러한 행복의 교육이 어

하여야 할 것이다.

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음악교육에서 이해의 영역에 대한 학습은 표현 및

Ⅲ. 음악교육 내용과 행복교육
음악교육을 통하여 교사가 가르쳐야 하고 학습자
에게는 학습되어야 하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음악과

감상의 활동 영역과 통합되어야 하므로 이해영역의
활동 내용과 긍정적 정서는 활동(표현, 감상)에 포
함시켜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소소하게 변화되어 오고 있기도 하지만 그 기
본적인 큰 틀로서의 내용은 변함없이 이어진다. 다
른 교과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식(인지적)과 기능(심
동적), 태도(정의적) 등이 음악과 관련지어서 학습
내용으로 선정․조직되지만 무엇보다도 특히 음악교
육을 통하여 가르쳐져야(학습되어야) 하는 내용은
음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음악은 크게 ‘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빠르기’, ‘음색’, ‘형식’ 등의 구성요소에 의하여 이
루어진다. 따라서 음악을 학습한다는 것은 이들 구
성요소에 대한 개념의 이해(인지적)를 바탕으로, 이
들 구성요소들에 대한 표현 능력을(심동적)을 익히

<표 1>

음악 교육내용과 행복교육

음악교육
의 내용
영역
가창
(노래
부르기)
기악
(악기
표
연주
현
하기)

음악 학습 활동 내용과 행복
-

-

-

창작
감상

-

-

음악적 정서의 표현을 통한
즐거움, 만족감, 성취감, 희
열
음악 구성요소의 이해와 이
에 대한 표현 기능의 함양
을 통한 호기심, 자신감, 성
취감
창의적 표현을 통한 호기
심, 성취감, 몰입, 자부심
음악적 정서의 수용을 통한
기쁨과 만족감
감상을 통한 음악 구성요소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행복교
육
-

부정
적
정서
의
해소
및
전환
과
극복

-

긍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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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 이해를 통한 호기심, 몰
입
감상의 과정에서 미적 탐구
를 통한 호기심, 희열, 몰
입, 사랑
음악적 정서의 이해와 수용
을 통한 기쁨과 만족감
음악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한 호기심, 성취감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체의 연장으로서 음악적
표현을 확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는 무엇이든
정서
의
학습
과
계발

위의 다른 영역과 통합적인 활동으로서
제시되고 있음

이해

지 악기로 사용될 수 있다. 음악적 도구로서 악기에
대한 호기심은 가창이나 창작, 감상 학습활동에서
줄 수 없는 자연스런 동기를 학습자에게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악기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조건과 상관없이 기능이나 표현, 악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소리의 울림 등을 통하여 표현의 가
능성을 크게 확장시켜준다. 기악 학습과 관련된 행
복교육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음악교과의 각 내용 영역별로 음악 학습 활동과

첫째, 음악을 악기(도구)로 표현하면서 악기의 조

행복교육을 위한 긍정적 정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이나 음색에 대한 정서에 동기와 호기심을 갖고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즐길 수 있다.
둘째, 악기의 조작에 의한 음악과 정서의 표현을

1. 가창 교육내용과 행복교육
가창(노래 부르기)은 모든 사람이 가장 쉬운 단계
로 접근할 수 있는 음악적 경험활동으로서 그 자체
가 음악예술의 표현양식이며 음악미적 체험을 이루
게 하는 행위이어서 학교의 음악교육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 영역이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목소
리를 악기로 사용하여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창적, 창
의적으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 가창 학습과 관련
된 행복교육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를 부르면서 글로 쓰인 가사 내용의 정
서와 이를 음악으로 표현한 정서를 이해하고 느끼며
음악을 즐길 수 있다.

통해 인간의 목을 사용하여 소리 내고 표현하는 것
과는 다른 새로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셋째, 학습자의 정서에 맞는 악기의 선택과 그 악
기를 사용한 정서의 표현을 통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넷째, 악곡 연주에 대한 심상을 갖고 모방과 시행
착오, 피드백 등에 의한 연습과 훈련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된 연주와 표현을 통해 학습자는 성취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3. 창작 교육내용과 행복교육
창작 학습 활동은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하기에
어려워하는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따라서 가장

둘째, 노래를 부르는 행동을 통해 음악의 리듬과

적은 시간이 할애되는데, 창작 활동은 무엇보다도

호흡에 인간의 리듬과 호흡,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음악적 개념을 가르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일치시키면서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음악 속의 긴장

이 될 수 있다. 창작 학습과 관련된 행복교육을 제

과 이완을 즐길 수 있다.

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셋째, 음악의 정서를 느끼고 노래로 표현하면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넷째, 음악의 아름다움을 탐험하고 그 아름다움을
독창적, 창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함
양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는 습득한 음악적 개념을 활용하여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자신만의 방식
으로 악곡을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
을 느낄 수 있다.
둘째, 학습자는 창작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자신
의 창작물에 대하여 무한한 기쁨과 희열, 놀랄만한

2. 기악 교육내용과 행복교육
기악활동은 가창이나 감상 등 다른 음악 학습 활
동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학습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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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심, 그리고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음악의 구성요소들이 만들어 내는 느낌과
정서를 이해하면서 음악적 원리를 깨닫게 되고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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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한 교육내용으로서 긍정적 정서를 교수․학습하기 위

넷째, 창작 학습 활동은 창작 결과물을 통하여 학

한 방법에 대하여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습자 자신의 음악성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다음

도 언급했지만 음악교육의 내용에는 심동적 영역으

학습을 강화시킬 수 있다.

로서 음악의 구성요소들을 표현하는 기능에 대한 학
습이 강조되기도 한다. 악곡의 어려운 리듬이나 음

4. 감상 교육내용과 행복교육
감상 활동은 모든 음악 활동 중에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활동으로서 다른 활동들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즉, 음악을 듣는 것은 감상활동 뿐만 아니라
가창, 기악, 창작활동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음악의 미적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즐기는 행위로서, 이는 음악을 형성하고
음악적 요소들, 즉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과 같은 모든 표현적 요소에 대한 그
특징과 생성원리의 구체화된 의미를 지각하고 감응
하는 것을 뜻한다(이연경 1996). 감상 학습과 관련
된 행복교육을 세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을 감상하면서 음악의 아름다움과 흐름
을 즐기며 그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둘째, 인지적으로 음악 구성요소에 대한 음악적
사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면서 음악에 대
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음악과 관련된 맥락적인 내용들과 음악의
정서와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음악적 정서를 느낄 수
있으며, 음악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긍정
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
넷째, 음악 감상을 통하여 음악의 정서를 이해하
고 느끼며, 개인의 정서와의 일치와 공감을 통해 내
면의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을 잘 표현하도록 하거나, 음악을 창의적이고 독
창적인 표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음악적 기
능(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교육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내용은 다
양한 음악적 경험과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심미성
을 계발하는 것으로서, 음악에 대한 이해 능력과 음
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탐구하고 추구하도록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기능위주의 예술교육,
기능위주의 음악교육을 다양한 사회교육 혹은 공교
육 현장에서 보아왔다. 이들은 기능에 대한 경쟁을
유발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연대회로 과열 현상을 보
여 왔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아름다움을 탐구
하고 추구하는 예술교육에서도 경쟁에 의한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기능과 기교가 강조되어 경쟁
에 이르면 진정한 예술(음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고, 긍정적 정서 보다는 부정적 정서만 키워진다.
역사를 통해서도 음악가를 비롯하여 많은 훌륭한
예술가들 중에는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기이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전기나 일화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다. 이들 예술가들의 작품에는 그 누
구도 따라 잡을 수 없는 기능과 기교로 충만하며,
때로는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아름답기도 하다. 그
렇다면 이러한 아름다움을 다루고, 즐기고 추구하는
예술가들이 오히려 왜 아름답지 못하고, 기이하고
독특하며,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Ⅳ. 음악교육 방법과 행복교육

기능위주 교육에 의한 경쟁의 유발과 그 결과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예술교육을 비롯하여 음악교육

음악 교육내용이 음악교육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

이 추구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과 목표, 내용

치고 학습하여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음악 교

을 깨달을 수 있다. 특히 이들 내용은 공교육에서의

육방법은 음악 교육내용을 음악교육을 통하여 어떻

음악교육에 대한 내용과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

시사해주고 있다. 즉, 음악교육에서는 기능이나 기교

법으로, 음악 교육방법을 통한 행복교육은 음악교육

가 강조되어 경쟁을 유발하기 보다는 음악의 아름다

을 통하여 어떻게 행복을 교육하여야 하는가를 의미

움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하며, 그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음악 교육내용에 대하

하여 그 아름다움이 일상화 되어 삶에서 조화와 균

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행복교육을 위

형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행복에 이르도록 이끄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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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구 단위로
끊어서 부
분별 듣고
따라 부르
기

음악교육의 각 내용 영역별 교육방법에서 행복교
육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창 교육 방법과 행복교육
학교 현장에서의 음악교육 방법은 일반적으로 행
동주의와 인지주의 교수․학습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다. 상대주의 인식론에 입각한 학습자 중심의

악보
보고
부르
기

구성주의 패러다임이 소개되어 지향되고 있지만 그

▪악곡

전체
를 악보를
보면서 반
주에 맞추
어 부르기

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은 여전히 연구와 실험 중에

▪가사와

있다.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에 의한 음악 교육방법은
교사가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다양한 음악적
자극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학습자가
반응하며, 교사의 적절한 강화에 의해 학습이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원리에 의한 가창 교육 방법은 크게
‘듣고 따라 부르기’, ‘악보 보고 부르기’, ‘악곡의 특
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부르기’, ‘다양한 시대와 문화
권의 악곡 부르기’, ‘노래를 듣고 평하기’ 등의 활동
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교수․학습 활동 속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려면 무
엇보다도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활동에 동기를 유발
시켜 적극적인 참여와 몰입을 하게하고 이를 통해

악곡
의
특징
을
살려
창의
적으
로
부르
기

만족감과 성취감, 기쁨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가창
교육 방법을 통한 행복교육 방법을 세부적으로 모색
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

▪악곡

전체
에
대한
교사의 범
창
듣고
느낌 말하
기

▪수준에

따
라 1마디,
2마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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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된

전
문가의 표
현을 비교
해
들어
보고 창의
적으로 표
현하기

▪부분별 학습이 ▪
끝난 후 악곡
전체를 악보를
보고 노래 부
르면서
악곡
표현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
감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음악의

각종
구성요소와 특
징들을 이해하
고 이를 살려
노래 부르면서
아름다움을 느
끼고, 그 아름
다움의 표현에
대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
도록
유도한
다.

▪음악적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
을
터득하고,
그 특징을 표
현하는 가운데,
만족감과 즐거
움, 정서를 느
끼도록 이끌어
야 한다.

▪전문가의

문화권의 음악
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표현
해 보고, 그
음악적 특징과
아름다움을 찾
아
느끼도록
유도한다.

표현
에 대한 느낌
과 정서를 말
로 표현해보고
아름다움을 찾
도록 유도한다.
학생
표현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
학생들의 발표
에서
표현의
특징과 아름다
움을 찾아 말
하도록 유도한
다.
다른
시대나
문화권의 음악
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그
속에서 아름다
움과
즐거움,
긍정적 정서를
느끼도록 이끌
어야 한다.

표현에
대하
여, 그리고 다
른 학생의 연
주 발표에서의
특징과 아름다

사람의
연주
속에서
그 특징과 아
름다움, 정서를
찾아 말로 표
현하도록 하며,

▪전문가의 표현

에서 호기심과
아름다움을 느
껴보고 자신만
의
창의적인
표현을
해본
다.

▪
▪

가창 교육방법과 행복교육

가창 교수 학습
활동

듣고
따라
부르
기

악
곡의 구성
요소에서
드러나는
음악적 특
징(클라이
맥스, 나타
냄 말, 표
현기호 등)
을
살려
부르기

을
익히면서
즐거움과 만족
감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
정서를
▪범창을 들으며 ▪느낌과
말로 표현하도
행복 교수 학습 방법

악곡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고, 악곡의
특징과 아름다
움에 대해 이
야기하게 하여
긍정적인 정서
를 이끌어 내
도록 한다.

록 하여 학습
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다.
학생들의 모든
느낌이나 정서
에 대한 발표
내용은 존중되
어야 한다.

▪

▪악곡의 부분별 ▪반복학습을
리듬과
가락
등 표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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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해 표현기능을
익히게
하고

다양
한
시대
와
문화
권의
악곡
부르
기
노래
를
듣고
평하
기

▪다양한

시
대와 문화
권을 이해
하고
그
음악적 특
징을 살려
부르기

▪악곡에

대
하여, 그리
고
다른
학생의 연
주에 대하
여
듣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야
하며,
칭찬과 격려를
통해
표현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
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 전체 연
주
가능성에
대한 자기효능
감, 자신감, 성
취감을 느끼게
하고, 악곡 전
체에 대한 표
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다양한 시대와 ▪

▪가사와 음악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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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하기

긍정적 정서를
이끌어 내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의 모든
느낌이나 정서
에 대한 발표
내용은 존중되
어야 한다.

▪

움, 정서를 찾
아
느끼도록
유도한다.

하고 완
성하기

기악 교수․학습 활동은 연주라는 측면에서 가창
교육 활동과 유사한 활동들로 구성되는데, ‘바른 자
세와 주법으로 연주하기’,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주하기’, ‘연주를 듣고 평하기’ 등의 활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 기악 교육 방법을 통한 행복교육 방
법을 세부적으로 모색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
다.
<표 3>

․

바
자
와
법
로
주
기

른
세
주
으
연
하

▪바른

자
세와 주
법을 익
혀 좋은
음색으로
표현하기

곡
특
을
려
의
으
연
하

▪악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
게 하고 악기
의 바른 연주
법을 익혀 연
주에 대한 자
신감을 갖게
한다.
교사나 전문
가의 범주를
듣고 악기 연
주를 통한 음
악의 아름다
움을 느끼게
하여, 연주에
대한 심상과
목표를 갖게
한다.
갖고 있는 심
상을 목표로
모방과 시행
착오를 통해
반복 연습하
면서 자신감
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유
도한다.

대한 심
상 갖기

▪모방과
시행착오
를 통해
반복 연
습하기

▪

▪ 피 드 백을 ▪자신의
통해 연
주를 수
정 보완

․

․학습 방법
▪악기의

연주
를 들으며 심
상과 비교하
여 즉각적인

음색에
대한 느낌을 말
로 표현하게 하
고, 연주 방법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
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녹 음 된 ▪전문가의
전문가의

표
현에서 호기
심과 아름다
움을 느껴보
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표
현을 해본다.

음악
▪ 악 곡 에 ▪악곡의
적 표현에 대

▪범주를

듣고 그
아름다움과 정서
를 말로 표현하
도록 유도하고,
연주에 대한 심
상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하여
야 한다.

드러나는
구성요소
들의 음
악적 특
징(클라
이맥스,
나 타 냄
말, 표현
기호 등)
을 살려
연주하기

표 현 을
비 교 해
들어 보
고 창의
적 으 로
표현하기

행복 교수

▪
▪음악에

음 악
의 요
소 를
이 해
하 여
보 고
연 주
하기

악
의
징
살
창
적
로
주
기

기악 교육방법과 행복교육

기악 교수 학습
활동

․

▪ 악곡 에 서 ▪

2. 기악 교육 방법과 행복교육

보고 연주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연

피드백을 받
도록 하며, 연
주를 수정
보완하면서
만족감과 자
신감을 갖도
록 유도한다.
음악의 각종
구성요소와
특징들을 이
해하고 이를
살려 노래 부
르면서 아름
다움을 느끼
고, 그 아름다
움의 표현에
대해 즐거움
과 만족감을
느끼도록 유
도한다.

연 주
를 듣
고 평
하기

대하여,
그 리 고
다른 학
생의 연
주에 대
하여 듣
고 평하
기

하여, 그리고
다른 학생의
연주 발표에
서의 특징과
아름다움, 정
서를 찾아 느
끼도록 유도
한다.

▪음악

구성요소들
을 악기로 연주
하면서, 심상의
목표를
성취할
때마다 즐거움과
자부심, 희열을
경험하도록 유도
해야 한다.

▪자신의 연주를
수정․보완 하면

서 완성되어가는
스스로의 연주를

듣고
자신감과
자부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음악적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 특
징을
표현하는
가운데 만족감과
즐거움, 정서를
느끼도록 이끌어
야 한다.

▪전문가의

표현에
대한 느낌과 정
서를 말로 표현
해보고 아름다움
을 찾도록 유도
한다.
학생 자신의 표
현에 칭찬과 격
려를 통해 자신
감을 갖게 해야
한다.
학생들의 발표에
서 표현의 특징
과
아름다움을
찾아
말하도록
유도한다.
다른 사람의 연
주 속에서 그 특
징과 아름다움,
정서를 찾아 말
로
표현하도록
하며, 긍정적 정
서를 이끌어 내
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의
모든
느낌이나 정서에
대한 발표 내용
은
존중되어야
한다.

▪
▪
▪

▪

3. 창작 교육 방법과 행복교육
창작 교수․학습 활동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그 교육방법이 많이 개발
되어 있지 못하기도 하고, 연구․개발된 방법들도 일
반화되기가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기본적으
로 음악의 기초․기본 능력으로서 음악을 읽고 쓰는
능력인 ‘시창’과 ‘청음’의 학습이 학습자에게 효과적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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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큰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술에 어울
리는 간단
한 형식의
가락 만들
기

이는 턱없이 적은 수업시수를 가지고 있는 학교 음
악교육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국어 교육을 보더라도, ‘읽기’와 ‘쓰기’ 교
육이 유치원이나 그 이하의 어린 나이부터 고등교육
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되고 있음

곡 만
들기

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
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창작
교육 방법이 연구․개발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
시되는 창작 교수․학습 활동은 ‘즉흥적으로 표현하

▪시나

이야
기 및 주
제,
설화,
문학, 미술
등 다른 예
술에 어울
리는 배경
음악 만들
기

기’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기’, ‘다른 예술에

른 학생의 작
품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정
서를
느끼고
이를 말로 표
현하도록 유도
한다.
다른
예술이
음악으로 표현
되면서 드러나
는 음악적 특
징과
정서를
느껴보고, 아
름다움을 찾아
말로 표현하도
록 유도한다.
다른
사람의
악곡
속에서
그 특징과 아
름다움, 정서
를 찾아 말로
표현하도록 하
며, 긍정적 정
서를
이끌어
내도록 유도한
다.
학생들의 아이
디어나
창작
악곡을 비롯하
여, 학생들의
모든 느낌이나
정서에
대한
발표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
다.

과 의욕을 고취
시킨다.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
여 예술의 정서
에 맞는 소리와
음악 자료를 수
집하고,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
는 과정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몰입을 느끼게
한다.

어울리는 악곡 만들기’, ‘만든 곡을 듣고 평하기’ 등

▪

▪

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를 통한 행복교육의 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모색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창작 교육방법과 행복교육

․학습 활동
행복 교수․학습 방법
▪주어진 리 ▪주어진 리듬이 ▪학생 자신이

창작 교수
즉
적
로
현
기

흥
으
표
하

듬이나 가
락을 연주
하고 이어
서 즉흥적
으로 표현
하기

나 연주를 즐기
면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즉흥
표현으로 이어
지도록 유도해
야 한다.

▪주어진

간
한
식
곡
만
어
기

단
형
의
을
들
적

▪주어진

동
기를 발전
시켜 1부분
혹은 2부분
형식의 리
듬이나 가
락 창작하
기

동기를
익숙해 질 때까
지 연주하면서
내면화 시키고
이를 발전시키
고자 하는 호기
심과 의욕을 고
취시킨다.

완성한 악곡을
연주해보고 만
족감과 성취감
을 느끼게 한다.

다
예
에
울
는

른
술
어
리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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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이야
기 및 주
제,
설화,
문학, 미술
등 다른 예

▪다른

예술의 아
름다움과 정서
를 느끼고 음악
으로 표현하고
자 하는 호기심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든
을
고
하

▪다른

학생
이 만든 악
곡에 대하
여 듣고 평
하기

즉흥표현을 즐
기고
스스로
만족해하도록
격려하고 칭찬
해야 한다.

▪다른

학생이 만
든 악곡에서 음
악적 표현의 특
징과 아름다움,
정서를 찾아 느
끼도록 유도한
다.

▪

▪주어진 동기에
서 음악적 특
징이나 느낌,
정서를 찾도록
유도하고, 음
악적 호기심과
창의성이 발현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
다.
창작 악곡 발
표를
통하여
자부심, 성취
감을
느끼게
하고, 또한 다
른 학생의 작
품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정
서를
느끼고
이를 말로 표
현하도록 유도
해야 한다.

▪
▪반복하거나 변
화․발전시켜

만
곡
듣
평
기

▪창작

악곡 발
표를
통하여
자부심, 성취
감을
느끼게
하고, 또한 다

4. 감상 교육 방법과 행복교육
감상 활동은 모든 음악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서, 감각적 감상 활동, 분석적 감상 활동, 심미적 감
상 활동이 감상 교수․학습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조
성기, 2011). 구체적인 감상 교수․학습 활동은 ‘악곡
의 전체적인 특징 파악하며 감상하기’, ‘악곡의 특징
적인 요소 파악하며 감상하기’, ‘ 악곡의 내용과 시대
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며 감상하기’, ‘음
악을 듣고 평하기’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행복교육의 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모색하
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감상 교육방법과 행복교육

․학습 활동
행복 교수․학습 방법
곡 ▪ 악 곡 의 ▪악곡을
듣고 ▪음악에서

감상 교수
감

악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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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적
감
상

분
석
적
감
상

심
미
적
감
상

의
체
인
징
악
며
상
기

악
의
징
인
소
악
며
상
기

전
적
특
파
하
감
하

곡
특
적
요
파
하
감
하

악 곡
의 내
용 과
시 대
적, 사
회적,
문 화
적 맥
락 을
파 악
하 며
감 상
하기

음 악
을 듣
고 평
하기

▪

느 낌
말하기
악곡을
듣 고
신체로
표현하
거 나
그 림
그려보
기

직관적으로 느
껴지는 아름다
움과 느낌, 정
서를 말로 표
현하도록 유도
한다.
음악을 들으면
서 그 흐름에
따라
신체를
움직여 보거나
그림으로 느낌
과 정서를 표
현해
보도록
유도한다.

▪

▪ 특 징 적 ▪특정
인 음
악 의
구성요
소들에
집중하
여 감
상하기

▪악곡과

관련된
시 대
적, 사
회 적 ,
문 화
적, 철
학 적
관 련
내 용
파악하
며 감
상하기

▪악곡을

듣 고 ,
악곡과
연주에
대하여
평하기

여 성취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음악교과의 인지적
끼는 직접적
인 아름다움
과
정서를
즐기도록 유
도하고 이를
언어나
신
체, 그림으
로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기쁨과 만족
감을 느끼도
록 이끈다.

▪음악

구성요
소가 만들어
내는 음악적
특징과 정서
에 대한 원
리를 이해하
고 깨달음으
로써 만족감
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유
도한다.

음악 구
성요소가 만들
어내는 정서나
아름다움에 대
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
보고 즐기도록
이끈다.

▪악곡을

감상하
고 음악에 내
포되어
있는
시대나
사회,
문화,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
고 이에 대한
음악적 표현이
어떠한지 토론
하게 한다.

▪인간의

실기평가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며, 정의적 영역의
평가는 음악에 대한 가치와 태도로서 대개 관찰평가
로 이루어진다. 심동적 영역으로서 가창, 기악, 창작
등의 표현 영역은 기초 기능, 표현 등을 평가하고,
감상영역은 음악에 관한 포괄적 이해의 정도 등을
평가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습한 내용을 바
탕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주로 평가되며 학습과
정에서 관찰되는 행동과 태도의 변화 등도 반영된
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교육을
위한 음악교과의 평가방법을 모색하여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음악적 능력의 발달정도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어야 한다. 기존 평가는 모든 학습자
에게 동일하게, 최종 결과로서 성취한 정도를 평가

사상
이나 감정이
어떻게 음악
적
정서로
승화되는지
를 통찰하고
기쁨과 만족
감, 희열을
느끼며 성찰
로 이어지도
록
유도한
다.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평가는 음악이

악곡의
아름다움,
정서를 찾아
말로 표현하
도록 하며,
긍정적 정서
를
이끌어
내도록 유도
한다.
학생들의 모
든 느낌이
나 정서에
대한 발표
내용은 존
중 되 어 야
한다.

둘째, 결과 중심 보다는 과정중심으로서의 수행평

▪감상
▪악곡의

음악적
표현에 대하여,
그리고
연주
내용에서의 특
징과 아름다움,
정서를
찾아
느끼도록 유도
한다.

영역에 대한 평가는 지필평가나 심동적 영역에서의

▪

나 예술관련 교과에서, 노력에 의한 능력의 향상보
다는 타고난 능력을 평가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쾌감과 차별, 좌절감 등 부
정적 정서를 느끼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취한 정
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발전한 정도(성실한 노
력에 의한 발달 정도)에 대한 평가도 함께 강조되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가 강조되어야 한다. 학기말에 1회에 의한 평가보
다는 학습의 과정 중에 수시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져
학습자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고려되고 참작
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평가에 대하여 만족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몰입, 성취감을 이끌
어낼 수 있다.
셋째, 개별적이면서 통합적인 다양한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한다. 각각의 평가영역에서 모든 학습자에게
획일된 평가내용과 도구로 평가하기 보다는 개별적
으로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Ⅴ. 음악교육 평가와 행복교육

있다. 또한 이러한 개별적인 평가 내용들은 통합되
고 종합되어 최종 평가로 이어진다. 목표지향평가로

교육에서 평가는 목표한 바가 성취되었는지를 평

서 음악교과의 평가는 개별 학습자의 정확한 음악적

가하는 것으로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목표에 대하

능력과 그 발달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개별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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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평가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음악교육학
회 음악교육 연구 논문집 제15집.
이훈구(2010). 감정심리학. 서울: (주)학지사이너북

Ⅵ. 결론

스.

행복과 불행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며 선
택은 인지의 과정을 거쳐 나타난다. 따라서 행복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달려있으며, 행복을 느끼
는 것(행복감) 역시 인간 스스로 선택한 감정이며
정서라고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고 극
복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선택할) 수 있도록 교
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행복에 이르게 하는 매우 가
치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서를 다루는 음악교육을 통해 긍정적
정서를 갖게 하고, 계발시키기 위한 음악교육의 내
용과 방법,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음악교육을 통
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기쁨과 만족, 즐거움과 행복
을 느끼도록 교사와 학습자간,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존중과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학교교육에서 경쟁
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이끌어내는 요소들을 제거하
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끼도록 하려는 노력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느낌이나 정서도 교육되고 학습된다.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하고, 계
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행복한 삶을 누리
도록 하는 데에 본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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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경기도 파주 임진초등학교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충남 중등 수석 교사 주관 연수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대전 원신흥 초등학교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 인성 교육 중심 수업 연수
하브루타교육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 공동주관
하브루타 교육사 교사과정 강의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충남 당진 원당중학교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충남 당진고등학교
구미교육 지원청 교사 교육 하브루타 수업 원고 제출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2급 강의 (경주)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2급 강의 (인천/시흥)
성북교육지원청 <질문이 있는 교실 만들기> 직무연수 강의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3급 교사 과정 강의 (서울)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3급 강의 (인천/시흥)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서울 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3급 강의 (부천/양천)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3급 강의 (광주 남구)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광주 각화초등학교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오산 운산초등학교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3급 강의 (광주 서구)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3급 강의 (인천 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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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실 하브루타 수업 약속
고현승 |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사

1. 왜 수업 약속이 필요했을까?

러냅니다. 즐겁든 짜증이 나든 자신의 얼굴에 감
정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수업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아이들에게 ‘수업’은 무엇일까요? 아이들마다
‘수업!’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무지개 색깔 감정들이 보입니다. 미움, 슬픔, 짜
증, 기쁨, 만족, 뿌듯함 등의 감정이 담긴 표정과
그에 따른 반응이 한 교실에 모여 있습니다.

것은 아이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같은 아이라도

강의식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

수업 시간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빛을 하고 경청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은 그

어제 느낌 다르고, 오늘 느낌 다릅니다. 시시각각

렇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갖가지 감정의 소유

수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바뀝니다. 이것은

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노출합니다. 그래도 교사인

아이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마

저는 아이들보다 좀 더 참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

찬가지입니다.

다. 제 몸 상태가 아주 나쁘지만 않는다면 어떤 반

선생님들께 ‘수업’은 무엇일까요? 저마다 수

응에도 잘 견뎌내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 또한 제

업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다를 것입니다. 정답이 있

게는 선생님인 것을 고려하여 친구들에게 표현하

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수업에 대한

는 정도의 감정까지는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아이들과 어른이 한 교실에 모여 삶

둘씩 짝을 지어 진행되는 하브루타 수업은

을 살아갑니다. 한 차시 수업에서도 시작부터 끝

선생님 주도의 강의식 수업과 사뭇 상황이 다릅

날 때까지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

니다. 하브루타 수업인 경우 서로 다른 감정의 주

다.

체들이 만납니다. 서로 등등한 입장의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수업에서 갈등이 일어

만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감정이 여과

나는 현상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수업에 대한

없이 노출이 됩니다.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생길

생각이 저마다 다른 교육 주체들이 한 공간에 모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된 약속과 규칙이

여 지내기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우리에게 더욱 필요했습니다.

교실에는 모두가 공유한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6가지 수업 약속
둘씩 짝을 지어 진행되기에 약속은 더욱 필요했다.

현재까지는 6가지 정도 수업 약속을 정해 함

우리 학교 하브루타 수업은 둘씩 짝을 지어

께 지켜오고 있습니다. 6가지 규칙들은 한 번에

수업 활동이 진행됩니다. 물론 하브루타 수업을

뚝딱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브루타 수업을 시작

한다고 하여 강의식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 지 일주일만에 생긴 약속도 있고, 이 글을 쓰

아닙니다. 그래도 주된 수업 방식이 둘씩 짝을 지

기 몇 주 전에 생긴 따끈따끈한 약속도 있습니다.

어 질문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 문제를 해결하기

강의식 수업에서 생기지 않는 갈등이 빚어집니다.

위한 모색의 과정에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약속

저는 중학교 1~3학년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

과 규칙을 정했습니다. 각 약속마다 우리 교실만

들은 어른과는 달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

의 독특한 수업살이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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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치면서 손을 내립니다. 그때 아이들도 똑같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내립니다. 이렇게 신
2. 첫 번째 수업 약속 - 듣는 마음 신호

호를 보낸 후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은 준비가 되
면 비로소 해야 할 말을 합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면 소통이 이뤄질까?
하브루타도 사람들 사이에 이뤄지는 소통의

시간이 걸려도 들을 준비를 확실하게!

한 모습, 방법입니다. 소통하는 주체들 사이에 지

말 들을 준비하는 데 소용되는 시간은 짧게

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

는 3초에서 길게는 10초 정도까지 걸립니다. 어

화 자체가 진행될 수 없죠.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수선한 분위기에서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 모두

가치 있는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마

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확실하게 전달하는

음을 닫아 버리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듣

것이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호를

는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는 말하고

저만 사용하다가 차츰 아이들도 반 친구들 전체

듣는 사람, 둘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결정되는 경

를 대상으로 말하려고 할 때 이 신호를 사용했습

우가 많습니다. 교실에서는 이런 면까지는 조율하

니다. 물론 한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집중 신호

는 것이 쉽지 않기에 교실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를 보내면 그것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서로가 잘 소통할 수

“쟤, 뭐야.”하며 잘 따르지 않지만 익숙해지면 모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두에게 유익한 집중 신호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신
호를 ‘듣는 마음’을 준비합니다.

들을 준비를 하는 소통 분위기 만들기
이를 아이들의 교실 상황에 적용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반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을 하곤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소통 분위기 차원에서 ‘듣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보통은 주의 집중을 할 때, “여기 보세요. 집
중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집중을 하지만 다른 쪽
아이들은 그 사이를 못 참고 재잘재잘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 쪽 방향으로 시선을 주며 조
용히 시킵니다. 이 짧은 순간에 다른 곳 아이들이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조용히 시킬
때는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
니다.
이렇게 하니 수업의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사진과 같은 포즈를 취했
습니다. 왼손 검지를 입에 대고 오른손을 듭니다.
이 신호를 나타내면 아이들이 저와 같은 모습으
로 따라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저와 같은 모습으
로 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감사합니다!”라

3. 두 번째 수업 약속 - 아이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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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 다른 친구들이 하브루타를 하는 동안에 교
지금 아무 말도 하기 싫어

실 뒤쪽이나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마음을 다

앞에서 아이들의 감정의 색깔이 다양하다고

독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 상한 감정이 쉽게 좋

말씀드렸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서로 다른 기분

아지질 않았습니다. 거의 수업 내내 감정의 흐름

을 가진 아이들이 짝을 이루어 앉습니다. 기분이

이 지속되었습니다.

좋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마주 않았다고

그러던 중, 수업 시작 전에 자신의 얼굴에 짜

가정해 보세요. 감정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 겉

증을 담아온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친구가 속

으로 보이는 반응은 여러 가지지만 한마디로 압

한 팀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수업

축하면 “지금 말하기 싫어.”입니다. 주로 상대방

시간 내내 이 팀의 하브루타가 별다른 문제없이

친구를 보지 않고 시선을 아래로 내리거나 친구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도 의아해 수업 후에 물어

의 질문에 대해 어떤 반응도 보내지 않습니다. 상

보았습니다.

대방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상대방이 기분이

“승현아, 분명 민재가 수업 시작할 때 기분이

상할 정도로 말을 툭툭 내뱉습니다. 이런 상황에

안 좋은 것 같았어. 어떻게 하브루타를 잘 할 수

서 소통이 진행되면 기분이 좋은 친구도 얼마 버

있었어?”

티지 못합니다. 감정 선이 무너져 속상한 상태에
이릅니다.

“선생님, 민재가 기분이 안 좋은 건 이미 알
고 있었어요. 그래도 말할 때 저를 바라보더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브루타 수업 초기에는

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브루타를) 할만 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팀의 두 명과 서로 교체를 해

아이들은 친구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대

보았습니다. ‘그래, 열심히 대화하고 질문하는 팀

충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어떠하든 자신을 존중

아이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어떨까? 갈등으

해 주면 참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

로 인해, 짝 반응 때문에 기분 안 좋았던 아이들

중하는 모습 중에 제가 강조하는 가장 소중한 태

이 힘이 나지 않을까?’하며 기대를 하고 다른 팀

도는 ‘아이컨택’입니다. 대화 상황에서의 아이들의

에서 열심히 하브루타를 하고 있던 짝과 바꾸어

감정 상태가 소통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함께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다시 생

말하는 친구의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

겼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된 팀이 한 팀이 아닌

습니다.

두 팀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한 번 망가진 감정이

의도적인 아이컨택 연습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 팀에서 열심히 하

수업에서 “아이컨택, 시선 맞추기, 서로를 바

브루타를 하고 있던 아이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라보기”를 강조했습니다.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처

기대했지만 기대로 그쳤습니다. 그들이 영향을 주

음에는 5초, 10초, 30초, 1분 점점 시간을 늘리면

기보다는 상한 감정이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쳤

서 아이컨택을 훈련했습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습니다. 몇 차례 이런 식으로 짝 바꾸기를 해 보

아이들이 쑥스럽기도 하고 해 보지 않은 것이어

았으나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도 하면 할수록 서로를

열심히 하고 있는 팀에서 불평이 나왔습니다. 우

바라보는 일이 재밌기도 하고 몸에 조금씩 익숙

리는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팀원이 바뀌는 바람

해졌습니다.

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겠더라고요. 이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팀에서는 어쩌면 마른하늘에 날벼
락처럼 다가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브루타 짝 사이에 갈등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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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번째 수업 약속 – 선생님 바라보지 않기
내 작은 물음표가 점점 커져만 가다
초등학생 때 수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물음은 수업 중 소통과 관련된 것
입니다. 중학생 때도 이 물음에 대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까 생각했으나 여전히 물음표는 지워지지 않았
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정말로 달라질까 기대를
했으나 여전히 수업에 대한 질문은 해결되지 않
은 채로 남았습니다.
내 작은 물음표 - “왜 학생들은 수업 내내 한 곳만
을 바라봐야 할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
씀해 주실 때, 학생들이 선생님의 눈빛을 보며 경
청하는 것은 소통의 기본 자세입니다. 문제는 다
른 친구가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수업 중 한 친
아이컨택 약속은 여전히 강조하는 수업 약속
입니다. 소통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의 눈빛이 교
환되지 않고 아래를 쳐다보거나 서로의 시선이
엇갈리면 불통이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아이들이 하브루타를 할 때 아이들 사
이를 돌아다니면서 소통의 전 과정에서 아이컨택
을 계속 하도록 격려합니다. 아이컨택 약속은 저
희 학교 하브루타 수업의 이전과 이후 모습을 나
누는 분기점을 만드는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컨택은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는 표시입니다. 아이컨택만 자연스럽게 해도 갈등
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마음에 피어난 감정의 꽃들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 생겨
난 결과잖아. 짜증이 날 수도, 화가 날 수도 있어.
다만 교실에서 하브루타를 할 때는 상대방을 존
중하고 예의를 좀 지키자. 짜증나거나 화가 나더
라도 자신의 태도는 자기가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어. 하브루타 하는 3~5분 정도 친구들의 눈빛
을 바라보면 어떨까?”

구가 발표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를 바
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시선은 선생님께로 향합니
다. 교실 속 소통은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공유하
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말하는 친구
를 보지 않고, 듣는 역할을 하는 선생님을 바라볼
까요? 또한 말하는 학생 자신도 듣는 친구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눈길을 선생님에게 향합니
다. 이런 모습이 수업 소통에 어떤 유익을 줄까
요?
한 친구가 선생님을 보고 의견을 말하고, 듣
는 친구들도 선생님을 보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
요. 듣는 친구들이 그 친구의 이야기에 공감하면
서 경청을 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들끼
리 이야기를 하거나 멍한 표정으로 듣곤 합니다.
이것이 과연 건강한 소통의 모습일까요? 왜
수업 중 모든 소통에서 시선을 선생님께 두어야
만 할까요? 그래서 수업에서 말을 할 때에는 시
선을 듣는 친구들을 향해 골고루 보내자고 했습
니다.
“얘들아, 선생님께 질문하든, 발표하든 친구들
을 골고루 보면서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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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때 선생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중요
해. 듣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말해 보자.”

해 “인생에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 질문을 생각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에 100%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아인슈

허리를 돌리면서까지 말하는 친구의 눈빛을 바라보

타인도 그렇지 않다. 나중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자.

질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분명하게 말했습니
“말할 때 선생님을 절대로 바라보면 안 돼.

다. 샘이 “인생에 바로 같은 질문은 없다”고 하면

내가 말할 때만 날 보면 돼.” 이렇게 아무리 강조

서, “전 세계에서 모든 걸 100% 아는 사람은 없

해도 쉽게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습관

다”는 말에 공감했습니다. “인생에 바보 같은 질

을 고치는 데 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만나

문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은 우리 수업의 모토

는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미 어릴 적부

가 되었습니다.

터 교실에서 말할 때에는 무조건 선생님을 바라
보아야 한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실에는 왜 질문이 없을까?

또한 교실 소통 환경도 한 몫을 하기도 했습

왜 아이들은 수업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까?

니다. 교탁을 향해 몇 줄로 배열되어 있는 교실

왜 우리 교실에는 질문이 없을까? 이 질문은 교

구조도 서로를 바라보기를 힘들게 하는 소통 환

사가 된 이후 저의 인생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

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에게 돌리기도

도 교실 뒷편에 있는 친구가 말할 때 허리를 돌

했습니다. 질문할 시간과 기회를 주어도 이것을

리면서까지 말하는 친구를 보면서 듣자고 했습니

활용하지 않은 아이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로

다.

여겼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소통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한번은 “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

했습니다.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아닌

지 않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의견을

말하는 친구를 바라보니 그 친구의 말이 내 이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

기처럼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한 학생도

을 모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수업 소통의 밀도도 확

하나,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히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이야기를 하

둘,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어서

지 않을 때 아이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면 이야기

셋,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의 흐름을 끊고 그 시선들을 단호히 밀어내고 있

넷, 진도 나가는 데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습니다.

다섯, 질문하는 것을 해 보지 않아서
여섯, 질문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서

5. 네 번째 수업 약속
– “인생에 바보 같은 질문은 없습니다.”

일곱,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여덟, 질문했다가 혼나거나 비웃음을 받은 적
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모든 걸 100% 아는 사람은 없다.
MBC ‘일밤-진짜 사나이’란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출연진 중에서 샘 해밍턴이 있었습니
다. 샘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소대장이나 선임에
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쌤은 모르는 것이 생길

아홉, 친구들에게 자신의 지식 수준이 드러날
것 같아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
질 것 같아서
열, 질문을 하는 것이 잘난척하는 것으로 오
해받을 것 같아서

때마다 질문을 하여 늘 혼이 나고 핀잔을 들었습

이렇게 열 가지 정도의 의견을 살펴보니 아

니다. 샘은 꿋꿋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예능

이들이 질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수 있겠

프로그램이어서 가능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샘 해밍턴은 계속 질문을 던지는 이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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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해서 고민

고 합니다. 원래 질문할 때는 상대방이 말하는 흐

하시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아이들이 너무 질문을

름을 고려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질문을

많이 해서 질문을 어떻게 받아주어야 할지 걱정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을 하십니다. 이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원래부터

질문자의 기본 태도를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수업

질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학년이

의 흐름을 끊어도 좋다고 한 배경이 있습니다.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분

제가 판단한 우리 교실의 문제는 질문자의

명 이런 현상은 우리 교실 문화에 문제가 있지

수준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질문 자체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 사라진 현실이었습니다. 질문 행위가 거의 없
다는 인식에서 수업의 흐름을 끊어도 좋으니 언

인생에 바보 같은 질문은 없습니다.

제든 질문하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에 대해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

한 차시 수업에서 자발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는 것부터 바꾸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인생에 바

1~2차례였습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생기면

보 같은 질문은 없다.’를 소리 내어 함께 외치기

바로 바로 질문하도록 하고자 수업의 흐름을 끊

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업에서는 어떤 질문

더라도 질문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든 허용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

6. 다섯 번째 수업 약속 – 틀려도 괜찮아

기 전에 질문 내용에 대해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이 이 질문을 이 상황에서 해도 되는지 여부를

향해 꿈꾸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매뉴얼

골똘히 생각하고 질문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질

이 있는 수업 활동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

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다

라, 선생님의 설명이나 친구의 발표를 듣고 자연

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을 합니다. 이

스럽게 질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문화가

런 고민 과정을 생략하고 일단 모르는 것, 궁금한

생기는 것입니다.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선
생님이 지명하거나 수업 활동으로 자신의 차례가

어떤 질문이든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의도를

오면 의견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의견

가지고 장난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도 있

을 잘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하던 중

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풀에 지치기 전략을 썼습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딩동댕 유치원이란

니다. 장난도 처음 한두 번이 재미있지 계속 반복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기서 한 아이가 삼촌에게

되면 식상해집니다. 이것은 학급 아이들이 먼저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압니다. 문제는 장난 식 질문에 교사가 버럭 화내

다음 날 유치원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가족을 소

는 반응을 하면 다른 아이들이 ‘아, 우리 선생님

개해야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자신감이 없었고 실

께 질문을 잘못 했다가는 이렇게 되는구나.’하고

수하여 틀릴 것, 창피를 당할 것에 대한 걱정과

경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장난식 질문에 맞불 작전으

교실 속 우리 아이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

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고 장난식 대답을 하고

았습니다. 자신이 틀릴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간단히 정리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실컷 질문을

이 있습니다. 만약 틀린 의견을 말하면, 아이들에

더 받아주겠다고 하고, 도리어 제가 꼬리에 꼬리

게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교실에

를 무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서 제가 던진 질문에, 정답과 다른 대답이 나오면
다른 아이들이 곧바로 웃습니다. 이때 답을 틀리

수업의 흐름을 끊어도 좋아. 질문을 해 보자.
저는 아이들에게 수업의 흐름을 끊어도 좋다

게 말한 아이는 대부분 창피해 합니다. 이런 문제
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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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릴 권리
앞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100%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정답만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에 대해 틀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는 답을 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틀린 대답을 하
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배우는 과정에 있는 아
이들이 틀린 대답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르기에 배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 던진 질문에 대해 단 한 번에 맞는 답을
해야 한다고 여긴 것일까요? 배움의 길을 걷는
우리 아이들은 수없이 틀릴 권리가 있습니다.

한 차시당 몇 번 정도 틀리면 될까?
엉뚱하게 한 차시당 한 아이가 몇 번 정도

한번은 ‘권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 제목을

틀리면 좋을까 떠올려 봤습니다. 100번? 100번은

검색했습니다. 게으를 권리, 다른 의견을 가질 권

너무 이상적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교실에서 아이

리, 동물이 행복할 권리, 여행할 권리, 아무것도

들에게 했습니다. 1번, 3번, 10번, 50번, 100번

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제목을 찾았습니다. 우

다양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10

리 교실에서 아이들은 당당하게 ‘틀릴 권리’를 가

번만 한 차시 수업에서 틀려보자고 했습니다. 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학생이 틀리지

이가 틀리면 “정말 잘 틀렸어.”라고 모두가 박수

않고 어떻게 맞는 대답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만 더 틀리

어른들의 욕심이지 않을까 합니다.

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아이들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신들이 틀
렸을 때 친구들이나 어른들은 주로 어떤 반응을 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교실에서 자기 의견을 자
유롭게 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였을까요? 틀려도 면박주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어른을 만났겠지

7. 여섯 번째 수업 약속

만, 비웃음을 듣거나 이 정도도 모르냐는 하며 답

– 하브루타는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기는 것!

답한 아이라고 들은 경험, 여태껏 노력 안 하고 뭐
했냐는 반응 등 안 좋은 기억이 많았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배경지식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
하브루타는 둘씩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
고 토론하는 공부법입니다. 앞에서는 서로 다른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틀려도

감정을 가진 아이들이 만나서 발생하는 갈등, 문

괜찮아』입니다. 저는 이 책의 표지가 참 마음에

제를 다루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둘씩 짝을 이루기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틀려도 괜찮다는 말이

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경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틀렸을 때, 짜증내거나 화

지식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내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질문이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가 모두 다

틀리는 일은 배우는 아이들에게 당연히 수반되는

릅니다. 비율 면에서 9:1, 8:2, 7:3, 6:4 든 정도

배움의 과정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의 차이가 있을 뿐,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수준이
모두 다릅니다.
무늬만 하브루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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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친구보다 좀 더 배경 지식이 많다고 판단이

과 게스트, 시청자들이 이들의 경기를 재밌게 본

되면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좀 더 많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5살 꼬마 여자 아이이기

은 지식을 가진 아이가 덜 아는 친구에게 상대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탁구채를 들고

으로 말할 기회를 더 가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

현정화 감독과 치열하게 공을 주고받는 모습이

제는 5분 하브루타를 한다고 하면 거의 4분 이상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브루타도 일방적인 말

한 아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기가 아닌 쌍방이 의견을 치열하게 교환할 때

하브루타를 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인 말하기와 다

참여하는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것입니다.

를 바 없는 방식으로 말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무늬만 하브루타, 형식만 하브루타를 취한 것이지

“현정화 감독이 5살 꼬마 여자 아이를 이길 수 없었을

실제적으로 의견을 원활하게 주고받으며 펼친 대

까?”

화는 아닙니다.

방송이 끝날 무렵,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겼
습니다. “현정화 감독이 5살 꼬마 여자 아이를 이

왜 두 사람의 탁구를 사람들이 재밌게 보았을까?

길 수 없었을까?” 탁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아이들의 일방적인 소통 모습을 어떻게 변화

면 두 사람 사이 똑딱똑딱 공 주고받는 모습에서

를 줄까 고민하다가 SBS 스타킹이란 프로그램에

현정화 감독이 특별한 탁구 기술을 사용하지 않

서 현정화 전 국가대표 탁구 감독과 5살짜리 꼬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 아이가 공을 잘

마 여자 아이가 오랫동안 볼을 주고받는 장면을

넘길 수 있도록 치기 좋게 공을 보내준 것을 알

보았습니다. 현정화 감독과 아이가 공을 계속 주

수 있습니다. 회전을 걸지도 공을 강하게 보내지

고받는 모습은 게스트와 방청객의 감탄을 자아내

도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교실 하브루타

게 할 정도였습니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현정화 감독이 이기려고 했
다면 진짜 경기라면 랠리는 두세 번 주고받지 않
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방송의 목
적이 이기고 지는 것에 있지 않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아이의 탁구 능
력을 보여주며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꼬마 아이가
소화할 정도의 난이도로 탁구를 한 것입니다.
진짜 실력자는 상대방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말할 기회
를 적절히 주는 사람이다.
하브루타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방송을 보며 저는 ‘왜 담당 피디는 이 두 사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

람을 출연자로 세웠을까? 방청객과 게스트 및 시

대방의 수준에 맞게 조금씩 생각을 펼쳐가야 합

청자들은 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재미를 느꼈

니다. 하브루타를 할 때, 정확히 5:5의 비율이 아

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질문부터

니라도 6:4, 7:3 정도는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답을 해 보면 꼬마 아이가 탁구 실력이 없었다면

주는 것이 중요함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양의 지

절대로 섭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시

식을 기억하느냐보다 ‘왜?’라는 질문으로 대상을

선을 사로잡을 만한 반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꼬

치열하게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너의

마 아이치곤 탁구를 잘했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생각은 어때?’라고 물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발전

끈 것이고, 탁구와 관련된 다양한 미션을 잘 소화

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 비록 상대방의 배경지식

했기에 방송 무대에까지 서게 된 것이죠. 방청객

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관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브루타는 일방적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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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말하고 끝내는 소통이 아닌 질문을 통해 서
로의 생각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과정을 즐기는
소통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8. 우리 교실 하브루타 수업 약속을 마치며
지금까지 6가지 하브루타 수업 약속을 이야
기했습니다. 여전히 이 약속들은 우리 교실 수업
을 지탱해 나가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수업 중간
중간 필요할 때마다 약속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는 과정은 성숙한
어른들에게도 쉽지 않은 소통입니다. 질문을 한다
는 자체가 우리에게 낯선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다가 혼났던 과거의 경험, 의견을 발표
했다가 틀려서 창피를 당했던 일들을 몸이 기억
하고 있기에 선뜻 질문하거나 의견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이들끼리 만나 소통하는 과정에
서 서로 다른 감정들이 만나 갈등을 겪기도 합니
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식 수준으로 일방
적인 말하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교실 대화 문화가 이러했기에 더욱
친구를 기다려주고, 친구의 수준을 고려하여 소통
하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배움에 있어 틀리는 것
이 당연하다는 것, 그래도 우리 교실에서는 틀릴
권리를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모두가 공유하는
6가지 약속은 조금씩 우리 삶, 수업 소통 문화를
조금씩 바꾸어 갔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
한 점이 많고, 아직도 자기 의견을 시원하게 표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오늘도 “얘들아, 인
생에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단다. 어떤 질문이든 해
보면 어떨까? 선생님을 보기보다 소통의 주인공
인 친구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
자.”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아이들과 함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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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며
인간은 욕구하는 존재로 누구나 좋은 것을 욕
망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얻고자 행동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행복이라 부른다.
행복은 일반적으로 ‘잘 사는 것’ ‘잘 행하는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행복이 무
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개개인이 갖는 여
러 환경,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른 답을
갖고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 행복이며,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이 행복
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운 것을 선택하려 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회피하고자 한다. 하지만 당연히
즐거워해야 할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고통스러
워해야 할 것을 고통스러워하지 못한다면, 나쁜
행위는 즐겁다 느끼기 때문에 행하게 되고, 고귀
한 행위를 고통스럽다고 느끼므로 회피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과 본성적인 즐거움
은 다르기 때문에 즐거움과 고통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옳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즐거운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이란 가장 좋고 가장 고귀하고
즐거운 것이므로 음악 하는 활동을 즐겁다고 느
끼는 사람은 그 활동을 더 잘 이해하여 음악가가
되는 것처럼, 음악 활동에 대한 고유한 즐거움은
활동의 기능을 증진시켜준다.
인간 본성과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탐구
한 철학자 Kant는 음악을 포함한 모든 예술행위
가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관여한다는 점을 깊이
성찰한 철학자였다. 그에 따르면 음악 행위는 인
간의 정서에 작용하여 심성을 부드럽고 풍부하게
하며, 나아가 다른 인격체와 협동하는 사회적 존
재로 성장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줌으로써 협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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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서의 독립된 인격체 형성에 밑거름이 된
다고 하였다.
그리스 철학자인 Aristoteles와 Platon은 음악
이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해 서로
일치하고 있다. 그들의 철학에 있어서 조화로운
인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신체의 훈련을 체
육을 통하여, 마음의 단련을 위해서는 음악을 필
수적인 요소로 보았다.
음악은 모든 시대에 걸쳐 존재해 왔으며 음악
과 인간은 공존해 왔다. 음악은 그 시대 문화, 사
고의 틀, 가치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추구되어
왔으며 음악교육은 인간의 타고난 미적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음악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악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음악
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아
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
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
고 있다.
인간과 공존해 온 음악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
을 개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교육하는
즉, 인성을 형성하는 인성교육의 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21세기에 화두로 떠오르는 창의·인성
교육에서도 음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행복 인성교육이 필요한가?
현대 사회는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인성 및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줄어들었
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 및 소통 능력이 약
화되고 있다. 이는 높은 학업성취 수준에 비해 학생
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학업 스트레스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김 미 숙

를 해소할 수 있는 감성교육이나 신체활동의 참여

에서 음악 교과와 인성교육의 관계는 매우 가깝

기회가 부족한 데에서도 기인한다. 과도한 스트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이 없는 안

스는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민감성을 둔화 시키고

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악 활동을 적극

소통 능력과 감성 능력을 약화시킨다.

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학생의 사회 ž 정서적 역량

인터넷과 게임 산업을 경제적, 산업적 관점으로

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만 접근하여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 규제하고 유

사회화의 가장 최소 단위인 학교에서 조차 학

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도 문

교 폭력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

제이다. 또한 언론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쉽게 노

며, 많은 아이들이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고 자신

출되는데 반해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바른 이해

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녹아들었다. 이러한 문

가 부족하다. 인터넷을 통하여 폭력영화나 만화

제의 시발점은 행복의 결여에 있다. 진정으로 행

등 유해 영상 매체에 접근이 용이하여 청소년들

복한 사람은 걱정이 없다. 모든 일이 즐겁고 후회

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는 경향 또한 학교

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선택에 있어서 올바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른 것을 선택한다. 이는 사람의 선택과도 연결되

현재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의 32개국

는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면 주변의 진정한 행

중 31위(2017.2월)를 차지하였으며, 미래를 이끌

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끌어들이

어 나갈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22개국 중 22위를

면서 행복한 공동체가 구현되며, 이는 사회의 행

차지하였다.

복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을

교육적 실천이 미흡하고 인터넷 게임 등 영상매

실현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

체의 부정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구체적

결해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에서

인 문제 상황에서의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의 변화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미래 사회를 이끌 인

변화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나타나게 되었

성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미

다.

적 경험의 감성교육을 실천하고 정서적 민감성과

그래서 본론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

바람직한 가치관의 선택을 이끌 학교 폭력 문제

해서 음악교육에서의 행복 인성교육을 고찰하고

해결을 위한 음악에서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증

자 한다.

가되고 있다.
학교 폭력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높은 학업성취
에 비해 학생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나가

II. 본론
1. 행복에 대한 고찰

는 인성과 사회성이 부족하며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할 교육적 여건과 기회 또한 미흡하다는 것

행복에 대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Aristoteles이

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부족한 인성과

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론에 대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예술 교육’ 또는 ‘감성 교

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면서 현대사회에서도 필

육’이라는 이름으로 음악 교과의 역량이 재조명을

요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정치학』에서는 행

받고 있다.

복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음악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음악활
동과 감수성을 키우는 예술적 경험을 통해 정서

그러므로 행복에 대한 고찰은 Aristoteles의 행복
론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와 감성을 발달시키는 교과이다. 음악과 음악 교

행복은 삶의 활동에서 성립되는 것인데 좋은

육이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에는 조화롭고 바람직

사람의 행위는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고 신실한

한 인성으로의 변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

친구의 행위 또한 그러한 것이라면 친구의 행위
는 좋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게 되므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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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즐거움은 활동을 완전하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심성을 바탕으로 개인

하고, 활동은 행복을 성립하게 하므로 행복한 사

의 고유한 기능을 계발시켜주어야 하는데 음악이

람은 즐겁게 사는 사람인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즐거움은 외톨이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음악이 갖는 리듬이나 선율에는 인간의 감정,

것이 아닌 타인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더 지

성격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이 모방되어 있다.

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모방은 대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드러낼 수 있

그리고 행복에 있어서 여가를 선용하는 것은

으므로 그 대상의 진상을 올바르고 아름답게 재

꼭 필요하다. 여가는 즐거움과 행복과 복된 삶을

현하는 창조 행위가 된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모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에, 여가를 진정으로

방된 음악은 음악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올곧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므로, 인간 영혼을

한 일이다. 그러므로 온전한 목적으로서 여가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이것은 행동의 변화로까

즐기고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

지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음악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Aristoteles는 교육의 목적을 세 가지를 통해

음악적 경험을 통해 인간의 혼이 변화할 수 있
으므로 심성계발과 성격 형성이 가능하다. 음악은
좋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정을 정화해주기도 한다. 여가에서 진정한 즐거움

첫째,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

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여가 그 자체에 즐거움

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

과 행복과 복된 삶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는 본성적인 면을 갖고 있다. 이러한 면을 무시한

래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는 즐겁고 행복한

교육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성을 고려한 교육

음악이 즐거움을 제공해주고 인간의 휴식과 놀

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은 단순히 놀이와

둘째, 연령대에 맞는 적합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여가를

각 연령별로 나누어 그 나이대의 특성과 적절한

의미 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음악교육이 반드시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필요하게 된다. 음악을 통해 의미 있는 즐거움을

셋째,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실시이다. 공동의

찾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삶과

최고선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개별적인 가치도

직결될 것이다.

지향하지만, 개인의 가치는 공동체로 환원되어야

이렇게 음악은 인간의 혼을 변화시켜 좋음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바라보았다. 이러한 가

내재 된 바른 인격을 가진 좋은 인간으로 만들며,

치의 형성은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여 인간의 마음을 이롭게

개별적인 교육을 넘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의 통제가 어려운 어린아

있는 공교육이 필요하다고 바라보았다.

이들부터 청소년까지는 음악교육이 필요할 수밖

본성적으로 타고난 자연적인 부분이 아닌 습관

에 없다. 그리고 음악이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즐

과 이성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은 인간

길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궁극적인 행복한 삶

을 좋게 만들며, 이것은 행복과도 직결된다. 인간

에 다가설 수 있게 한다.

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

인간을 현재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교육을

는데, 내면의 성장을 통해 최고선인 행복을 깨닫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고 있다고

고,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음악교육을 통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최고선인 행복을

해 함양될 수 있다. 또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가

추구하고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아실현을 통해 진

장 중요시되는 가치는 여가를 선용하는 것인데,

정한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각자가

이것은 음악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인간이

갖는 잠재가능성을 현실화 시키려고 끊임없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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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데 있다.

Aristoteles는 “교육의 목적이 행복한 생활에

이처럼 교육은 판단의 척도를 제공하여 좋은

있다”고 하였다. Erasmus 역시 “인간을 행복하게

인간으로 성장시킬 수 있으며 인간의 기능을 탁

하는 제1수단도 교육이요, 제2수단도 교육이요,

월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이 갖는 최고

제3수단도 교육이다” 라고 주장하며 교육이 ‘행복

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내재된 잠재능력을 발휘할

의 열쇠’라고 강조하였다. Neill과 Fromm, Krishn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

amurthy 등도 “교육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데

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목적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인간의 심성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음악적 경

이처럼 Aristoteles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자들

험을 제공하여 직접 실천해보고 내면화하는 작업

이 교육의 목적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라

으로의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곧 행복

고 주장했듯이, 교육의 역할은 현대사회에서 다양

의 실현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선을 실현하여 개인

행복은 곧 즐거운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

과 공동체의 행복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

나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지향하며, 즐거운 활

다. 이러한 교육을 실천했을 때, 진정한 가치를

동은 인간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게 만

추구하지 못한 채 외부적인 요소를 통해 행복을

드는 요소이므로, 즐거움은 행복의 활동을 증진

지향하고 타인의 눈높이에 맞춰 살아가는 현대사

시키면서도 완성 시키는 역할을 한다.

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에 있어서 올바른 것을 정립하여

따라서 궁극적인 행복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을

옳은 것을 가치 있다고 깨닫는 것보다 가장 중요

실현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한 것은 타인과 함께 하는 삶이다. 좋은 인간은

할 수 있는 전인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변화의

좋은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좋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사람끼리의 관계는 최고선을 추구할 수 있는 공

으로 이어진다.

공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으므로 행복은 타인에
의해 더 견고해질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진보의 시대를 맞아 급
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맘껏 발휘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여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주력하였

삶을 지향하고, 개개인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다. 즉,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진정으로 가치

양성과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해, 행복한 학습

있는 것이 아닌 사회의 요구에 자신을 맞춰가는

의 구현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창출하는 것을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처럼 현대사

비전으로 삼으면서, 바른 인격을 통해 자신뿐만

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인 정신세

아니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홍익인간

계를 돌보지 못한 채 사회 속에 자신을 가둔 채

의 인간상을 토대로 교육방향을 구성하였다.

살아가므로 항상 공허함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이는 전인적 성장을 통한 자주적인 사람, 창의

타인을 돌볼 여유조차 갖지 못하게 되면서 이기

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으로 더불어

주의가 만연한 사회로 변질되는 것이다.

사는 사람으로의 도야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것

내적 성숙을 통해 성장한 사람은 교양 있고 고

이다. 가장 상위의 목적은 자아실현을 통한 자주

상한 사람이며, 품격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사

적인 인간으로의 성장으로 내적 성숙을 비롯해,

람이다. 또한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창의적인 사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교양 있고 고

고를 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

상한 사람이면서 품격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로 적절한 선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다. 또한 내면적 성장은 자유로운 사고방식
을 통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

2. 행복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며, 모든 상황을 자신의 올바른 척도를 통해 합리
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택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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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며, 곧 공동체의 공공의

핵심역량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주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서 가장 큰 중심으로 떠오른 핵심역량으로 연결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가

된다. 개개인이 갖는 기능을 더 탁월하게 발휘할

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핵심역량이다.

적으로 되어 왔다. 수년 동안의 논의 후 OECD에

그리고 바른 인성과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는 공

서는 Des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

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여 현

petencies)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인의 성공적인 삶

재 발발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규명

된다.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개인이 성공적이고 책임

핵심역량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감 있는 삶을 이끌고, 사회가 현재와 미래의 도전

위해 누구나 골고루 갖춰야 할 6가지의 역량들로

에 직면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구분되어 있다. 음악과 핵심역량은 자기관리역량,

까지의 광범위한 역량을 뜻한다. 즉, 핵심역량은

음악적 소통역량, 음악적 감성역량, 음악적 창의·

교육학 및 삶의 성공 등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

융합 사고역량, 음악정보처리역량, 문화적 공동체

는 개념으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갖

역량으로 나눠진다.

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관리역량은 음악을 통해 자아정체성, 자기

교육부는 전 세계적으로 핵심역량이 강조되는

주도성을 길러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역

흐름에 맞춰,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

량으로, 자기 통제능력과 가장 연관이 깊은 역량

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전면 반

이다. 이는 개인의 정신구조를 스스로 다룰 수 있

영하였으며, 핵심역량의 함양을 통해 바른 인성을

는 욕구적인 부분의 통제와 감정적인 부분의 조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즉 전인적인 인간교육을

절을 통해,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목표로 삼았다. 음악교과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있는 역량으로, 여가선용을 위한 가장 필요한 역

한 다양한 교과목들 중에서도 고대 그리스 시대

량이기도 하다.

부터 인간의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자기관리역량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맡아 왔으며, 음악을 통해 인간을 변화시

욕구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조절하고 통제하

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특히 Aristoteles는

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자기관리역량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구현하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고 관리하여 올바른 행동을

는데 있어서 음악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이 타인을 향해

였는데, 이는 핵심역량 함양을 통한 궁극적인 목

나아간다면 타인과의 관계 또한 원활하게 유지될

적이 음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 있게 된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자신에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회적 동물이므로, 공동체의 행복실현이 무엇보다

음악적 소통역량은 음악을 통해 자기표현능력

도 중요하다. 그러나 낮은 행복지수에서 보듯이

을 신장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갈등을

개인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다. 타인과의 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이는 공동체의 행복과 직

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삶에 있어서

결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달

실이다.

리 이성을 갖는 존재로, 고등사고능력을 통해 타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

개인의 행복실현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에 언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음악의 상징적 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소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활동을 통해서 타인의

것 즉,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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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감성역량은 음악을 통해 삶의 질을 향

적으로 발휘하여 문화적 공동체 역량으로 나아가

상시키고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다. 행복

기 위해서는 창의·융합 사고역량과 음악정보처리

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역량과 소통역량

역량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역량은 인

을 기반으로 문화적 소양, 정서적 안정감, 인간에

지적 영역에 좀 더 가깝다. 하지만 세 가지의 역

대한 공감과 존중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량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면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수 있어야 한다.

사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역량이

그리고 개인의 사고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제하

다.

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역량이다. 단순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역량은 음악을 통해 독창

히 알고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풍요로운 삶 즉,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무언

있는 역량으로, 창의성을 전제로 하는 역량이다.

가를 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창의성은 고정적이고 편견을 갖는 사고에서 벗어

Aristoteles는 행복론에서 자아를 돌보는 것은

나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결국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한 단계라

능력인데, 이는 자아완성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고 보았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성을 내재하고

때 더 잘 발휘되는 것이다.

태어나 타인과의 안정된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갖는 인간은 다양

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한 존재, 사물, 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이성을 갖는 존재로, 고등사고능력을 통해 타인과

융합적 능력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르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음악의 상징적 요소를

다양한 이해를 바탕으로 융합할 수 있는 창의·융

공유하고 공감하는 활동을 통해서 타인의 생각을

합 사고역량은 자아완성을 전제한 인간의 활동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사고능력이라 할 수

Aristoteles는 행복한 사람을 고상하고 좋은 사

있다.

람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단순히 놀이를 목적으

음악정보처리역량은 음악을 통해 효과적인 문

로만 행위 하지 않으며, 동물적인 욕구에서만 만

제해결방식을 배우고,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합리

족을 느끼는 존재도 아니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역량이다. 합리적

를 바탕으로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고, 고상한 즐

인 사고를 통해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해결방

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를 내재하고 있다.

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신에게 내재

음악은 인간의 삶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므로

된 올바른 척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므

음악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서적으로

로 숙고의 과정을 통해 답을 찾아내며, 그 답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가치를 이

올바르고 적절한 것이 된다.

해하여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이렇게 5가지 역량은 모두 개인의 기능을 온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은 명백히

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탁월성을 겸비하여 함양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욕구들과는 다른 것이며,

할 수 있는 역량이었는데, 이 모든 역량은 문화적

행복한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즐거움과 닮아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발판이었다고 볼

있다. Aristoteles가 음악을 통해 행복실현이 가능

수 있다.

하다고 봤던 이유는 이러한 음악적 감성역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음악을 통해 세계 공동
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공동

자기관리역량, 음악적 소통역량, 음악적 감성역

체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역

량은 결국 자아완성을 통해 타인과 원활하게 소

량이다. 이 역량은 자신의 올바른 척도를 통해 정

통하고 상위목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

의, 질서, 공정성의 기준을 깨닫고 준법정신을 통

의 내적 역량이다. 세 가지의 역량을 좀 더 효과

해 그 기준에 맞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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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협업하는

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개인의 기술적인 능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고차원적인 지적능력을

력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서의 가치를 내재하

발휘하여 인류문화의 발전을 이륙하기 위해 공동

고 있으므로, 개인의 내적인 영역을 포함한 전인

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방

적인 잠재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은 올

안을 내놓는 것이다.

바른 척도를 지닌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전제될

이처럼 모든 역량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역량이

때, 인간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만

기 때문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갖

들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에게

춰야 할 필수적인 역량이기도 하다.

필요한 중요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관리역량, 음악적 소통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와 타인과의

핵심역량은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인간
에게 필요한 잠재적 능력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관계 속에서 풍요로운 삶인 행복을 창출하는 것
으로, 이러한 개인의 내면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고도의 사고능력을 갖고 와서 창의·융합 사고역량
과 음악정보처리역량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5가지 역량의 합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문화적 공동체 역량으로 이어진다.
자기관리역량, 음악적 감성역량. 음악적 소통역
량은 타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개인
의 인격형성과 연관되어 있다. 창의·융합 사고역
량, 음악정보처리역량은 인지적 능력에 해당되는
역량이지만, 합리적이고 올바른 생각과 사고과정
을 거쳐 합리적인 선택에 이를 수 있게 되므로,
모든 과정에서의 고등사고능력이 자연스럽게 뒤
따라오게 된다. 음악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음악과 핵심역량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인간이라
면 누구나 갖춰야 할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악은 특성상 행복을 구현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이므로, 결국 행
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음악교육을 통한 핵심역
량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역량은 빠르게 변
화하는 사회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사람다운 삶을 유지
하게 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DeSeCo 프로젝트에서 정의한 역량은 특정 맥
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 실천적 기술
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
회적, 행동적 요소를 통해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으로 정의 내렸다. 즉, 핵심역량이 미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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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교육에서의 인성교육
종교개혁가인 Luter는 “음악은 신으로부터 주
어진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예술이며 인간의 심
성 도야에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성교육은 주로 인간관계와 관련된 덕목과 도
덕적 판단에 필요한 능력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
이다. 교과로서 음악은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동시
에 실천할 수 있는 예술교과로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감수성과 상상력 놀이를 통해서 언어로 표
현하고 느낄 수 없는 세계를 창조하고 나를 드러
내고 남을 이해하는 소통의 도구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 원리는 자기 이해의
원리, 자기 표현의 원리, 균형과 조화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21세기 인성교육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
유와 행위를 통하여 자기 삶의 중심을 스스로 세
우고 자기 성찰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
육이다.
둘째, 21세기 인성교육은 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셋째, 21세기 인성교육은 물질문명에 매몰되지 않
고 인류의 근본경험에 속하는 초월성을 삶의 핵
심적 계기로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육
이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 제시에 맞추어 음악교육
에서의 인성교육 방향도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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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자기 이해의 원리), 상생의 삶을

살아가고(균

대한 이해를 높여주며 음악 활동 과정에서 신체

형과 조화의 원리), 근본경험에 충실한(자기 표현

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의 신체적 이해뿐만 아니

의 원리) 삶을 살도록 이끄는 방향이 되어야 한

라 숨겨진 능력이나 기질을 발견하도록 한다. 타

다.

인에 대한 존중은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사
회적 관계를 위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

<표 1> 음악과 인성요소

덕목으로 음악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 존중의 인

음악과

인성

인성

요소 세부 내용

교육

요소

원리

성 요소에 따른 학습 활동의 예를 제시하면 첫째,
스스로의 음악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확신하며
자신감 있게 노래 부르거나 연주한다. 둘째, 나의
정서, 요구 등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셋째, 음악

자아개념(정체성)
자기
존중

연주 및 발표를 통해서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

형성하기

감을 높인다. 넷째, 역사․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아 존중감 및 자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다섯째, 다양

아 효능감 증진하기

한 음악 문화의 가치를 존중한다. 여섯째, 생활
타인

신뢰

책임

배려

공정성

다름(차이)에

대해

정직하기, 꾸밈없이 진실하기
약속을 이행하기,

맡은 바에

성실하고 충실하기

이를 존중하며 참여한다.
자기
이해의
원리

음악에서 신뢰(Trustworthiness)는 음악 활동
을 통해 정직과 진실을 배우는 것이다. 음악은 신
체를 이용하는 기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오랜
수련(연습)을 거쳐야만 음악적 기술과 능력을 습

상대의 입장으로 공감적 이

득할 수 있다. 연습 과정은 꾸준한 인내와 성실함

해하기, 용서하고 포용하기,

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짓되거나 과장될 수 없다.

도덕적 예민성 기르기

그러므로 음악에서 신뢰는 음악적 역량을 쌓는

당당하고

일관되기,

정의 세우기

도덕적

데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다. 음악을 통해 솔직

도덕적

공동체 의식 가지기,
시민성

속에서 다양한 음악 문화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인정하기, 수용하기

판단력․의사결정능력․

균형과

하고 진실한 태도를 기르도록 함으로써 스스로에

조화의

대한 신뢰, 타인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신뢰

원리

의 인성 요소에 따른 학습 활동의 예를 제시하면
첫째,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음악을 표현한다. 둘

행동 실천력 기르기

째,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고 작곡가의 작품 의도
심미성

미(美)의 가치 추구하기, 행

자기

복의 가치 알기, 사랑하는 마

표현의

음 가지기

원리

를 존중하며 이를 충실히 살려 표현한다. 셋째,
합창 ․ 합주와 같이 협력하는 음악 활동에서 신뢰
감 있게 행동한다. 넷째,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기준에 따라 음악을 평한다. 다섯째, 우리

음악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요소

음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기른다. 여

는 신뢰성, 존중과 경의, 책임, 공정성, 배려, 시민

섯째, 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

의식, 심미성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에서

택하여 활용한다.

제시한 7가지 덕목을 요소로 선정할 수 있다.

음악에서 책임(Responsibility)은 작곡가, 연주

음악에서 존중(Respect)은 나의 가치를 인정하

가, 감상가, 비평가, 음악학자 등 다양한 음악적

고 타인에 대한 인정 및 다름의 존중을 배우는

역할을 맡아 충실히 해내는 것이다. 성실하다는

것이다. 음악은 감정의 깊은 곳을 다루므로 ‘나’에

태도 면에서 신뢰의 인성 요소와 유사하나 책임
의 인성 요소는 결과에도 책임을 진다. 책임의 인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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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요소가 빛을 발하는 것은 연주 무대로 음악회

활동에서 음악 표절 또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가

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대 위의 연주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음악

물론 다양한 음악적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의 다양한 쓰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한다. 책임의 인성 요소에 따른 학습 활동의 예를

기른다. 셋째, 음악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기능에

제시하면 첫째, 다양한 음악 활동에서 맡은 역할

따른 음악적 갈등과 소통에 대해 토론한다. 넷째,

에 충실하게 임하여 표현한다. 둘째, 다양한 소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음악 쟁점에 대해 공정하게

의 조화와 균형을 살려 표현한다. 셋째, 음악가로

판단한다. 다섯째, 음악의 원리와 질서 체계를 이

서 사회적 책임을 기른다. 넷째, 음악 문화 유산

해한다. 여섯째, 전통 음악의 가치 체계와 권위를

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보전, 발전시키려는 태

존중하고 따른다.

도를 기른다. 다섯째, 음악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음악에서 시민성(Citizenship)은 소통과 화합의

력에 대해 이해한다. 여섯째, 우리 음악의 가치를

힘을 가진 음악을 통해 공동체 의식, 세계시민 의

인식하며 음악과 관련된 문화재를 보존․계승하기

식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려면 공정성과 함께 책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

임감 있는 의사 결정과 판단력, 실행력을 갖추어

음악에서 배려(Caring)는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야 한다.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거시적 안목으

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배려는 상대방을

로 예술을 이해하며 세계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존중의 인성 요

가는 태도와 자질을 기른다. 시민성의 인성 요소

소와 유사하나 존중보다 정서적으로 접근하며 감

에 따른 학습 활동의 예를 제시하면 첫째, 평화,

정이입과 공감적 이해를 강조한다. 음악이 전체적

환경, 인류 등의 내용을 담은 악곡의 의미를 살려

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면 악기와 성부의 특성

표현한다. 둘째, 예술 및 음악에 대한 거시적 안

을 이해하고 이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

목과 통찰력을 기른다. 셋째, 세계 음악 시민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합창 ․ 합주와 같이 협력하는

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넷째, 음악의 사회적

음악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상대방의 음악적 요

기능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다섯째, 마을 축제 및

구, 정서, 목표, 관점 등을 조율하면서 음악적인

행사에 관심을 갖고 음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배려와 더불어 말과 행동의 배려도 기른다. 배려

음악적 소통을 이룬다. 여섯째, 사회 연대와 공동

의 인성 요소에 따른 학습 활동의 예를 제시하면

체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음악적 활동에 참여

첫째,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악곡의 특징을

한다.

살려 표현한다. 둘째, 합창․합주 활동에서 동료의

음악에서 심미성(Aesthetics)은 음악교과가 지

음악적 정서, 요구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표현

향하는 인성교육의 이상적인 완성이다. 음악을 통

한다. 셋째, 음악에 담긴 다양한 음악적 정서를

해 아름다움과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감정이입하거나 공감하며 감상한다. 넷째, 소외되

모든 음악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육 목표이

거나 아프고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음악 연주

다. 심미성의 인성 요소에 따른 학습 활동의 예를

봉사를 함으로써 위안과 희망을 전달한다. 다섯

제시하면 첫째,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 표

째,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을 배려하는 태도

현력을 기른다. 둘째, 다양한 공간과 매체를 통해

로 감상한다. 여섯째, 음악의 다양한 쓰임과 역할

음악을 경험하고 표현의 즐거움을 느낀다. 셋째,

을 이해하며 음악을 통한 화합과 통합에 참여한

다양한 음색의 악기와 악곡을 활용하여 음악의

다.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넷째, 음악적 표현력과 창

음악에서 공정성(Fairness)은 다양한 음악적 상

의력으로 풍부하고 예술적인 감수성을 기른다. 다

황에서 공평하고 올바른 도덕적 정의를 가지는

섯째,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음악적 안목과 자질

것이다. 또한 음악이 가진 질서 체계를 이해하고

을 기른다. 여섯째, 생활 속에서 음악을 애호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정성의 인성 요

즐기는 태도를 기른다.

소에 따른 학습 활동의 예를 제시하면 첫째,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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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린 사고로 받아들이고 풍부한 감수성으로

도와주면서,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출할 수

공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갈등 상황의 해결점을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모

찾을 때에도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주어진

방하고 카타르시스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음악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교과

교육을 통해 타인과의 감정교류를 원활하게 소통

의 특성을 살린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인간으로의 교육이 가능하다.

음악과 인성요소를 현대 교육적 관점에 맞추어

음악은 삶을 즐겁게 만들어 행복을 완성시킬

행복과 핵심역량과 통합하여 조정해야 한다. 그래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학생

서 올바른 인격형성과 핵심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들의 생활 속에서 음악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닫

전인적 인간의 성장을 도모하여 개인의 즐거운

고, 즐기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활을 영위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통해

도와야 하므로, 음악교육이 필요하다.

타인과의 관계를 완성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
가야 한다.

행복론과 음악의 성격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
며, 음악교육의 기능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전
인적인 인재를 교육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음악교육에서의 행복 인성교육이 필요한가?
OECD 국가에서 연령대에 상관없이 행복지수의
최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는 여가를 의

있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과
목이 된다. 이러한 것을 통해 최종적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미 있게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음악은 공동체를

연령대의 사람들이 여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활동하지만,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행복지수의 턱

있다. 인류는 개별적으로 보면 각 나라별로 다른

없이 낮은 결과는 사람들이 거짓된 즐거움을 공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의 기능은 인

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행복을

간의 행복실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므로,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인류가 공통의 언어로서 음악을 이해하는

따라서 반드시 음악을 통한 교육이 필요한 것
이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것은 올바른 사람으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은 그대로 공동체의 복리로 이어진다.

위해서이기도 하고, 욕구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갖는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 여가시간을 행복하게 보

개별적인 특성이 존중되는 시대변화에 맞춰 국가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가를 선용하여 진정한 행

수준에서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

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스

의 자아완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인간

스로 경험해보는 것을 통한 음악지식의 구성을

의 혼을 내재하고 있는 음악의 기능을 통해 가능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결국 이 모든

해지므로 음악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음악내용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실현을

현대사회의 기술적 발전은 인간 간의 관계를

향하고 있다.

더욱 단절하고 있는 현상을 일으켰다. 타인과의

교육현장에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학생들에게

소통의 부재는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를 낳았으며

바른 습관을 들여 바른 인품을 길러주는 것을 통

이는 학교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옆에

해, 개인의 올바른 욕구체계를 정립하여 가치 있

있는 동료를 자신과 다른 선상에 놓으면서 의사

는 것을 가치 있다고 볼 수 있는 내면의 눈을 길

소통의 부재를 낳았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올

러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공동체의 가치를 깨

바르게 표출하는 방식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

닫고 개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닌 타인

인과의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과 함께 화합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란 것을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여 감정의 순화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육에서의 중
점은 음악교육을 통한 핵심역량의 함양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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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올바른 인간으로의 성장을 도와야 한

개인의 바른 인성을 전제로 창의적으로 사고

다고 바라보았는데, 이는 곧 핵심역량의 증진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으로의 성장 즉, 핵심역

통한 행복실현으로 연결된다. 행복이란 온전한 자

량의 함양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신을 만나고 성장했을 때 실현되는 것으로, 이것

수 있는 인간으로의 도야는 음악교육에서의 행복

은 실천적 지혜를 통해 성격적 탁월성을 기반으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로 한 내적인 성장 즉, 내면의 눈을 함양하는 것

궁극적인 행복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을 실현하는

이다. 이는 인간이 지향하는 욕구를 올바르게 정

것을 넘어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립하여 진정한 목적인 행복을 지향할 수 있도록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음악교육의 역할이

만든다.

중요하다.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올바른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눈을 통해 진정한 행복

습관을 갖도록 인성교육을 통해 삶의 나침반을

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으로의 도야는 음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것은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

악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음악교육은

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개개인의 모임은 행복한

인간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개인의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욕구를 지향할 수 있도록 내면적 성장을 일궈내
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올바른 인간으로의 성

III. 결론

장을 가능하게 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인간으로의 도야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음

인성은 교육의 기본인 동시에 미래 사회를 이

악을 통한 핵심역량의 함양과 맥을 같이 한다.

끌어 갈 21세기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핵

이처럼 음악의 기능은 외적인 것만을 가치 있

심역량이다.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가 국가 경쟁

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력의 핵심이 되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바람직

깨닫게 만들어 주고, 이로 인해 의미 있는 시간으

한 방향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성적 측면의

로서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즐거

성숙이 절대로 필요하며,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

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공동체의 문제해결

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글로벌 인재로서 완성될

을 통한 공공의 행복실현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

수 있다.

라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실현을

음악교육의 역사에서 음악이 인간의 품성에 변

넘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화를 가져온다는 사고는 음악교육의 기본 출발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라 음악교육의 필요

이며, 바람직한 인성의 도야는 어느 시대에서든지

성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음악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인간을 도야하는

바른 습관을 들여 바른 인품을 길러주는 것을 통

것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

해, 개인의 올바른 욕구체계를 정립하여 가치 있

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내면의 눈을 길러주는

는 것을 가치 있다고 볼 수 있는 내면의 눈을 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 공동체는 이러한

러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공동체의 가치를 깨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기

닫고 개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닌 타인

위한 방안으로 핵심역량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

과 함께 화합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란 것을

라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을 전면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육에서의 중

반영하여 학교현장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점은 음악교육을 통한 핵심역량의 함양을 목적으

Aristoteles는 행복론을 통해, 인간이 궁극적으
로 지향해야 할 도착점으로서 행복을 깨닫고 실
현할 수 있으려면, 음악교육을 통해 여가를 선용

로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행복 인성교육이 음악교육에서 효과적으로 구
현되려면 학교 음악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음악교육에서의 행복 인성교육의 가
504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김 미 숙

치와 핵심역량의 계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김은미, 최명구 (2007).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행

있었다. 음악교육에서의 행복 인성교육 연구는 시대

복과의 관계. 아동교육. 16. 155-171

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과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김현경 (2003).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미래시대에 걸맞은 확장되

리학에 나타난 행복의 자족성 개념과 외부적 선.

고 다원화된 세계관과 인간관, 행복론 등을 고려한

범한철학. 29. 231-251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인성적 접근을 제언해본다.

김춘미 (1993).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 낭만음
악. 21. 5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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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축으로 한 교육개
혁에서도 ‘행복’이 주요 교육정책의 중심에 놓여

근래에 이르러 교육 심리학 분야에서는 긍정

있다. 교육부에서는 지금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심리학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진도 나가기, 정답 찾기, 과도한 반복학습, 주지교

의 심리학자 M. Seligman과 S, Maier는 개들을

과 중심의 지식교육으로 인하여 배움의 즐거움보

대상으로 한 우울증 실험을 통해 ‘학습된 무력감’

다 배워야 할 지식이 너무 많아 학생들의 자존감

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내고, 우리 인간도 선택하는

이 심각히 훼손되는 실정에 놓여있다고 진단하고,

능력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무력한 존재가 될 수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를 계

다고 말하고 있다(이화, 2017: 4-8).

기로 심리학이 이제 고통의 치료만큼이나 행복에

이런 맥락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행복은 타고 나는 것이 아

학교교육이 학생들에게 인생 전반을 통해 행복할

니라 훈련하는 것이라는 신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줄

고 하였다.

수 있는가의 물음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러한 관점의 배경에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패러다임 변화의 중

제3의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을 끌었던 인

심에 행복교육이 자리하고 있는데, 과연 학교교육

본주의 심리학이 자리하고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

에서 추구해야 할 행복교육의 ‘행복’의 의미는 어

은 개인이라는 존재, 개인의 내부에서의 변화에

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고찰한다. 그리고 이의 실

대한 능력, 의식적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현을 위한 학교교육의 방향을 규범적 차원에서

강조하였던 실존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

논의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생활 속

다. 근래의 긍정심리학도 기본적으로 이런 맥락에

에서 맺게 되는 관계성의 질이 지속가능한 행복

서 학교 교육이 학생들 개인의 만족스런 삶의 성

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라는 인식하에 한국의

취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된 것이다.

관계문화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

선을 위한 학교 행복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

서도 행복교육이 주창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특

색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인다.

별시교육청은 몇 해 전부터 초중등학교 교육의
슬로건을 ‘행복교육’으로 설정한 후, 학생들의 꿈

Ⅱ. 초중등학교 행복교육에서의 ‘행복’의 의미

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 사람들은

는 최근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서울시

행복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

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

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면

육”에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교육정책

서도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지

입장을 내세운다. 그만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반증일 것이다. 여기서는 자의(字意)를 통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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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은 ‘hap’으로, 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운

행복(幸福)의 ‘幸’(다행 행)자는 애초에는 지금

(luck)’

혹은

‘운(lot)’의

뜻과

함께

‘발생

의 형체와는 달리 죄인들에게 채우던 나무수갑의

(occurrence)’, ‘우연히

일어난 일(happening)’,

형상을 딴 상형문자에서 ‘夭(일찍 죽을 요)’와 ‘屰

혹은 ‘우연한 일(accident)’의 뜻을 담고 있다.

(거스를 역)’이 합쳐진 회의문자로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말 한자어 ‘幸福’이나

‘夭’는 머리가 구부러진 모양을 상형한 것으로,

영어 ‘happiness’는 공통적으로 ‘행운’의 의미를

‘어리다[少(소)]’는 뜻을 담고 있었다. 모든 물건

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은 처음 자라날 때에는 굽어있고 아직 펴지 못한

은 그런 행운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

상태로 있는데 만약 완전히 성장을 이루지 못한

니라는 것이다. 불리한 상황이면 그것을 거슬러

다면 ‘夭’에서 끝이 난다. 그래서 사람이 순서를

극복하고, 소망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기원하며 추

지키지 못하고 죽는 것을 夭라 하기도 한다(염정

구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다. 죄수가 도망친다는

삼, 2007: 526-527). ‘屰’은 사람이 거꾸로 선

것은 보통의 의지나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죄수가 거꾸로 도망치는’

이다. 또한 술항아리를 들어 신에게 바치며 초자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로부터 ‘액운에서 벗어나다’

연적 혜택을 비는 것도 인간의 기원 혹은 염원을

라는 뜻까지 파생돼 나왔다(랴오원하오 저, 김락

나타낸 것이다. 영혼이 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

준 역, 2015: 243-247).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노력이 선행되어야 한

‘福(복 복)’자는 제물을 높고 두텁게 쌓아 놓고

다. 그리고 그러하였을 때 초자연적 행운이 비로

신에게 제(祭)를 올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에서

소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

유래한다. ‘示(시)’와 술 단지를 본 뜬 ‘畐(복)’과

므로 행복이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

이를 두 손으로 받쳐 든 모양인 ‘廾(공)’(이는 나

써 노력할 때 얻을 수 있는 은혜라 할 수 있다.

중에 생략되었다)이 합쳐진 것이다. ‘示’는 ‘二

그런데 행복을 좀 더 개념적으로 접근해보면,

(이)’(옛날에는 上과 같은 의미로, 머리 위의 하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실체라기보다 주관적인 느

늘을 뜻함)와 해·달·별을 뜻하는 (자형에서) 위에

낌에 더 가깝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서 아래로 내려진 세 줄로 구성되었다(염정삼,

이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2007: 22). 하늘로부터 은혜가 햇빛, 달빛, 별빛

으로 정의하는 데에 동의한다. 흔히 사람들이 행

처럼 쏟아진다는 뜻이다. ‘畐’은 높고 커다란 항아

복을 정의할 때 쾌락, 건강, 돈, 재산(부), 친구,

리에 술이 가득 차 있는 모양을 상형화한 것으로,

종교, 목적, 가치, 인간관계, 안전, 자유, 운동, 휴

술항아리를 들어 신에게 바치며 초자연적 혜택을

식, 취미, 가족, 사랑, 명예, 지위. 금욕, 도덕, 진

비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복’은 인간이 기원해서

리 추구, 중용, 효용 등의 단어를 활용하는데, 어

받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혜택이다(김용석, 2005:

떤 단어로 정의하든, 행복은 개인의 느낌에서 비

187). 결국, 동양의 한자문화권에서 ‘행복’이란 말

롯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 행복이란 사람들이

은 하늘에 기원하여 어떤 운이나 (경제적) 부를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이

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의 문제로 귀결

서양에서 우리말 ‘행복’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된다.

그리스말 ‘eudaimonia’(에우다이모니아)와 영어의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는 객관적 행복이란 있을

‘happiness’를 들 수 있다. ‘eudaimonia’는 ‘좋은

수 없다. 그 어떤 외부조건도 사실에 불과할 뿐,

(good)’이나

‘eu’(에우)와

그런 것들이 마음의 느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spirit’(영혼)을 뜻하는 ‘daimon’(다이몬)이 합쳐

행복에 무용하다(조정옥, 2016: 35-36). 그리고

진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은 ‘좋은 영혼’을 뜻한다.

행복을 마음속의 느낌이라고 하였을 때, 그 때의

여기에서 좋은 영혼이란 제 기능을 탁월하게 발

구체적인 마음의 상태는 기쁨(만족, 즐거움, 환희,

휘하는 영혼이다. 그리고 영어 ‘happiness’의 어원

황홀경, 애정과 같은 유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잘(well)’을

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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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마음 상태), 불쾌감의 부재(슬픔, 불안, 두

적인 행복은 신의 본질을 보는 것이라는 종교적

려움, 분노, 죄의식, 수치심과 같은 불쾌하고 부정

신념에 따라 생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인

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 그리고 만족(인생 전반

이 원하면 언제든지 기쁨이나 쾌락을 느끼는 전

이나 적어도 인생의 어떤 측면, 예컨대, 인간관계

전두피질 좌측의 신경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인

나 직업, 신체적인 능력)의 세 요소를 내포하고

공지능형 모자를 제작하여 쓰고 다닐 수도 있을

있다(폴 마틴 지음, 홍성영 옮김, 2006: 27).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그러나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의미 있고 어떤

정의한다 하더라도,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목적이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무

서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

엇보다 중요하다. 학교교육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객관적

안 될 행복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전생애를 통

인 조건들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마음

해 나름의 어떤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며 삶을 살

의 느낌으로 연결되는 주관적 결과는 각기 다를

아갈 것인가를 탐색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수

수 있기 때문이다.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

이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유전적 요인, 구체적으

면, 학생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

로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을 주요소로 꼽는

해서는 단순한 순간적인 쾌락이나 만족보다 더

다. 관련학계의 통상적인 견해는 행복 개인차의

깊은 의미를 가진 무언가가 필요하다.

약 50%가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G. Rubin,

따라서 학교 행복교육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2013; S. Lyubomirsky, 2007). 유전적 요소인

의미는 Aristoteles가 말했던 탁월하게 발휘하는

성격 중에서도 특히 외향적 성격이 행복과 긍정

영혼의

적인 관련이 많은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내향

가깝다. 곧 행복은 완전한 덕을 따른 정신의 활동

적이거나 신경증적인 사람들은 행복에서 불리한

이라 할 수 있다. 만일 하나 이상의 여러 탁월함

처지에 놓인다. 최근에는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행

(덕)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최상의 그리고 가

복은 인간 두뇌의 전전두피질 좌측의 활성화와

장 완전한 탁월함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전전

리스토텔레스 지음, 최명관 옮김, 1991: 44, 56).

두피질 우측이 활성화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

그것은 공자가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고 있다(탈 벤 샤하르 강의, 왕옌밍 엮음, 김정자

팔을 베고 누웠으니 그 가운데도 즐거움이 있도

옮김, 2014: 177).

다.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부귀하게 되는 것은 나

활동인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와

에게는 뜬구름과 같다.”(『論語』「述而」, 子曰,
그렇다면 초중등학교의 행복교육에서 추구하는

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

‘행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가? 이 물

且貴, 於我如浮雲)고 했을 때의 의(義)에 부합하

음은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여 느끼는 ‘즐거움(樂)’과 유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을

결국 학교 행복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행복은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 행복교육은 어디에 역점을

학생들이 자신의 전생애의 가치와 목적을 탐색하

두어야 하는가와 관련된다.

고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실패, 좌절 등을 극

자기 자신에만 한정해서 본다면 행복의 비결은

복하며 경험하는 주관적 안녕감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매우 간단할 수 있다. 예컨대, 매일 명상

그러므로 학교 행복교육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최

을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몰두 할

종 ‘지점’이 아니라 목적을 향한 ‘과정’에서 경험

수 있고,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이나 욕심을 내려

하는 주관적 안녕감이다.

놓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인생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는 인

학생은 성격을 개조하는데 힘을 쏟을 수도 있고,

간이 갖추어야 할 지혜와 참된 도덕의 근간이며,

A. Augustinus나 T. Aquinas처럼 완전하고 궁극

교육을 통해서 길러져야 할 덕목 중 하나다. 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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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이 행복한 인생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러셀 지음, 이순희 옮김, 2009: 264). 우리는 무

필수조건인 것만은 분명하다(버트런드 러셀 지음,

절제함으로써 눈앞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마

이순희 옮김, 2009: 235). 행복이란 희미하게나

땅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

마 우리가 알던 것을 느끼는 것이며, 이제 다시

제력이 부족하여 눈앞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한

더 큰 결심과 확고한 목적으로 시간을 두고 새롭

다(장동익, 2017: 310). 그리고 그런 행위가 반

게 발견하는 그런 것이다.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복될수록 우리의 내면에는 왜곡된 정당화나 자신

자신의 부분을 발견하며 느끼는 정신적 희열이라

에게 유리한 비교, 혹은 무시하거나 묵살하기 등

할 수 있다.

과 같은 비합리적인 심리적 기제가 발달될 수 있

학생들이 자신의 전생애의 가치 있는 목적을

다(E. C. Vozzola, 2014: 145-146). 그럼에도

정립하는 일은 개인에 따라 쉽거나 혹은 매우 힘

우리는 선한 삶을 향한 의지를 놓아버려서는 안

든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된다. 왜냐하면 선한 삶은 행복한 삶이 향하는 방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 지향적 목적의식을 향해

향이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자아성찰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따라서 학교 행복교육에서는 학생들이 ‘가치 있

이다. I. Kant는 세 가지 패악, 즉 나태, 비겁, 허

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는

위 중에서 첫 번째 것이 가장 경멸스러운 것이라

가?’,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만한 자신에

하였다.(임마누엘 칸트 지음, 백종현 옮김, 2015:

게 성취감을 주는 목적을 찾고 있는가?’ 등의 가

346, 347). 학교교육에서 추구하는 행복도 일시

치 지향적 목적의식을 자극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적인 기쁨이나 불쾌의 부재, 혹은 가치를 도외시

스스로 제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 만족감의 성취보다는 가치 있는 목적의식을

한다(윌리엄 데이먼 지음, 정창우·한혜민 옮김,

향한 부단한 자기노력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2012: 68). 곧, 학생들이 L. Tolstoy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Ⅲ. 선한 삶, 관계성, 그리고 행복한 삶의
함수 관계

늘 가슴에 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
다.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은 어디에서 오

1. 선한 삶: 행복한 삶의 방향

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과정
이나 그것을 얻었을 때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학

행복에 이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생들이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이 ‘무엇을

I. Kant는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원하는 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때 추구하

우리가 행복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주

는 목적이 자신의 안녕에만 국한되는 것보다는

장한다. 그가 말하는 것은 어떤 행복이든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증진하는 일과 연관된다면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최고의 도덕적 기준에 따

더 바람직할 것이다. 고귀한 목적은 타인의 안녕

라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비록

을 돕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상의 삶에서 이와 같은 칸트적 도덕입법에 입

학교교육에서 선한 사람을 육성하는 것보다 더

각하여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

본질적인 기획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현행 2015

도 가치 있는 삶을 향한 목적의식의 한 가운데에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중점사

‘선한 삶’에 대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어야 할 것

항인 핵심역량들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다.

깨닫고 잔인하게 굴지 않는 능력, 자신의 충동을

우리는 ‘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

조절하고 욕구충족을 나중으로 미루는 능력, 판단

음에 대해 그 길이 행복에 대한 가장 지속가능하

하기 전에 편견 없이 경청하는 능력, 차이점을 받

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행

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 비윤리적인 선택을 판별

복한 삶은 선한 삶과 대단히 흡사하다(버트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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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 공감능력, 부정부패에 대항하는 능력,

저명한 뇌과학자인 M. Gazzaniga 교수는 ‘인간의

연민과 존경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 능력 등(미

뇌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설계되었을까?’라

셸 보바 지음, 한혜진 옮김, 2004: 16) 선한 사람

는 의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인간관계를 잘 하기

에게 요구되는 필요조건들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

위해서’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는 인간을 ‘뼛속

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러한 핵심역량들을 발

까지 사회적이다’라고 하였다(서은국, 2016: 85).

판으로 자랑스럽게 선(善)이라고 부르는 것을 일

행복의 주요인이 관계성에 있다는 경험 연구결과

생 동안 인내심 있게 추구해 나가면서 주관적 만

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예컨대

족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일러 진정한 행복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 연구결과에 따르면, 삶에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 가장 중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곁에는 나약하고 얄팍

랑을 통해 얻어진다(G. E. Vaillant, 2002: 13).

하기만 한 행복이 서성대고 있다. 예전의 고귀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더 행복할 뿐 아니라

도덕적 성취로서가 아니라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더 건강하다. 가까운 친구, 편안한 이웃, 서로 도

회피가 어느새 행복이라는 너울을 쓰고 학생들

움을 주고받는 동료가 있는 사람들은 고립되어

마음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리처드 스코시 지음,

사는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안녕

정경란 옮김, 2008: 7). 모든 쾌락에는 고통이 선

감을 더 느낀다. 실제로 우리는 경험을 통해 행복

행한다. 고통이 언제나 최초의 것이다(임마누엘

감을 자주 느끼는 아동들은 부모와 강한 애착이

칸트 지음, 백종현 옮김, 2015: 280). 선한 삶을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행복한 학생들은 교

향한 발걸음은 본래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그리

사나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한 인간관계를

고 그것은 인간의 전생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맺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극복해야 할 일이다(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김

따라서 학생들이 부모, 형제, 교사, 친구, 자연,

석희 옮김, 1997: 50). M. Gandhi가 말했듯이,

동물, 초월 등과 어떤 관계성을 정립하느냐는 곧

양심 없는 쾌락은 죄악이다.

그들의 행복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학교 행복교육

2. 관계성: 행복의 주요 변수

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은 학생들 개인이 가
정과 학교에서 타자들과의 관계성을 잘 확립해나

선한 삶은 다른 사람들, 자연, 초월 등과의 ‘관
계’를 통해서 성취된다. 학생들이 경험할 행복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다.

란 것도 선한 삶을 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맺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관계가

게 되는 타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진실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래서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어떤 의무감이나 자신을 희생한다는 생각에서 마

행복감을

인간(서은국,

지못해 맺는 관계는 오히려 서로에게 해가 될 수

2016: 10)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행복 이전

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에 입각한 교류는 불쾌

에, 인간은 타자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감만 유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어쩌면 굳이 애쓰

존재이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의 대상

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을 좋아하는

은 부모이며, 다음은 친구, 사랑과 결혼일 것이다.

것은 개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천

여러 연구결과들을 보면, 삶의 후반에서 친구가

이라고 할 수 있다(버트런드 러셀 지음, 이순희

다시 중요하게 부각된다. 생활단계에 따라 관계의

옮김, 2009: 169).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

대상이 달라질 뿐,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심리학자들은 사회적 관계가 안녕감의 모든 부
분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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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문화에서의 관계성의 특성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행복증진 방안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김 태 훈

부모와 형제자매를 그 누구보다 우선시하는 가족
1. 한국문화에서의 관계성의 특성: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행복 저해 요인

중심주의 문화를 발달시켰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한국 문화에서의 이러한 관
계성의 특성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각

가정과 학교에서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국 초

하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S.

중등학교 학생들의 행복의 측면들을 연구한 결과

Freud는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 타

에 따르면(박영신·김의철, 2014: 148-151), 한국

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일 것이라고 하였다

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김석희 옮김, 1997:

인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화목’인 것으

258). 특히 친밀한 관계가 손상될 경우 사람들은

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관계 등 주위사람들과

더 쉽게 죄의식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럼

원만한 인간관계가 그 다음 요인으로, 그리고 학

으로써 결국 자신의 삶에 더 많은 해를 끼치게

업성취를 포함한 개인적 성취가 그 뒤를 이었다.

된다(헤란트 캐차도리안 저, 김태훈 역, 2016:

이를 달리 말하면, 한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165). 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맺는 인간관

가정의 불화를 행복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

계는 친밀하고, 정서적 유대가 강하며, 영속성이

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불화의 범주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경험하

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은 반응률

는 불편한 관계성은 그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손

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싸움, 가족 간 불

상을 끼칠 수 있다. 한국의 문화에 내포된 수직

화, 가족 간 의견충돌, 가족 간 이해부족과 같은

적·배타적 특성들이 구조적으로 학생들에게 숙명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적인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숙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관건은 곧

고해봐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의 가족 간의 인간관계,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문화에서의 경직된 수직적 관계성의 특성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음을 경험적으

은 기본적으로 유가문화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로 확인할 수 있다.

있다. 유가의 근본적인 관심은 가정, 공동체, 세

그리고 한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

계, 그리고 이를 초월하는 관계망 내에서 어떻게

에서 지각하는 행복의 주요 요인은 친구들과 맺

해야 참된 인간이 되는가를 깨닫는데 있었다. 따

는 ‘인간관계’가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학업

라서 유가의 사유체계는 공동체 속에서 ‘관계의

성취는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좋아하는 수업시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시되었다. 그리

간’이나 ‘선생님의 칭찬’은 ‘휴식 및 여가시간’보다

고 이에 따른 질서이념은 ‘예(禮)’라는 행동규범

오히려 낮은 반응률을 보였다. 가정에서와 마찬가

으로 구체화되었다. 그것은 친소원근(親疎遠近)과

지로, 학교에서도 인간관계가 한국 초중등학교 학

선후본말(先後本末)의 원칙에 따라 귀천, 장유,

생들의 행복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빈부, 경중의 차등 구조를 이루며, 각자가 그 ‘분

임이 확인되고 있다.

(分)’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사회질서의 원

한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상당수가 부모나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

리로

기능하였다(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644).

는 데는 한국문화의 수직적·서열적, 배타적·폐쇄적

예의 정신은, 우리가 삼강(三綱)에서 보듯이,

특성이 그 한 원인일 수 있다. 물론 이런 특성들

애초에는 윗사람의 벼리, 곧 모범을 바탕으로 아

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

랫사람과의 쌍무적 관계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것

다.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작용 하느냐에

이 점차 중앙집권적 국가이념의 유지 및 발전을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수

위한 이념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아랫사람들만의

직적·배타적 관계성은 한국인들 특유의 구성원들

헌신과 복종을 강조하는 규범으로 변질되었다.

간의 끈끈한 정(情) 중심의 교류문화나 자신의

유가의 수직적 상하윤리는 또한 배타적·폐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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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8 관계성의 질 개선을 통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행복 증진 방안

관계성의 특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이는 우

死 服賜以力 人之道也)라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리말 한자어 ‘관계(關係)’의 자의에도 잘 드러나

앞서 익혔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이런

있다. ‘關(관)’자는 ‘門(문문)’과 ‘관(북에 실을 꿰

군사부일체의 문화적 전통이 많이 사라졌지만, 한

는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문을 닫아거는 빗장의

국 사람들의 의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

뜻이다. 그리고 ‘係(맬 계)’자는 ‘매다’, ‘묶다’, ‘얽

는 어려울 것이다.

다’, ‘혈통’, ‘핏줄’ 등의 뜻을 담고 있다. ‘관계’라

이제 우리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행복 지각도

는 말에는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 배타적

를 높이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관계성 문화에

경계가 함축되어 있다.

내재된 이러한 특성들을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방

경계 내에서의 관계는 철저하게 상하 질서로

향으로 개선해나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정

규범화되며, 그 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이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있어서 부모나 교사들로

대해서도 경계 밖의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으

부터 간섭, 규제, 지시, 명령, 감시, 구속, 억압을

며, 그런 관심 또한 경계 내의 당사자들로부터 배

받는 장소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

척된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전

람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배척한

적으로 부모의 권리일 뿐이라는 인식도 그런 결

다면, 그들이 어떻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가족과

과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가정폭력

친구들과의 관계성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겠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3명

는가?

이 지난 1년 간 ‘자녀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

대한

정서적

근래에 페미니스트들은 의무의 자발론을 내세

학대는

워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25.7%에 이르고, 심지어 신체적 학대도 7.3%에

자녀가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 등을 자발적으로

이르렀다(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를 포함한 친족 어

사’).

느 누구에 대해서도 특별한 도덕적 의무를 지지

물론, E. Durkheim이 말한 바와 같이, 한 공동

않는다고 본다(C. Sommers & F. Sommers,

체가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에 유

1989: 729). 심지어 일부에서는 효 윤리를 폭력

대감, 연대감, 결속의식이 반드시 요청된다. 그런

과 희생의 장치로서의 근원적 성격이 강력하게

측면에서 한국문화에서의 이런 배타적 특성 또한

드러난다는 점에서 가부장제적 억압성과 폭력성

수직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순기능 측면

의 근원으로 여기기도 한다(김세서리아, 2010:

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이 배타

56).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이 관계맺음을 최초로

적이거나 폐쇄적으로 경직되어 기능할 경우, 자기

하게 되는 가정에서 그들에게 효만을 일방적으로

와 다른 사람들을 편 가르기 하거나 경계 밖의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慈)’와 ‘친애(親愛)’의 덕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악습

목 또한 그 이상의 비중으로 무게를 두어야 한다.

을 낳게 되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친애라는 말은 ‘친밀히 사랑함’, 또는 ‘그 사랑’

한국문화에서의 이러한 수직적·폐쇄적 관계성의

이다. ‘親(친)’자의 ‘亲’은 많은 나무가 포개어 놓

특성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윤리구조로

여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親’은 나무처럼 많은

확장되어 사회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하나의 이념

자식들을 부모가 보살핀다(見)는 뜻이다. ‘慈(자)’

적 축으로 작용하여왔다. 군사부일체의 공동체적

도 친애로 풀이된다. 윗부분의 ‘玆(자)’는 ‘두 뭉

사유방식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나라에 대한 충

치의 명주 실타래’를 본뜬 것이므로 여기에서 생

성의 원리나 스승에 대한 공경의 원리와 같은 것

긴 따뜻한 온기가 이 글자를 대표하는 의미가 되

임을 강조한 것이다. 천자문을 이제 막 익힌 아이

었다. 아래의 ‘心(심)’은 사람의 심장을 본뜬 글자

들은 “삶을 주신 것에 죽음으로써 갚고, 그 밖에

이다. 따뜻한 온기(玆)와 마음(心)이 모인 ‘慈’자

내게 줌[賜]이 있는 분에겐 힘으로 보답하는 것

가 어머니의 마음을 뜻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

이 사람의 도리”(『小學』「明倫 通論」, 報生以

러운 것이다(김언종, 2005: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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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
다.”는 우리말 속담에도 잘 담겨있다. 그러나 인간

상대방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로버트 콜스 지
음, 정홍섭 옮김, 1997: 21).

의 이러한 자연스런 생리·심리적 현상인 내리사랑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란 말도 효에 대한 일방적 강조로 언제부턴가

관계의 한 축인 교사는 한 ‘인간’이지 교육과정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어느 작가도 “내리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혼 없는 대유

사랑이란 말이 있다. 어머니를 사랑하기보다는 내

물이 아니며, 지식이 한 세대로부터 다름 세대로

자식을 사랑하기가, 내 자식보다는 손자를 사랑하

전달되는 생명 없는 관(pipe)도 아니다(A. H.

기가 노력을 요하지 않고 훨씬 더 자연스럽다. 입

Maslow, 1970: 287). 교사에게 있어 교육과정이

에 담기도 민망한 노릇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나 지식보다 우선한 것은 학생들과 한 인간으로

(박완서, 2015: 55)고 하였다. 이 작가는 왜 “입

서 진솔한 관계를 맺는 일이다.

에 담기도 민망한 노릇”이라고 하였을까?

여기서는 교육과 학생들을 대하는 이상적인 교

물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

사상을 상정하고, 그가 초중등학교 학생들과의 관

다워야 한다(『論語』「顏淵」, 君君 臣臣 父父

계성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이 지각하는 주

子子). 부모와 자녀는 각자 자신의 격(格)에 맞는

관적 안녕감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부모

급해보고자 한다.

와 자녀의 관계가 오로지 자녀에게만 복종이나

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와 관련하여

순응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고착되어 작용해서

무한한 긍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 교과는 교사

는 곤란하다. 어떤 지위 이전에, 인간은 누구나

와 학생들의 인간관계를 매개해주는 일차적인 수

존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단이다. 최고의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에

그리고 이런 관점은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학

관한 열정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빌

교에서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

스무트 지음, 노상미 옮김, 2011: 111)이라는 신

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념에 따라 끊임없는 탐구와 연수를 통해 자기 계

타자들과 관계를 맺는 주된 생활공간이다. 따라서

발과 연찬에 매진한다. 지식의 습득에만 그치지

한국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않고 이를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도록 재

노력은 기본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한국의 관계

구성 한다. 그리고 자신만의 고유한 수업방법과

성 문화에 내재된 특성의 부정적 측면들을 개선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게 긍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지, 아니면 부
정적이고 강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지를 분

2.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관계성의 질 향상을 위
한 학교교육의 과제

석하고 개선한다(김태훈, 2008: 8-9). 더 나아가
그는 수업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가르치
는 교과지식과 관련하여 뭔가 가치를 탐색해보고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 상호간

자 하는 의욕을 갖도록 일깨워준다.

의 관계에서 양쪽 모두가 만족감을 얻으려면 상

그는 가르침에는 인격도 필요하지만 특별한 인

대방의 인격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관계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생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자녀

간의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점을

나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불평등 구조의 원천은

배울 수 있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흔히 ‘인

지식과 권력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교사는 담당교

격’이나 ‘가치판단’, ‘도덕적 성장’ 등은 아이들이

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하였

어른들에게 일방적으로 지도받아야 하는 것으로

지만 학생들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잘못 생각되고 있다. 사실은 가정이나 교실에서

과정에 있다. 교사가 지니고 있는 권력은 학생의

아이들과 부모, 교사는 서로 반응하고 대화하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다. 그는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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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권력을 많이 차지하고

에서 학생들의 행복감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점

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을 잊지 않는다. 강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불평등

그는 개인들 간의 능력과 자질의 다름은 자신

관계를 이용하여 약자를 윽박지르거나 개인적 욕

이 학생들 각자에 대해 무엇을 배려할 것인가를

망을 성취하는 것을 거부한다. 학생이 처한 상황

알려주는 좋은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에 대해 이야기하지 학생의 성격과 인격에 대해

차별과는 다르다고 믿기에, 그는 학생 개개인의

평가하려 들지 않는다(하임 G. 기너트 지음, 신홍

개성에 따른 관심과 격려,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민 옮김, 2003: 87).

맞춤형 작은 배려는 한 학생의 삶에 엄청난 영향

또한 이 교사는 학생들을 소중한 인격체로서

을 미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직 미성숙한

존중하고 사랑한다. 존중의 바탕은 진실성이라는

학생들은 항상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형성의

신념에서 학생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우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학생 한 사람

그대로 읽고자 노력한다. I. Kant가 원칙에 따라

한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는

살고자 한다면 최고의 원칙은 다른 사람을 대할

다.

때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무조건 진실

그는 학교 혹은 학급의 규칙이 학생들의 행복

해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인격을 가진 존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참여와 소통

재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는 단 하나의 표시

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인 학급 분위기가 교실의

(칸트 지음, 이남원 옮김, 2014: 207)라고 했던

핵심요소라고 여기고, 학생들과 협동적으로 학교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규칙을 제정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

아울러 학생들 또한 서로 존중하는 습관을 기

한다. 그는, 여러 저널을 통해, 학교가 도덕 공동

를 수 있도록 폭넓은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기

체로 운영되면 그 학교의 학생들은 보다 높은 수

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

준의 도덕적 추론능력을 발휘하고 행동하는 반면,

의 감정에 대해서도 주의하도록 유도하며, 다른

자신들의 학교나 학급이 비민주적이고 비도덕적

사람들의 고통을 역설하거나 당하는 사람의 입장

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실

에서 생각해보도록 권유한다. 이타적이며 공감적

제로 가능한 도덕적 추론능력보다 더 낮은 수준

감정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모범적인 사람들의 사

에서 이에 접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례들을 자주 소개해준다(B. C. Unell & J. L.
Wyckoff, 1995: 2).

그래서 그는 다양한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사
고와 행동 간의 관계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그리

그는 사랑은 위대한 교육자이며(E. C. Vozzola,

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위의 결과에 관하

2014: 158) 인간의 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여 숙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과 도덕적 측면들을

신념을 갖고 있다. 그는 어떤 것을 사랑하는 인생

고려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는 인생보다 더 좋은

입장이 되어 생각하도록 하고 그들 자신과 다른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자체

사람들의 행동들이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어떻게

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유의 원천이며, 사랑은

지각되는지를 생각해보도록 자극한다. 또한 학급

사랑하는 관심의 행위, 헌신의 행위를 일어나게

의 규칙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준

하는 이유를 창조한다고 믿는다(해리 G. 프랭크

수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이런 의사결정에 학생들

퍼트 저, 박찬영 역, 2017: 82, 60).

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그는 학생 개개인을 공평하고 차별 없이 대우

조성해준다(E. C. Vozzola, 2014: 127-129).

한다. 학생의 종교, 성, 미모, 성적, 성격, 학부모

끝으로, 그는 학생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또한

의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어떤 학생을 특정한

이를 표현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것

활동에서 배제시키거나 관심에 차등을 두지 않는

은 곧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며,

다. 학생들은 차별에 매우 민감하며, 그것이 학교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 그 대상과 함께 선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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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R.

A.

Emmons,

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리고 학생들

2008: 4)을 잘 알고 있기에 학생들에게도 감사할

이 타자들과 어떤 관계성을 정립하느냐는 곧 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감사하는 마음은

들의 행복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된다. 따라서 학교 행복교육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학생들의 눈빛, 질문, 인사, 미소, 열정, 태도 등에

할 점은 학생들 개인이 가정과 학교에서 타자들

늘 감사한다. 모든 덕들이 다 그렇듯이, 감사를

과의 관계성을 잘 확립해나갈 수 있는 역량과 경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며, 학

험을 제공하는 일이다.

습과 훈련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부모와 함께 교사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느끼

감사란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할 수 있고 또 생

는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당사

각하고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이다. 특히 교사는 학교에서 추구하는 행복교육
의 방향을 실제적으로 추동하는 사람으로, 한국문

Ⅴ. 결 론

화에 내재되어 있는 수직적·폐쇄적 관계성의 특성
을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수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이 학생들에게
인생 전반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

있는 실제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주목된다.

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의 물음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상적인 교사상을 중심으로 학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과연 학교교육에서 추구해

교에서 초중등학교 학생들과의 관계성의 질을 개

야 할 행복교육의 ‘행복’의 의미는 어떤 것이어야

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그들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학교 행복교육의

학교교육의 방향을 규범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특

방안을 제시하였다.

히,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관계성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와 관련하여 무한한

의 질이 지속가능한 행복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긍지와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탐구와 연수를

변수라는 인식하에 한국적 관계문화의 특징을 검

통해 자기 계발과 연찬에 매진한다. 그는 교사와

토한 후, 이의 개선을 위한 학교 행복교육의 구체

학생 간은 불평등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적인 방안을 이상적인 교사상을 중심으로 논의하

인관관계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특히 그런

였다.

맥락에서 학생들을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

행복은 어떤 객관적인 실체라기보다 주관적인

랑한다. 차별은 학생들이 민감하게 지각하는 불쾌

느낌에 더 가깝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에서도 행

감의 주요소임을 깊이 인식하여 학생들을 공평하

복을 주관적 안녕감으로 정의하는 데에 동의한다.

고 차별 없이 대우한다. 아울러 그는 학교 혹은

행복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어떻

학급의 규칙이 학생들의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게 평가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

미친다고 보고, 학생들과 협동적으로 학교 규칙을

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제정하는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행복교육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탁월하게 발휘하

끝으로, 그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할 수 있는 능

는 영혼의 활동, 곧 완전한 덕을 따른 정신의 활

력임을 자각하고, 학생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또

동으로 그 의미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학교 행복

한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

교육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최종 ‘지점’이 아니라

는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목적을 향한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안녕감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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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얼마 전 89년 대학에 입학하고 93년 졸업한 학생
들이 25년 만에 다시 모였다. 푸르른 꿈을 안고 대
학에 입학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
며 청춘을 불태웠던 학우들이 이제는 40대를 넘어
50대를 바라보는 중년이 되어, “두근두근 연세 또
다시 봄”이라는 제목으로 재상봉 행사를 한 것이다.
각자의 전공도 다르고,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한 자
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친구들이 만나 그동안의 회
포를 풀고 20대의 아름다운 청춘으로 돌아가는 기
분은 매서운 추운 겨울을 지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
하는 것과 같은 감정일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중요한 부분은 재상봉
행사의 꽃으로 불리는 89학번 동기들이 조직한 합
창단이다.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재상봉 행사를 준비
하는 학교와 89년에 해당하는 학번들은 2월에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합창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2
월에서 5월 재상봉 전까지 매주 한 번씩 만나 음악
대학 졸업생들의 지도 아래 합창을 준비하고 연습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합창단을 조직하고 연습하며,
연주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학과가 달라서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르고 지내다
25년 만에 만나서 서로 어색하던 분위기는 사라지
고, 마치 학창시절에 편하게 말을 하며 지내던 그
시절로 금방 돌아가게 되었다. 또한 함께 노래하며
만들어 나가는 합창의 하모니는 그동안 각박한 사회
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지냈던 지난 시간
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고,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 주는 요술과 같은 힘을 발휘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로 준비한 합창을 무대에
올리고 공연을 한 후이다. 공연을 마치고 앙코르 송
을 부를 때에는 벅찬 감동으로 합창단 뿐 아니라,
청중들까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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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되었다. 물론 합창단이 끝난 후에는 삼개월간
함께 했던 친구들과 30년 이상 삶을 나누고 살아왔
던 것처럼 친밀해 지고, 무엇보다 행복한 감정을 느
끼게 되었다. 노래를 통해 하나가 되고 음악을 통해
삶의 행복한 감정들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이번 89학번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59년 처음 재상봉행사가 있었
던 이후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음악은 이와 같은 힘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된 영화인 ‘오빠생각’은 한국전쟁 중 실제로 활동했
던, ‘해군정훈음악대 어린이 합창단’을 모티브로 만
들어진

영화이다.

영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s://namu.wiki/w/오빠생각). 전쟁 중 가족과 사
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한상렬 소위(임시완 분)
는 전쟁고아들을 모아 어린이 합창단을 조직하고 삶
과 죽음이 공존하는 비참한 전쟁 속에서도 작은 노
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기적을 만들어 낸다. 실제로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감옥에서도, 가난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소외된
지역에서도 음악이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어김
없이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점에서 본 글에서는 음악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
한 음악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떤 소리가 음악적
소리이며, 음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역
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학교교
육과 21세기 행복한 삶을 위한 음악교육은 어떤 것
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음악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1. 음악이란 무엇인가?

중앙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최 진 호

전통적으로 음악의 역할은 놀이와 관련된 여가

람들의 귀에 음악이라고 인식된다는 것이다. 예를

활동과 결혼식/장례식과 같은 일상적인 의식, 그

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악을 들으면, 밝고 신

리고 종교의식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권

나는 노래는 장조로, 슬픈 노래는 단조로 인식한

덕원 외, 2008). 이러한 여가활동과 일상적인 의

다. 사실 이러한 조성음악은 바로크시기에 확립된

식, 그리고 종교의식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것으로 르네상스 이전에는 없던 개념이다. 음악을

있으며, 실생활은 그 지역과 민족만의 고유한 문

들어보면, 바로크시기 이전의 음악, 즉 중세시대

화를 형성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는 점

그레고리안 찬트나 르네상스 마드리갈과 같은 음

에서 음악 또한 각 민족과 문화권에 따라 다른

악은 익숙하지 않은 이상한 음악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자리 잡은 하나의 문화적 소산이라는 것

반면, 바로크 음악은 현재 우리가 듣기에 매우 적

을 알 수 있다(Radocy & Boyle, 1997).

합한 음악으로 들린다.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한 사회나 민족이 오랜

이를 우리 국악에 적용해 보아도 결과는 같다.

시간을 거쳐 형성해 온 “사회전반에 걸친 생활양

예를 들면, 한국 전통음악인 ‘한오백년’은 슬픈 곡

식” (Jary & Jary, 1991, p. 101)이다. 이는 문화

조이기에 일반적인 사람이 들으면, 단조라고 인식

라는 것이 실생활의 삶의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한다. 그러나 장, 단조의 개념은 서양음악, 특히

맺으면서 변화되고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

바로크 이후에 적용된 개념으로 한국음악에는 장

다. 이러한 오랜 삶의 결과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조·〮단조가 있을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있는 음악이며, 각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음악의

국전통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 ‘한오백년’

형태는 그 문화권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을 들려주고 어떻게 들리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있다. 이처럼 각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음악의 형

대학원생은 ‘한오백년’이 계면조로 들린다고 했다.

태가 그 문화권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현재

그래서 다시 단조로도 들리는지를 물었다. 대답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음악은 현재의 한국사회

단조로도 들린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전통음

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변화 발전해

악을 공부했으니 ‘한오백년’이 계면조, 평조로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구분해서 들리고, 일반 학교교육을 통해 서양음악

이러한 사실에서 소리가 음악이 되기 위한 두

교육도 받았으니 장조, 단조로도 들리게 되는 것

가지 요인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음악은 그 당

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은 한 사회에서 소리가

시 음악을 즐기고 소유하는 사회와 문화권의 사

음악으로 규정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람들에 의하여 규정되고 설명 된다. 예를 들면,

한 요인이다.

21세기 현재, 우리가 듣고 즐기는 일반적인 음악
들을 2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면,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현재의 음악을 음악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악은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
소리가 음악이라고 규정하면 음악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적 합의는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거친 것이기 보다는 큰 틀에서 사회적으로 받아
들여진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소리가 음악이 되기 위한 요인은 바
로 교육이다. 이는 앞서 말한 사회적 합의와도 일
맥상통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음악으로
규정된 소리를 학교 교육 및 일반 교양교육을 통
해서 이런 소리가 음악이라고 교육받게 되면, 사

2. 음악의 발생과 역사적 발전단계
음악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다. 이러한 점
에서 다른 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발생에
관한 정확한 사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대 음악
에 대한 자료는 미비하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학
자들은 여러 가지 가정을 세우고 추측할 뿐이다
(Radocy & Boyle, 1997). 먼저, 가장 먼저 가정
해

볼

수

있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다

(Revesz, 1954). 음악이 언어와 흡사한 역할로
사람들 간의 독특한 소통방식으로 사용되면서 발
생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음악의 기원이 성적인
것과 결부되어 나타난다는 짝짓기 이론, 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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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모방설(Darwin, 1874)이다. 즉, 동물들이 이성

2009).

을 유혹하기 위해 음악과 같은 소리를 내듯이 사

한편, 중세는 암흑시기(dark age)라고도 부른

람들도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음악을 시작했다는

다. 신본주의인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하나님 이

것이다. 이는 현재에도 사랑하는 이성에게 음악이

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죄악시되었기 때문

나 노래를 통해 어필하고자 하는 것과도 연관이

이다. 음악도 이러한 사회적 영향에서 교회음악을

있다고 하겠다.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Stringham, 1959).

그러나 보다 보편적인 음악의 발생과 역할에

모테트, 미사, 챤트 등 모든 음악 장르가 교회에

대한 추측은 종교적 의식과 노동과 연관된 것이

필요한 성가들이다.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하는

다(김종환, 2003). 즉, 원시시대부터 종교적 의식

것이 암흑시기인 중세에는 전혀 음악이 발전하지

을 위해 음악이 발생되었다는 것과 모든 문화권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중세시기에 음

에서 노동요가 존재하며, 노동의 고통을 경감시키

악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크게 발전한다. 지금

기 위해서 음악이 발생되고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악보와 음악형식들의 기초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악의 발생과

적인 것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이

관련한 정확한 정보나 사료는 존재하지 않기에

를 증명한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음악을 작곡하

이를 확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고 연주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추측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이러한 점을 반영하면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하기

가설들이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쉬울 것이다.

점이다.

신본주의의 중세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인본주

다시 말하면, 음악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면서

의가 상징인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 한다. 르네상

나타난 문화적 소산이며,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스 시대는 십자군 이후 교황권이 약화되고 종교

맺으면서 발전하고, 각 나라와 문화권에 따라 다

개혁이 일어났으며, 왕권이 강화되던 시기이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

이 시기에 맞춰 음악과 같은 예술에서도 중세시

하면, 모든 문화권의 음악의 발전단계를 논하는

대에는 금지되었던 자연예찬이나 남녀 간의 사랑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에 대한 주제들이 다뤄지기 시작한다. 음악에서는

장에서는 현재 21세기 음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다성부(polyphony) 음악인 마드리갈(madrigal)이

미친 서양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기준으로 음악

르네상스를 대표한다(민은기 외, 2009).

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어떤 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아무리 기독교의 세가 약해졌다 하더라
도, 예술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은 여전히 지대

서양 클래식 음악의 발전은 기독교가 유럽을

하여, 예술작품의 대다수가 기독교와 관련된 것이

장악하기 시작했던 중세부터 살펴보는 것이 타당

었다. 음악도 예외는 아니었다. 죠스캥 데프레

하다. 6세기경 당시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1세는

(Josquin des Prez, 1450-1521), 요한네스 오케

각 수도원에서 불려지고 있던 단선율 성가(Plain

겜 (Johannes Ockeghem, 1430-95)등 르네상스

Chant)들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편찬하였다. 이를

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곡 대부분이 여전히 교

그레고리안

Chant)라

부른다

회음악이었다(Miller, 1994). 다시 말하면, 인본주

성가는

단선율

의라는 것이 기독교를 다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

제창

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린다는 의미로

(unison)이라는 특징이 있다. 당시 여성은 남성의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바로크의 바흐를

부속물처럼 여겨졌으며, 바로크 시기까지 이러한

비롯하여 고전, 낭만시기의 많은 작곡가들이 교회

전통은 남아있었다. 이 후 단선율 성가에 여러 성

음악을 많이 작곡하였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현재

부가 더해지기 시작하였고, 오르가눔, 모테트 등

서양문화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의 음악형식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민은기 외,

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Miller,

성가(Gregorian

1994).

(monophony)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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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만

연주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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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르네상스 시기가 종료되고 바로크 시대가

자유로움이 결국 12음 기법의 쇤베르크를 위시한

열렸다는 것은 음악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

20세기 작곡가들로 이어져 조성음악의 파괴로 이

다. 바로크 시기 이전의 음악은 성부를 더해가는

어지는 흐름과, 이러한 형식의 파괴에 반대하여

수평적인 음악(mode)이라면, 바로크 시대는 음이

조성음악을 지키고자 했던, 브람스를 위시한 신고

동시에 울릴 때를 기준으로 화성(Chord)을 만들

전주의 작곡가들의 흐름이다(Miller, 1994). 재미

어가는 수직적인 음악이 확립된 시기이다(민은기

있는 것은 20세기 음악을 열었던 쇤베르크도, 조

외, 2009). 더불어 이러한 수직적 음악은 시작과

성음악을 고수하며 베토벤을 모델로 했던 브람스

끝이 분명해지는 조성(tonality)음악이 함께 발달

도, 바흐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함으로, 현재의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의 개념을

왕권이 약화되고 시민계급이 도래했던 낭만시

확립시켰다. 바흐와 헨델을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

대는, 산업의 발달로 인한 중산층의 형성으로 음

니로 부르는 이유이다.

악이 교회와 귀족들의 전유물에서 일반 시민들도

바로크 시대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가

감상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는 시기이다.

죽은 해인 1750년 막을 내린다. 바로크 시대에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음악가들도 교회와 귀족

화성과 조성이 확립되어 음악의 기초를 닦았다면,

들로부터 확실하게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

그 뒤를 이은 고전파 시대는 음악의 형식을 완성

나 인쇄술의 발달로 악보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한 시기이다. 이 당시 활동했던 작곡가는 교향곡

있게 되어 이러한 음악의 보편화가 더욱 가속화

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과 신동 모차르트, 그

되었다(Plantinga, 1984).

리고 악성 베토벤이 있다. 이 세 사람은 성악 위

이와 같은 음악의 보편화는 20세기 과학기술의

주로 발달해 오던 클래식 음악에서 기악을 위주

발달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음향기구가 다양화

로 하는 교향곡의 발전을 통해 절대음악의 개념

되면서 더욱 확대되었고, 현재 우리가 즐기고 있

을 확립시켰다. 특히 베토벤은 단선율 성가에서부

는 대중음악과 재즈, 그리고 영화음악 등 다양한

터 발전해 온 음악을 집대성하여 음악형식을 확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

립하고 낭만파 시대를 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

기서 중요한 것은 클래식 음악이 현재 우리가 즐

였다(Miller, 1994). 실제로 베토벤의 5번 교향곡

기고 있는 21세기 음악의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

운명은 확실한 고전파 음악이지만, 9번 합창은 낭

의 근간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클래식 음악

만파 음악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베토벤

의 역사가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즐기는 음악이

을 음악사상 가장 중요한 작곡가라고 부른다(민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더구나 클래식 음악은

은기 외, 2009).

콘서트 장에 가야만 감상할 수 있는 죽어있는 음

베토벤의 뒤를 이은 가곡의 왕 슈베르트는 시

악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즐기고

있는

CF,

와 문학과 음악의 결합이라는 낭만파 시대의 특

K-Pop, 드라마, 재즈, 영화 음악 속에 살아있는

징에 걸맞게 600여 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하였

음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대

다. 특히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겨울나그

인의 삶에서 클래식 음악은 매우 중요한 영향력

네’ ‘백조의 노래’ 등의 연가곡은 많은 사람들의

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받는다. 슈베르트 뒤를 이어 슈만과 브람
스, 그리고 수많은 작곡가들이 낭만시대에 나오는
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클래식음악 작곡
가들이 낭만파에 속한다.
낭만시기에는 음악사상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첫째는 베토벤 이후 확립된 음악형식이 드
뷔시 등의 작곡가를 거치면서 화성과 조성의 자
유로움을 확대하며 발전해 나갔고, 이러한 형식의

III. 행복한 삶과 학교음악교육
한국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2개국 중
20위를 기록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
의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렇다면 행복한 삶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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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음악적 상황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교육

특히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 측

이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음악교육이다. 만약, 음악

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행복이라는 것

교육이 생활에서 불필요한 음악적 지식들을 가르치

이 객관적 개념이기 보다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

고, 현재 삶속에서 필요한 음악적 만족을 채워줄 수

념이 강하기 때문이다(김윤태, 2010; 현경자, 2004;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음악교육이라는 것이다. 듀이

Veenhoven, 2007).

의 이러한 관점은 현대 음악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복의 척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음악의 생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 있다. 먼저 소득이나 건강과 같은 물리적인 측면

실제로 현재 한국의 음악교육에서도 음악의 생활

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행복감, 만족감, 성취감, 문화

화는 매우 중요하다. 2007년 개정 음악교육과정의

적 풍요로움과 같은 주관적 측면에서 행복의 정도를

목표를 살펴보면, “다양한 악곡을 통하여 음악의 아

측정하는 것이다(황명진, 심수진, 2008). 소득수준

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음악의 기본 능력과 창의

과 같은 물리적 지표와 행복감과의 관계를 나타낸

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연구결과들은 돈과 같은 물리적 조건이 필요조건은

음악적 정서와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다

다”(권덕원 외, 2010, p. 148)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말하면, 소득은 일정수준에 이르게 되면, 행복감

이러한 음악의 생활화에 대한 강조는 2009년, 2015

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문화적 풍

년 개정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

요로움과

로 나아가고 있다.

같은

삶의

질과

관련된

안녕감

(well-being)이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다는 것이다(김윤태, 2010).

그렇다면, 현재 한국 음악교육의 목표인 음악의
생활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를 점검해 보는 것은

한국의 경우, 최근 수십 년간 이루어진 눈부신 경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최진호(2016)는 초중고

제적 발전으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소득수

교에서 음악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

준과 같은 물리적 지표들은 상당한 수준을 나타내는

(n=198)들을 대상으로 음악의 생활화가 어떻게 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57%의

주관적 행복지수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삶은 대학

대학생들이 자신이 경험한 초중고 음악교육이 현재

입시와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피폐해져 가고 있으

본인들의 음악의 생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며, 특히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무력감과 불만족으

답하였으며, 37%의 학생들만이 초중고 음악교육이

로 인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자신들의 음악의 생활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답변하

났다(황명진, 심수진, 2008; 현경자, 2004).

여, 전반적으로 한국의 음악교과 목표인 음악의 생

이러한 청소년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행복감을 느
끼도록 하려면 먼저 청소년들이 대부분 보내는 학교

활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들이 듣는 주요 음악장르가 대부분

학교에서의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러한 행복감

대중음악인 것으로 나타났고, 초중고 음악교육에서

이 학교 밖까지 연결되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삶의

주로 다루는 클래식 음악과 한국전통음악은 선호하

질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세기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통음악은 국

학교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듀이(John Dewey,

가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

1859-1952)는 학교교육이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이

고, 연구 참가자 198명 중에 두 명만 선호한다고 밝

기보다는 현재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문제

혀 국악의 생활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적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듀이의

바람직하다고 하였다(권덕원 외, 2010).

바람직한 음악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한국음악

이를 음악 교육적 측면에 적용해 보면, 듀이에게
올바른 음악교육이란, 실제 생활에서 맞이하게 되는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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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방향을 일상생활과 연계시키는 쪽으로 속히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앙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최 진 호

이러한 점에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

피상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여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

는 음악수업의 방향과 방법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클래식 음악이나

이 필요하며, 특히 생활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한국 전통음악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

전면적인 수정 및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할

시 말하면, 학생들의 음악적 상황 속에 서양 클래식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음악의 생

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활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음악의 생활화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듀이의 관

것이다.

점에서 생각해 보면, 먼저 현재 학생들이 처해있는

필자는 매 학기마다 대학교양 수업으로 ‘음악의

음악적 상황에 대한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소

이해와 감상’을 가르치고 있다. 매 학기 첫 시간이

년들의 음악의 생활화를 살펴보면, 우선 음악감상

되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클래식 음악을 잘 아는

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래 부르

지를 묻는다.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클래식 음

기, 악기연주, 작곡 순으로 음악활동을 선호하는 것

악은 어렵고 잘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 다음에는 우

으로 나타났다(류경빈, 2014). 이는 앞서 언급한 최

리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클래식 음악 20

진호(2016)의 대학생들의 음악감상 활동 및 생활화

곡을 들려주는데, 음악을 듣고 곡명과 작곡자를 알

와 관련한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두 연구

면 O를, 곡은 들어봤지만 곡명과 작곡자를 모르면

모두 학생들이 선호하는 장르가 K-Pop과 같은 대

△를, 그리고 곡을 들어 본 적도 없는 경우는 X를

중음악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주로 다루는 서

기입하라고 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소

양 클래식 음악이나 한국 전통음악과는 거리가 먼

한 18개 이상 △ 또는 O을 기입한다. 왜냐하면, 들

것으로 나타났다..

려준 대부분의 곡들이 영화나 드라마, 또는 CF 광고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두 가지 측
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현재 한국

음악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인 것이
다.

의 학교음악교육이 학생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음악

이처럼 학생들이 생활 속에 클래식 음악이나 전통

적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음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

에서 공부하고 있는 음악적 내용은 학생들이 현재

화나 드라마, 또는 CF광고 음악으로 클래식이 나올

주로 듣고 있는 대중가요나 실용음악들과는 거리가

때 마다, 그 음악의 곡명과 작곡자가 누구인지를 생

있어서 학생들이 흥미를 잃고 있으며, 학교 음악수

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클래식에 대한 친숙도와 선호

업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 취향대로 음악을 수용

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을 필자는 매 학기 경험하고

하고 감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 많은 부

있다.

분에서 사실이며, 학교 음악교육이 현재 학생들의

실제로 음악의 이해와 감상을 교양과목으로 듣고

음악적 요구와 실제 상황들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 중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메일을 보

음악을 통하여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

내거나 직접 찾아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던 클래

향으로 속히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

식음악이 이제는 자신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

다.

고, 지치고 힘든 현실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순간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된다.

큼은 행복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학생들이 현재 선호하고 즐기는 음악들이 학교수업

는 것은 학교음악수업이 생활 속에 음악과 연계되는

에서 주로 가르치는 서양 클래식 음악이나 전통음악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내용을 수정하여, 학생들이

정리하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한

생활 속에서 즐기고 있는 대중음악으로 주요 교과내

국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학교음악교육의 목표 중

용을 전환하여야 하는가이다.

하나인 음악의 생활화를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

얼핏 보면,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옳은 주장으로

험하게 하고, 행복한 느낌과 감정을 누릴 수 있는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겉으로 나와 있는

음악교육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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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음악교육자와 음악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삶

록 그 가치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적 상황들을 점검하고,

이러한 점에서 21세기 음악교육의 방향이 지금

실생활과 연계된 음악교육 및 수업을 통해, 한국의

까지 서양클래식음악과 한국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루어져왔던 것에서 벗어나 생활 속 음악의 역

중요하다.

할이 한층 강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
요하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IV. 행복한 삶을 위한 음악교육
현재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인의 삶은 여러 가
지 도전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
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오로지 좋은 대학에 들어
가기 위해 힘들고 지친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 청소
년들의 주관적인 삶은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졸업 후 취업이라는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혹시 운 좋
게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40~50대에 정년을 맞
이하게 되는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삶은 행복과는 거
리가 먼 삶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물질적인 수준은 전 세계의 평균과
비교해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1960년 1인당 국
민총생산이 89달러였다면, 2008년 1인당 국민총생
산은 거의 200배에 달하는 1만 9,505달러로 나타
나, 물질적으로는 풍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김윤태, 2010).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부흥에
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나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신경제재단
(NEF)의 2008년 세계 행복지수 조사에서는 한국이
143개국 중 102위를 차지해 한국인은 삶이 행복하
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물
질적 번영과 소득수준 향상이 행복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일정한 소득수준과 어느
정도의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질 경우,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문화적 풍요
로움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윤태,
2010).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행복
한 삶을 위한 음악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째, 행복한 삶을 위한 음악교육은 실제적인 삶과 연
계된 실질적인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술
의 한 분야인 음악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 것이
고,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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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공교육의 음악수업이 학생들이 삶속에서
만나는 음악적 상황들을 해결하고, 음악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존에는 관심이 적었던 대중문화
와 관련된 실용음악분야에 대한 교육이 보다 많
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던 서양클래식 음악과 한국전통음악의 경
우에도 현재 학생들의 생활 속 환경과 연계되어
‘생활 속의 클래식’, ‘생활 속의 전통음악’을 강조
하는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생들이 현
재 생활 속에서 행복한 음악적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21세기 행복한 삶을 위한 음악교육은 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차원을 넘어서 평생교육으
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현재 한국인의 기
대수명은 남녀 모두 세계 1위 수준으로 남자가
84.07세이고, 여자가 90.82세이다(조일준, 2017).
이처럼 기대수명이 길어지게 되면, 20세 전후에 마
무리 되는 공교육만으로 전 생애를 풍요롭게 살아가
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통계청(2017)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2017년 기준, 1.05명으로 전 세계
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한국의 연령
별 인구구성에서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고, 성인인구
특히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면, 그동안 초중고 학교 음
악교육에 집중했던 음악교육에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음악교육에 대한 방향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음악이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람들
의 삶을 반영한 것이라면, 평생 사는 동안 변화되는
음악적 상황들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면서 생활 속에
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성인들을 위한 음악교육
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셋째, 행복한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
악교육자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기업
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

중앙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최 진 호

다. 먼저, 음악교육자들은 사람들이 삶속에서 음악적

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과 교육방법을 제시하여 음

마지막으로 행복한 음악교육을 위해서는 21세기

악교육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은 음악교육을 이루기

분야와 연계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

위한 재정적 인프라를 구성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면, 21세기 사회는 예전보다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

필요가 있다.

고, 사람들의 음악적 삶도 이전 삶과는 비교할 수

사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

센터나 민간 문화센터에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보통신기술과 문화적 사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

한 음악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문제는 그

는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가 결

방법과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많이

합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생활 속의

있다는 것이다. 음악교육자들은 이러한 정부나 지자

음악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 그리고 기업들이 문화사업에 지원을 확대할 수

예를 들면, 이전의 음악 감상은 직접 음악회를 가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해야 하며, 민간에서

거나 연주를 듣는 것에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과학

운영되고 있는 음악 감상 동우회나 취미활동을 위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음악을

합창단, 또는 오케스트라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음악의 산업적 적용도

사회 전반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 활발해져, 핸드폰이나 가전제품 등에 신호음이

한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음악교육활동들

나 음악의 적용이 크게 발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교육의 질과

광고(CF) 음악이나 영화음악, 그리고 배경음악을 이

내용이 강좌를 듣는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지 못한다

용한 음악심리학적 적용도 늘어나 음악의 사회적 적

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

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를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미국 유학 시절, 미식축

실정이다. 실제로 점심시간 주로 가는 패스트푸드

구가 열리는 슈퍼보울 시즌 (Super Bowl Season)

점에 가면, 배경음악이 매우 빠르다. 빠른 음악을 통

이 되면, 모든 미국사회가 온통 미식축구에 집중하

해 빨리 먹고 나가도록 하여, 테이블 회전이 빨라지

면서 전 국민이 온통 미식축구를 즐기고 사랑하는

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반면에 저녁식사를 주로 하

것을 보았다. 하지만 필자는 미식축구가 전혀 재미

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와인 바와 같은 곳의 음악은

가 없었고, 관심도 없었기에 마치 미국사회가 미친

매우 느린 음악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의 아들

하면, 저녁시간에는 식사 값보다 천천히 마시는 와

이 중학교에 진학하고 미식축구를 시작하면서 완전

인 값이 매출을 올려주기 때문이다.

히 바뀌었다. 아들이 게임을 하니 관심을 가지고 룰

이러한 점에서 음악교육자들은 다가오는 21세기

을 공부하였고, 게임의 룰을 알고 나니, 미식축구가

음악적 삶의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빠르게 변

정말 재미있게 되었다.

화하는 음악적 상황들에 현실 적용이 가능한 음악교

미식축구가 나의 삶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때
에는 전혀 배울 마음도, 재미도 없었는데, 아들을 통

육을 실시하여, 행복한 음악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해 미식축구가 삶의 일부분이 되는 순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스포츠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들
은 의미가 없고,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느끼
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들
에게 음악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있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이 행복한 음악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일 것이

V. 나가며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위한 음악교육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한국인의 주
관적인 삶은 세대를 불문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청
소년들은 대학 입시에,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문제에,
중장년층은 은퇴 후 남은 삶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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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세상살이
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삶의 위안을 주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어주며,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New York: Harper Collins
Miller, H. M. (1994). History of Music.
Seoul: Eumag Chun Choo.
Plantinga, L. (1984). Romantic Music.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음악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행복한 감정을 느
끼고 위안을 주는 힘이 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전쟁의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교도소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Radocy, R. E. & Boyle, J. D. (1997).

에서도 음악이 들어가면 어김없이 사람들은 행복해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25년이란 세월을 지나 처음

musical

만나는 사람들도, 합창이라는 음악적 활동을 통해

Charles C. Thomas Publisher.

그 세월을 단번에 뛰어넘고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

Behavior.

Springfield,

IL:

Revesz, G. (1954). Introduction to the

는 음악은 요술과 같은 매력이 있다. 왜냐하면, 음악

psychology

of

music.

Norman,

은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OK:

Stringham, E. J. (1959). Listening to

Music Creativity. Engle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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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순화를 위한 힐링미술교육
김성숙 |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있으며, 미술교과에서는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

Ⅰ. 서론154)

통 능력, 창의․융합능력, 미술문화 이해 능력, 자
지금 전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

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 등을 교과역량으로 삼

적 대전환기를 맞아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고 있다(교육부, 2015, 1-2). 이는 이 시대 인간

그 대응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급변하는 새로운 4

교육의 목표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했던

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세계 각국은 저마다

홍익인간의 이념에 바탕한 ‘글로벌 창의인재’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 융·복합형 산

인간상 설정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업 육성과 인재양성에 경쟁적으로 돌입하고 있으

융․복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창의형 인재로 가일층

며 교육전략 및 정책의 틀도 새롭게 바뀌고 있는

차원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미래시대

그러나 이렇게 급변하는 오늘 날의 세계정세와

를 이끌어갈 이 시대 인재상을 융합적 사고를 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미 제

진 창의 인재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차 혁명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는 제1차 산업혁명(18세기)이 증기기관에 기

즉, 세계화·네트워크―기후·환경의 변화―저출산·

산업혁명(19～20세기

고령화―디지털·과학기술혁명의 큰 변화(한은미,

초)이 전기에너지에 기초한 대량생산혁명, 그리고

2016, 113) 속에서 국내, 국가 간 불평등과 불균

제3차 산업혁명(20세기 후반～ )이 컴퓨터와 인

형의 심화, 그리고 미래 일자리 변화에 따른 실업

터넷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인데 비해 제4차 산업혁

률 증가로 사회불안 및 테러 확산의 우려가 예상

명(2015년～ )은 ICT,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초지

된다는 것이다(한경호, 2016, 135).

초한

기계화혁명,

제2차

능 혁명(사람, 사물, 공간을 초 연결, 초 지능화한

따라서, 미래의 사회적·교육생태계의 변화 속에

혁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경호, 2016.

서도 초등미술교육현장에서 교사는, 학생이 자존

129). 일례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제조업에서

감을 가지고 자신의 정서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면

는 ICT응용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머신(스스로 주

서 미술의 기초 능력을 충실히 함양하는데 주력

어진 환경을 분석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

의 도래와 생산방식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실

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과

정이다.

OECD국가 중 청소년 행복지수가 수년간 매우 낮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오늘날 학교 미술교육

은 사실은 경쟁적 학교분위기에서 학업과 일상의

현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 개정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배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인문학적 상

출되고 있는 교육현실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기

상력과 과학기술적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때문이다.

인재”로 설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5)하고

현재 초등현장에서 사용하는 2009 개정 3～4
학년군 7종 미술교과서와 5～6학년군 5종 미술교

154) 이 논문은 미술교육연구논총(2017, Vol. 48,
pp.53~76)에 게재(2.28 발행)된 것으로, 발행처인 한
국초등미술교육학회의 승인 하에 본 지에 게재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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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에도 각 단원별로 다양한 활동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그러나 향후 미래형 미술교과서에는 인
공지능(AI)에 기반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욱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김 성 숙

피폐해질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정서순화를 위

어명사로, 형용사로는 “치료의, 낫게 하는, 회복시

한 힐링미술교육(Healing Art Education)에 관한

키는” 의미로 쓰이며(민중서림, 2006, 1154), 몸

활동내용이 더욱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 마음(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의미한다. 이는

이에, 본 연구는 초등미술교육에서 학생의 자기

장려하고, 간호하고, 돌보고, 치유한다는 뜻인 그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과 창의·융합능력 역량강화

리스어 therapeia에서 유래하며, 오늘날 치료, 치

의 일환으로, 정서순화를 위한 힐링미술교육의 실

료법으로 해석되는 Therapy와도 상통하는 용어이

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다. 학교교육을 통해 행복교육을 지향하는 오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학생들이 미술활동을 통

날, 힐링과 동일한 의미로서 일본어의 이야시(い

해 자존감을 향상하고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순

やし, 癒し)도 육체의 피로․고민․괴로움 등을 달래

화하며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갈 역량, 살아가는 힘

거나 푸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

(=생명력)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과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험연구를 병행하였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

연구내용은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힐링(=치유)

exearch&query=%ED%9E%90%EB%A7%81&s

미술교육과 정서, 자존감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

m=top_sug.pre&fbm=1&acr=4&acq=glffld&qdt

고, 연구자의 실험연구를 통해 3단계에 걸쳐 정서

=0&ie=utf8).

순화를 위한 힐링미술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연
구대상은

대학수업과 임용고사준비를

따라서 어떤 의미로 힐링미술교육이란 미술활

병행하며

동을 통해 어린이의 심신에 베풀어진 다중감각경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G교육대학교 4학년

험을 조율하여 현재 상태의 스트레스나 내적갈등

미래교사들 85명 외 3학년생 55명, 대학원생 10

등을 해소해줌으로서 심신의 정서의 치우침을 균

명, 총150명을 대상으로 수업실험을 하였다. 연구

형화하는 미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린이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이나 최

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건강한 원기(元氣=에너

근성과물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연구 성과는 학

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생들의 활동소감문과 연구자의 수업관찰기록, 그

해갈 수 있는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미술교육을

리고 학생들의 최근 작품 결과물을 분석하여 도

뜻하는 것이다.

출하고 힐링미술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어린이들의 심신의 불균형은 어
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은 정서의 결핍이나

Ⅱ. 힐링미술교육과 정서, 자존감과의 상관관계

부조화, 주위에 대한 불신이나 존재의 불안감 등
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연속 이혼율

초등현장에서 미술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학생

1위의 통계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

들의 작품 결과물은 특정한 시간대에 행해진 인

정적인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그것은 하늘같이

간의 몸과 정신의 총체적․조화적인 산물이라고 할

믿었던 부모에 대한 배신감과 어른들에 대한 치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의 감각경험은 매우

명적인 불신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

중요하며 초등교육을 통해 다중적인 경험의 기회

안감을 경험하게 하고 일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 인간의 감정은 결국

어린이에게 안겨준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각종 스

신체와 정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린이

트레스를 유발하여 문제 행동이나 열등감, 부적

의 감정여하는 그들의 지적인 작용에 크게 영향

응, 인터넷 중독, 대인관계의 불균형, 낮은 자존감

을 준다. ‘어떤 어린이에게 있어서도 교육은 치료

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라고

말한

슈타이너(Rudolf

Steiner,

우리 마음의 문제나 불행의 대부분은 내가 나

1861-1925)는 ‘교육의 본질은 극단의 치우침을

를 소중히 여기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데에 그 원

균형화하는 데 있다’고 했다(Steiner, 2001).

인이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자존감이 첫 번

힐링(Healing)은 치료, 회복, 치유를 뜻하는 영

째 이유가 된다. 자존감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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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건강과 행복, 성공

Ⅲ. 정서순화를 위한 힐링미술교육 활동

을 좌우하는 ‘마음의 무게중심 추’라고 할 수 있

정서순화를 위한 힐링미술교육 활동은 학생자

다(선안남, 2011).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

신의 자존감이나 현재의 정서변화에 초점을 맞추

보고, 자기 자신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

어 다음의 3단계로 나누어 미술활동을 구성하였

는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자존감이란

다. 이는 학생들이 먼저 자신에 대해 알고, 점차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로운 존재로 평가하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열어가면서 자신

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감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힐링미술교

타인의 인정을 받는 아동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육의 탄력적 실천을 위해, 1～3단계를 연계해서

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할 수 있으며 이는

지도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활동만으로도 정서순

원만한

화의 교육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이현희,

2013, 6).

구성하였다.

또한, 자존감이란 생명체로서 자기 존재에 대한
소중함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확신

1단계 : 나와 친해지기

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위 환경으로 인해 오
늘날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자기 존중감과 생명력

내 몸에

이 약화되어 있다면, 자기 존중감의 상실은 청소

대한 5감사

년 자살 등으로 나타나는 생명력의 약화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몸을 통해서 우리는
주위의 사물들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는다. 초등학

자화상-

가족에 대한

주위에 대한

5감사 어항

5감사 어항

가족도

교우도

캐리커쳐

2단계 : 나 자신, 풀어내기

생의 경우,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비상한 관
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 매일

3원색의

주위 세상을 체험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한 어린

색채놀이

만다라

자유표현

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서순화란 그 어린이의

(‘나도

(‘현재의 나’)

(‘릴레이

건강한 몸과 밝고 힘찬 기분(=생명력), 그리고

예술가’

그림’

충만한 자기 존중감이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며

/종이 염색)

/모둠활동)

최상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이미지

3단계 : 나, 비상하기

있다.
미술활동에서 어린이가 무언가를 그리거나 만
들어내는 조형행위는 지금, 여기에 있는(here and

마인드 맵
(나의 가능성)

now)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작품 속에 불어 넣어

‘미래의 나’
콜라주
(꿈의 실현)

또 다른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내는 창조의 작업
이다. 어린이는 생명의 표현인 미술활동 과정에서

〈그림 1〉 정서순화를 위한 힐링미술활동 3단계

자기 내면속의 이미지를 이끌어내어 가시화하는
과정에서 가일층 새롭고 확장된 세계에 눈 뜨게

힐링미술교육 활동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되는 것이다. 미술활동의 신비는 바로 이러한 점

▲ 실험자 및 활동배경: 연구자가 미술교육과 4학

에 있다(김성숙, 2009; 181-182).

년 심화과목인 ‘미술교육세미나(3시간)’ 수업과 3

따라서, 힐링미술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심신을

학년 2학기 전공필수과목인 ‘미술과 교육Ⅲ’(2시

치유하여 정서순화를 하기위해서는 어린이의 몸

간, 수학․체육교육과)에서

대학수업과

다가오는

에 관한 연구와 자존감향상을 위한 참신하고 독

임용고사준비를 병행하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

자적인 미술수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요청된다.

달리는 미래교사들의 자존감 향상과 정서순화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2016년도 2학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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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근무하며 야간에 석사과정에 다니느라 육
체적 피곤과 싸우며 시간에 쫓기는 대학원생들
(다문화교육전공 대학원생 10명)도 힐링미술교육
활동에 함께 포함하였다.
▲ 연구대상: G교육대학교 4학년 미래교사 85명
외 3학년생 55명, 대학원생 10명, 총150명
▲ 연구시기: 2015년 3월～2016년 11월

<그림2> 5감사쓰기 예(4년, 정*연)

▲ 미술활동방법 및 교육효과 분석: 학생들의 활
동작품 결과물과 활동소감문, 학생들의 개별 느낌
발표, 연구자의 수업관찰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미술활동의 힐링 효과를 도출하였다.
1. 1단계 : 나와 친해지기
1단계 ‘나와 친해지기’ 활동은 다섯 가지 감사
쓰기 활동과 미술표현 활동으로 나누어 실시하였
다. 먼저, 5가지 감사쓰기 활동은 현재 건강한 자
신을 중심으로 1) 자기 몸에 대한 5감사와 2) 현

다크서클과 큰 코

귀여운 볼살을 강조/

재 자기를 있게 해 준 가족에 대한 5감사, 3) 현

강조/ 정*화

이*진

재 자신의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주위 분들에 대
한 5감사, 그리고 4)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5
가지를 A4용지에 쓰게 하였다.
1) 자화상-캐리커처(caricature)
◎활동방법: ① 자기 몸에 대한 5가지 감사를 쓰
게 하여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10～15분
정도). ② 인물의 특징을 강조하여 재미있게 표현
하는 캐리커처에 관한 동영상을 틀어주며 이론적
설명과 함께 표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
다. ③ 도화지 분배-8절지와 16절지 도화지 중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얼굴/ 박*진

큰 코 강조/ 윤*찬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리게 한다. ④ 각자 준비해
온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고
특징을 잡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한다(25～30분
정도). 표현과정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오직 하
나뿐인 고유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언급하며 상기
시켜준다. ⑤ 그린 후, 사인하게 하고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어떠한 변화가 일
어났는지? 소감을 쓰고 몇 명은 느낌을 발표하게
하였다.

이마를 덮은 터벅머리

커다란 눈, 긴머리

강조/ 최*철

강조/ 황*원

〈그림 3〉 ‘2016 자화상-캐리커처’ 학생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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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활동 후 학생소감문

특징잡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다른 친구

특징을 담아 과장해 그리는 것이 재미있고 유익한

들 그림을 보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다(체육 3년, 김*

활동이었다(체육 3년, 정*화).

인 ).

‘내 볼살이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는걸 알았다^^(체

볼살이 많고 턱살도 많아 그것을 강조하려고 했다.

육 3년, 이*진).

또한 귀가 작아 귀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머리카락을

나는 쌍꺼풀이 있다. 멍하게 생겼다. 이런 내가 좋

그리면 가려져 지웠다. 오랜만에 내 얼굴을 자세히

다(수학 3년, 김*민 ).

본 것 같다(수학 3년, 신*민 ).
내가 잘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징

나의 예쁜점 뿐 아니라 조금 모자라도 자랑스럽게

을 잡아 그리다 보니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다

그렸다. 나는 나의 모든 부분을 사랑해~나를 돌아

(체육 3년, 황*원 ).

보게 한 참 재미있는 수업이었다(수학 3년, 명*현 ).
내 얼굴을 세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새롭
나는 광대가 발달하고, 얼굴이 넓적하고, 레드립스

고 즐거웠다(수학 3년, 한*현 ).

틱을 좋아하고, 눈썹이 진하지만 내 얼굴이 좋다(수
학 3년, 윤*정 ).

특징 잡는 것이 흥미로웠다. 더 웃기게 그리지 못해

생각보다 더 재미있었고 친구들의 캐리커쳐를 보면

서 아쉬웠다. ‘똑같이’가 아니라 ‘닮은 점이 있게’ 그

서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었다(체육 3년, 오*미).

리는게 중요한 것 같다. 재미있었다(수학3년, 윤*찬).

친구들이 자신의 특징을 굉장히 잘 캐치해서 재미있
게 그려서 예상치 못하게 너무 재밌었다(체육 3년,
최*지).
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것
을 맘껏 좋아하고, 즐기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다.

◎ 교육효과 분석: 학생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모
습을 관찰하며 ‘자화상’을 그려본지가 너무 오래
되었고, 또한 특징을 찾지 못해 다소 당황스러워

오랜만의 여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파이팅!(4

했다. 하지만, 친구들이 재미있게 과장해서 그려

년, 박*진)

가는 것을 보고 점차 흥미를 느끼며 자신의 특징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났다. 임용 끝나

을 찾아 즐기면서 표현활동을 하였다. 특히, 자신

면 인피니트 성종을 어떻게 해서든 보고 싶다. 그리

을 천천히 살펴보며 자세히 관찰하는 동안 그동

고 우리 고양이 연희랑 지금만큼만 계속 행복하게

안 잘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는

살고 싶다(4년, 이*희).

즐거워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용모에 새롭

나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내

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수업을 통해 자기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고 입은 어떤지 더

자신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고 기분이 즐거워지

들여다보고 그려보면서 구체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자기 존중감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 이런 기회를 갖고 싶다(4년, 양*리).
나를 그리는데 생각보다 나의 특징을 모르겠어서

2) 어항가족도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내 얼굴을 표현하는 과정이

◎활동방법: ① 가족에 대한 5가지 감사를 쓰게

재미있었다. 얼굴이나 눈이 퀭해서 놀랐다. 임용 끝

하여 현재 자신을 있게 한 가족에 대한 감사한

나면 더 예뻐져서 내 얼굴을 그리고 싶다. 힘내자!

마음과 관심을 갖게 한다. ② 16절지 도화지에 크

힘!! (4년, 홍*)

레용으로 크게 어항을 그려 넣게 한다. ③ 자신을

극사실주의 작품, 섬세한 터치가 돋보이는 내 얼

포함한 가족 숫자대로 바다 속의 생물로 표현하

굴^^(체육 3년, 최*철)

게 한다(25분 정도). ④ 가족성격의 특성을 살려

눈을 강조해서 그려놓으니 특징이 잘 드러나 캐리커

물고기 그림 옆에 해당 가족의 이름을 쓰게 한다

처가 된 것 같다. 나의 얼굴에 대해 오랜만에 자세

(예: 귀염둥이 여동생 등). ⑤ 다 그린 후, 현재의

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수학 3년, 노*지 ).

가족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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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서 적게 한다. ⑥ 친구들과 바꾸어 보며 서

◎ 교육효과 분석: 학생들은 처음에는

로 의견을 나누고(5분 이내), 원하는 학생들은 공

주저하면서 자신의 가족소개나 상호관계를

개적으로 자기가족을 소개하며 발표할 기회를 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다소

었다(익명도 인정).

당황스러워하며 아무렇게나 장난스럽게 그리는
학생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시작된
터전이며 자신의 소중한 최초의
인간관계형태임을 강조하면서 설명하자, 서서히
정성스레 그려가기 시작했다. 이 비유적인
어항가족도 그리기활동을 통해 새삼스레 자신이
속해있는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발표하는 학생도 있었다.

자신의 존재감 표현(4년, 김*영)

감상문과 발표를 종합해 볼 때, 학생들 대부분이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현재 자신의 역할과 위치, 자신의 존재감과
가족구성원으로서 진한 소속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어항교우도
◎활동방법: ① 친구에 대한 5가지 감사를 쓰게

침체된 가족분위기 표현(4년, 익명 )

하여 현재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한다. ② 16절지 도화지에
진한 색크레용으로 화면 가득 큰 어항을 그려넣
게 한다. ③ 자신의 교우관계를 떠올리며 바다 속
의 생물들로 표현하게 한다(20분 정도). ④ 표현
과정에서 친구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림 옆에 해
당 친구의 이름과 성격의 특성을 간단히 쓰게 한
다(예: 가끔 화내면 무서운 친구 L등). ⑤ 그린
후, 교우관계에서 자기 위치를 적어보고 원하는

여동생과의 갈등 표현(3년, 익명 )

학생들은 발표하게 하였다(친구이름 익명 인정).

가족 간의 힘의 관계 표현(4년, 익명 )

〈그림 4〉 어항가족도 학생작품

친구 성격의 특징 묘사(4년, 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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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작품결과물만 일부 소개하
고 활동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친구특성을 물고기로 비유(4년, 박*영)

〈그림 5〉 어항교우도 학생작품
◎ 교육효과 분석: “처음에는 선뜻 그리지 않고
주위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교우관계를
밝히기를 주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일부학생들
은 연구자가 친구이름은 자신만 알고 익명으로
해도 된다고 하자 안심하고 그려나갔다. 교우들을
바닷속 생물로 비유해 그리면서 ‘맞아, 맞아, 딱이
야!’ 하고 서로 보여주며 키득거리고 웃는 등 점
차 분위기가 풀려나갔다(김성숙. 2016. 10.10. 수

▲ 종이를 접는 방법에 따라, 3원색의 수채물감을
풀어놓은 염료용기에 종이를 돌려가며 담가 적시는

업관찰기록)” 이 활동의 소감과 발표를 통해 학생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환상적인 문양과

들은 자신의 교우관계를 돌이켜보며 재정리하고

혼색 효과들

그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와 존재감을 새롭게 재

〈그림 6〉 3원색 색채놀이 학생작품

인식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변함없이 희로
애락을 늘 함께 나누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설사 곤경이 닥치더라도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친구들에 대한 든든한 우정과
신뢰감이 내면의 자존감과 정서의 균형을 회복하
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2단계 : 나 자신, 풀어내기
2단계의 ‘나 자신 풀어내기’에서는 현재의 상태
가 그대로 반영되는 ‘만다라그리기’와 이어그리기
방식으로

이미지

자유표현활동을 모둠활동으로

하게 하였다. 2단계의 기초 활동으로는 3원색의
색채놀이(‘나도 예술가’―종이 염색)를 하게 하여
빠른 시간 안에 물의 번짐 효과로 인한 환상적인
색채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체험을 시켰다. 이 활동
과정은 일전에 연구자의 다른 논문에서 ‘3원색의
혼색체험’(김성숙, 2012, 152-153)으로 다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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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다라 그리기(‘현재의 나’)
◎활동방법: ① 학생들에게 약 1～2분간 눈을 감
고 자신의 현재의 심경이나 처해있는 환경 등을
생각하게 한다. ② 8절 또는 16절지 도화지에 크
레용으로 화면 가득 큰 원을 그려 넣게 한다. ③
그 원을 자신의 우주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나’를
생각의 흐름대로 자유롭게 그리게 한다(20분～30
분정도). ④ 표현과정에서 직선이나 곡선을 활용
하여 마음껏 추상적인 표현을 유도한다. ⑤ 그린
후, 여백에 만다라를 그리면서 느낀 점이나 그리
기 전과 후, 자신의 심경의 변화 등을 기록하게
한다. ⑥ 상호 발표하며 감상과 공감의 시간을 갖
는다.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김 성 숙

서울 임용합격을 위한 열정!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노*림)
덥다, 불안감... 합격하고 싶다... “난, 할 수 있다!”
강한 의욕이 생겼다. (Kmc)
설상가상-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미래에 대한
불안... 모두 행복해지길! (김*영)
평온해져라...평온...선풍기와 페퍼로니 피자,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박*진)
태극기로 심정표현

평화로워지고 싶다...

(4년, 민*서)

(4년, 조*령)

만다라 〈내 마음의 우주〉, 아파서 우울했는데
스트레스가 풀렸다～^^(정*주)

◎ 교육효과 분석: ‘현재의 나’ 만다라 그리기는
의외로 학생들이 몰입해서 열심히 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연구자가 한 학생에게 다가가서 현
재의 상태를 물었을 때 “그저 늘 졸리고 피곤해
요. 멍해요”라고 대답했던 학생도 나중엔 열심히
끝없는 공부,

합격을 위한 열정!

원안에 기학학적인 문양을 채워가고 있었다. 초등

무한급수(4년, 최*운)

(4년, 노*림)

현장을 의식해서 표현재료를 딱딱한 크레용으로
그리게 했음에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예쁜 색을
골라 칠해가며 즐겁게 그렸다. 특히, 비록 자신이
도화지에 그린 원이지만 자신의 정신세계, 소우주
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그리라고 가끔 강조하자
그리고 나서 한층 기분이 좋아지고 해방감을 느
꼈다, 머리가 개운해졌다, 스트레스가 풀렸다, 등
등 활동 후 내면의 자존감 상승과 함께 정서순화

불안함과 답답함 표현

안정과 평온을 꿈꾸며!

(4년, 김*영)

(4년, 박*진)

와 긴장해소의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6〉 만다라 학생작품
2) 이미지 자유표현―
〈표2〉 만다라 활동 학생소감문/ 4학년

‘릴레이 그림’ /모둠활동

예비교사

◎활동방법: ① 학생들을 4명씩 모둠을 만들게 한

태극기, 임용 때문에 엉켜있는 지식들, 가끔 나를

다. ② 1모둠당 2절지 도화지 1매와 3원색 수채

즐겁게 하는 다른 요소들...

화 물감도구세트(물통, 붓15～18호 3개, 큰 백붓,

만다라로 그리고 나니 속이 확 풀리듯 기분이

파렛트 접시 등)를 나누어주고 도화지를 중심으

좋아졌다. (민*서)
원은 나의 우주이다, 평화로워지고 싶다. 모든

로 둥그렇게 앉게 한다. ③ 2절지 도화지위에 큰

것이 안정될 그 순간...(조*령)
끝없는 공부, 무한급수...색으로 표현하니 예쁘고
즐거워졌다.(최*운)

백붓으로 고르게 물을 발라 도화지를 적신 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릴레이식으로 원하는 색을 붓에
묻혀 자유롭게 그려가게 한다(30분～40분정도).
④ 표현과정에서 바로 앞사람의 그리기에 이어
연상되는 것을 자유롭게 그리도록 유도한다. ⑤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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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품에 의논해서 제목을 붙이고 활동소감을
모둠별로 기록하게 한다. ⑥ 상호 발표하며 감상

제목

‘릴레이 그림(이어그리기)’ 소감
습식수채화를 그려 보는 게 처음이었는데
몽환적인 느낌이 환상적이었다. 물감으로

과 공감의 시간을 가진다.
크리스
마스

파스텔화를 그린 느낌, 주제는 ‘크리스마
스’이다. 임용을 합격하고 행복한 크리스마
스를 즐기고 싶다. 힘! 할 수 있다!!
(홍* 외 3인)
색의 조화를 나 개인이 아닌, 조원들과 협
력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재밌었다. 신

피,땀,
태풍

기한 것은 그림 그리는데 서로의 성격이
나왔다는 점!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도 미
술과였던 만큼 이 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희 외 3인)

크리스마스 (홍* 외 3인)

네 명이 돌아가면서 그렸다. 나는 망치는

호접
지몽

역할, 나머지 분들은 수습하는 역할... 근데
이외로 결과물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습
식수채화라서 마르고 난 뒤의 느낌도 다르
다. 젖었을 때가 더 환상적이고 색채가 예
뻤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자유로운 기분
이었고 재밌었다. (이*석 외 3인)
릴레이 그림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지 가

호접지몽 (이*석 외 3인)

늠이 가지 않았는데 막상 번갈아가며 그리
니 어렵지도 않았고 우연의 효과를 볼 수
불량

있어서 즐겁고 신기했다. 나도 모르게 그
림에 내 감정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신기
했다. 한쪽에서 흘려보기도 하고 번지게도
하다 보니 혼색효과가 재미있었다.
(양*리 외 3인)

◎ 교육효과 분석: 이 활동의 주안점은 힐링 효과
피, 땀, 태풍 (이*희 외 3인)

외에도, 21세기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능력과 융합적 사고에 바탕한 창의․융합
능력을 길러주려는 것이다. 동시에, 모둠활동을
통한 상호 배려심과 협동심, 자신이 그릴 차례를
기다리며 인내심과 양보의 마음을 육성하는 것에
있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갑자기 커진 2절지라
는 도화지 크기와 하얀 공백을 다소 부담스러워
했다. 그러나 번갈아 수채화로 자유롭게 그려가면

불량 (양*리 외 3인)

서 ‘저희 도화지 한 장 더 주세요!’하고 즐기면서

〈그림 7〉 ‘릴레이 그림’ 학생작품

신나게 활동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결국, 학생

〈표 3〉 모둠활동 후 학생소감문 일부

들은 모둠별 공개발표를 통해, 물기를 머금은 젖
은 도화지위에 환상적으로 번져가는 색채들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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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혼색효과를 즐기며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

한 확신이 있고 내 미래를 매일 상상하기 때문이

꼈다고 했고, 추상화로 마무리된 공동작품의 제목

라는 것을 알았다(4년, 양*리).” 한 학생의 소감

을 정하느라 진지한 논의를 즐겼다. 처음엔 하얀

문처럼, 마인드맵 그리기활동은 막연하고 불분명

공백에 무엇을 그릴까 막연하고 두려웠지만, 점차

했던 자신의 미래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색채와 형태로 메꾸어가

디자인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자존감을 강화하고

며 멋진 작품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신기해하고

성공 예감을 현실화시키며 각자 힘겨운 현실을

놀라워했다. 친구들과 물의 우연효과가 함께 어우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도록 생명력을 회

러져 만들어낸 합동작품 제작과정을 통해 참여자

복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모두가 정도는 다르지만 새로운 활기를 얻고, 감
정의 밸런스를 회복하여 정서를 순화했던 공동
힐링미술교육 활동이었다.
3. 3단계 : 나, 비상하기
3단계 활동은 ‘나의 꿈 마인드맵 만들기’ 와 ‘미
래의 나, 콜라주’ 활동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
단계는 1단계와 2단계 활동에서 어느 정도 스트
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의 균형을 회복한 후, 향상
된 자존감에 기반하여 보다 성숙된 자아를 꿈꾸
는 단계이다.
1) 나의 꿈 마인드 맵(mind map) 그리기

〈그림 8〉 마인드맵 학생작품 예(4년, 조*령)
2) 미래의 나(10년 후의 나) 콜라주

◎활동방법: ① 학생들에게 A4용지를 나눠주고,

◎활동방법: ① ‘나의 꿈 마인드 맵’을 참고해서

자신의 미래를 마인드맵으로 구상하게 한다. 경우

‘미래의 나’ 또는 임의로 미래시간을 정해 ‘10년

에 따라, 약 1～2분간 눈을 감고 자신이 바라는

후의 나’ 등으로 콜라주 활동을 하게한다. ② 4절

미래모습을 다각적으로 상상하게 한다. ② 미래의

지 도화지를 분배한 후, 각자 미리 준비해 온 콜

꿈은 대략적인 큰 줄기를 잡은 후, 가능한 한 구

라주 재료들(잡지책, 풀, 가위, 털실, 단추 등)을

체적으로 구조화해서 연상한 것을 기록하게 한다

꺼내어 오리고 붙이면서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20분～25분정도). ③ 현재는 불가능해보이더라

만들어가는 개별 활동을 한다(35분～40분정도).

도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마음먹는 대로 된다!’,

③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 간다!’ 는 신념을 불어

‘꿈은 이루어진다!’, ‘미래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넣어주며,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즐

다!’ 등, 긍정적인 말로 중간에 힘을 북돋워준다.

겁게 활동하게 한다. ④ 다양한 미래의 가능한 일

④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임을 재인식시켜

중,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로 선택과 집중을 하

주고, 각자 자신의 잠재력에 날개를 달고 비상하

게 한다.

는 마인드 맵을 완성했는지? 스스로 판단하며 확

⑤ 완성 후, 상호 발표를 통해 감상하고 공감하는

인하게 한다.

시간을 갖는다.

◎ 교육효과 분석: “～잡지에서 뭘 구할지 막막했
는데, 마인드맵으로 내 미래
를 구조화 시키고 보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찾
아서 어디에 붙여야 할지가 확실해졌다. 그만큼
나도 지금 무엇을 할지가 확실한 것은, 미래에 대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539

특별기고 30 정서순화를 위한 힐링미술교육

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니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
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니 즐거웠다. (신*수)
10년 후의 모습이 실제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희망,,,웃음^^ (송*원)
노래들으면서 하니까 즐겁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음 참 좋을 텐데 말이다. 임용이나 합격했
미래 초등교사(4년 홍* )

으면 좋겠다. 파이팅! (박*진)
미래를 상상하면서 지금의 내가 없다면 미래의 나
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나부터 아
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
각을 했다. 그래도 내 미래는 밝을 거란 생각을 하
며 콜라주 작업을 하다 보니 재미도 있었고 생각보
다 좋은 작품이 나와서 좋았다. 앞으로도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 Just do it!
(양*리)
역시 상상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지친 시기에

10년 후, 세계로! (대학원생 M)

20년 후의 내 편안한 모습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
았다. 그날을 위해! (노*림)

◎ 교육효과 분석: 마인드 맵과 연계한 ‘미래의
나’ 콜라주 활동은 학생들이 다각적인 각도에서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삶을 사진으로 찾아 오려
붙이고 다양하게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꾸며보는
과정을 통해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마인드와 사고
를 신장시켜주었다. 이 통합적인 활동은 학생들에
게 자신에 대한 사랑과 친밀감을 증진시켜주고
세계여행의 꿈(익명)

자존감 향상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학생
들은 마치 창조주인양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직
접 꾸미고 만들어가면서 내면에 기쁨의 감정을
생성시켜, 다소간에 현실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서가 순화되는 힐링 체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론
초등현장에서 미술수업은 교과의 특성상, 어린

나의 미래를 보다(대학원생 Q)

〈그림 9〉 콜라주 학생작품 일부
〈표 4〉 콜라주활동 후 학생소감문/ 4학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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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내면의 이미지를 밖으로 표출시키는 표현
활동이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
므로, ‘어떻게 하면 미술활동을 좀 더 신명나고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김 성 숙

의미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논의는

향상하고 자신의 정서를 순화하며 삶의 질을 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인 오늘 날에도 우리 미술교

속적으로 향상해 갈 수 있다면, 미술은 미래 문화

육자들의 변함없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의 새로운 창조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지금까지, 초등미술교육에서 학생의 정서순화를

것이다.

위한 힐링미술교육의 실천 방안을 지난 2년간 연
구자의 수업실천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제시하였
다. 또한, 각 힐링미술교육 활동을 학생들의 활동
소감문과 연구자의 수업관찰기록, 학생들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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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31
행복에 이르는 작은 습관(Tiny habits)

고 영 택 | 전 강동송파교육지원국장
Ÿ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
Ÿ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학사
Ÿ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Ÿ
Ÿ
Ÿ
Ÿ

서울중곡초등학교(교장)
서울학생교육원 가평영어교육원장(장학관)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울백운초등학교(교장)

Ÿ 한국창의력교육학회 초대 사무국장, 부회장
Ÿ 서울초등창의력교육연구회 초대 사무국장, 회장
<
Ÿ
Ÿ
Ÿ
Ÿ
Ÿ

저서 및 연구실적 >
공동집필 “열린교육 궁금점을 알아봅시다”,1997
공동집필 “수행평가 이렇게 합니다 1, 2권”, 1998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집필, 1998 - 2011
서울시교육감 인정도서 “창의력 교실” 외 3종 15권 집필팀장
어린이동아일보 “창의력 교실” 집필팀장, 1999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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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에 이르는 작은 습관(Tiny habits)
고 영 택 | 전 강동송파교육지원국장
Ⅰ. 머리말

“선생님, 솔직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
업할 까지 선생님들에게 혼났던 것밖에 기억이

“선생님, 저는 솔직히 공부보다 소몰이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
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현직 교장으로 근무할 때 고향
재경읍민회체육대회를 학교 체육관에서 했을 때
의 일이다. 30년 전 여 제자 4명이 나를 찾아왔
었다.
“선생님, 천○○이란 제자 생각나세요?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피우던 까무잡잡한 남자 제자 말
이에요. 그 친구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고
향 학교의 폐교를 막고, 특성화된 초등학교를 만
드는 데 앞장섰어요.”
“아니, 그 친구가 그랬어? 머리는 있는 것 같은
데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여자들 고무줄을 끊어버
리고, 친구들과 툭하면 싸우던 싸움쟁이가 ......”
몇 년 후 그 제자와 연락이 닿아서 고향으로
내려갔었다. 왜냐하면 모교의 폐교를 막았다는 사
실과 술 담배 없는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이장에
다가 군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궁금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자를 호되게 꾸짖었던
일들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싶기도 했기 때문이다. 40년 교직생활에서
첫 졸업시킨 제자들 10여명의 저녁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나는 말했다.
“천 이장, 참 그동안 수고 많이 했네. 그리고 미
안하네.

네가 자네에게 공부를 안 한다고, 여자

들을 괴롭힌다고, 남자들과 싸운다고 혼냈던 것
말일세. 손바닥을 맞을 때면 엄살을 부리며 손을
내려자 더 때리곤 했는데. 자네는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살면서 학교를 위해서, 고향 마
을을 위해서 좋을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일
세......”
544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없는데 선생님은 좀 달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내
가 왜 야단맞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자세
히 설명하시고 나서 혼냈기 때문에 섭섭한 감정
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저는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소몰이를 하고 싶습니다. 소몰이하는 게 공
부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라고 말예요.”
나는 제자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현주소를 느끼게 했다.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학생들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의 욕심에 따라서 공부하고 있음을, 교사는 틀에
박힌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력 위주, 대학입시 위
주의 경쟁 교육으로 휘몰고 있음을 말이다. 항상
경쟁에 이겨야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경
쟁에서 뒤쳐지면 불행하다고 실망하고.... 교사들
은 학생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보람있는 인
생을 위해서 참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찾아서 마음껏 자신이 꿈을 찾아 날
아오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가 말이다.
그리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가르쳤는
지 돌아보게 하였다.
Ⅱ. 행복의 개념과 조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 지기를 원하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어떤 사
람은 이성에서 찾기도 하고, 물질과 명예에서 찾
기도 하고, 여가와 취미 생활 가운데 찾기도 하
고, 종교 생활에서 찾기도 한다. 그렇지만 똑 같
은 조건과 환경임에도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는
모두 다르다. 철학자 플리톤은 행복의 조건을 5가
지로 들었다. 첫째가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

전 강동송파교육지원국장 고 영 택

한 재산, 둘째로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헌법은 제10조

족한 듯한 외모, 셋째로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로 남과 겨루어

을

보장하고 있다.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마지
막으로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를 받는 말솜

Ⅲ. 우리 국민이 느끼는 행복의 문제점

씨라고 했다. 어쩌면 현대사회인이 보면 너무가
거리가 먼 행복의 조건, 아니 불행의 조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우리 나라는 지금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
대에 살고 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인권이 신
장되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있다. 국력이 세계

국어 사전에서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

로 뻗어나가 세계 곳곳에 가장 많은 나라에 진출

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해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한다. 해마다 발

쓰여 있다.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 조건

표되는 유력한 통계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행

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

복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부탄 국민

다. 또한 행복을 느끼는 정신적 상태는 생활환경

들이라고 한다. 또한 세상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이나 생활조건,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 각기 다른

높은 나라는 덴마크라고 한다. 그러나 덴마크는 1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개념일

년 중 6개월씩 비가 내린다. 겨울에는 하루 4시간

수밖에 없다.

밖에 해를 볼 수 없다. 환경 조건으로 보면 오히

행복의 기준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즐거운 순

려 우울증이 걸리기 쉬운 나라이다. 이에 비하면

간순간이 반복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쾌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다. 경제적으로도 세

락주의자의 행복도 있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

계 10위권 내에 들고 있으니 사람들도 행복해 하

성했을 때의 느낌(성취감)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고 행복지수도 높게 나와야 한다. 그런데 사정은

사람도 있고, 가족과 잘 지내는 것에 만족하는 행

전혀 다르다. 우리 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꼴찌

복도 있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더라도 평정

에 가깝다. 왜 그럴까?

심을 잃지 않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도 있다. 어쨌든 행복은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2015
년에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위키백과 사전에 따르면, 행복주의(幸福主義)

행복의 조건을 GDP, 기대 수명, 사회보장제도, 직

또는 행복설은 행복을 인생의 목적(善)으로 하여

업 선택의 자유 등을 묻는 설문 결과 전 세계

행복의 추구를 도덕 원리로 하는 사고방식이라고

158개 국가를 상대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

말한다. 여기서 두 가지 관점 즉 행복을 감각적·

과 한국은 47위를 기록했고 1위는 스위스였다.

육체적 쾌락으로 보는 자(쾌락주의)나, 그와 반대

행복의 조건이 다분히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주

로 유덕(有德)이라든가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는

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환경이 크게 작

상태와 같은 정신적인 것으로 보는 자에 따라서

용한다고 하였다.

행복의 조건은 크게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수치가 아닌가? 1등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누구에게나 간
섭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아니면 안 된다는 경쟁의식이 강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라서 불행한 것인가?

추구한다. 이런 기본 권리인 행복추구권(幸福追求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복하기 위해 가장

權)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40.6%가 돈이

인데,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럼 ‘돈이 얼마나 있으면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39.25%가 ‘10억에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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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 사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 나라 사람
들은 경제적 지위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
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또 다른 조사 발표(2017.3.8.)에 의하면 각종 지
표 랭킹매기기 전문업체인 미국의 온라인 매체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선정한 2017년 올해 최
고의 국가 80개국 중에서 우리 나라가 23위를 차
2013년 1월 워싱턴 포스트의 발표에 따르면 영
국의 경제정보평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
닛(EIU) 이 전 세계 80개국을 대상으로 ‘오늘 출
생한 아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조사 발표에서 한국이 19위를 차지했다.
2030년이 되었을 때 경제 전망, 건강수준, 정치적
자유, 양성평등, 직업의 안정성, 강력범죄 발생률
등을 평가 대상으로 삼은 결과이다.
이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를 보는
외국인의 시각은 우리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
다. 적어도 75%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지했다. 설문 내용은 국가 영향력, 시민의식, 기업
가 정신, 삶의 질, 역사유산 등 9개 주제 아래 65
개의 세부 질문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 표에서 보면 80개 나라 가운데 최고의 국가
로 우리나라가 23위로 나타난 것을 보면 국민으
로서 긍지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만족감과 행복감
도 가질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상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체를
잘 모르는 것인지, 왜 우리 국민은 좀처럼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
면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것일까?

법도 할텐데......

2014 국가번영지수
해마다 영국의 레가툼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국가번영지수 2014년 11월 3일

INDEX가 발표

하였다.
전 세계 142개국의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를 가지고 순위를 낸 결과 중 1위가 노르웨이,
2위가 덴마크, 3위에 뉴질랜드 랭크되었으며, 대
한민국은 25위에 랭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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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첫 조사 이후 2014년까지 60~70점대를 기록
하며 6년 연속 최하위였다가 작년에는 90.4점(23
개국 중 19위)으로 크게 올랐다. 하지만, 올해 다
시 꼴찌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초중고생들은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평소 행복을 느낀다고 공통적으로 대답했다.
평소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학교 성적 압박
이 심할 때'와 '학습 부담이 너무 클 때'로 나타났
다. 초등학생은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행
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비율이 20.8%로 학습부
담(20.8%)이나 성적압박(15.6%)과 함께 높게 나
타났다. 중요한 시사점은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
이처럼 유력한 세계 조사기관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한 결과와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
준은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면 표와 같다.

한 것'으로 초등·중학생은 '화목한 가정'을, 고등학
생은 '돈'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하는 것이다.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10~19세) 평균
에 웃도는 수준이기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10년 연속(2003~2012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그러면 우리 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계산해보면 하루에 40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10만 명당 28.5명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다. 통계

어떤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5월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

청의 자료에 의하면 그중 약 7~8명은 청소년이라

수팀이 발표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

고 하니 학생들의 행복지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

있다.

이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조사 대상인 OECD 회원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신체적 건강 행동과 흡

국 22개국 중 가장 낮은 점수인 82점으로 확인됐

연·음주·마약·성관계 등 위험 행위에서 안전한 정

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중·고생 7908명(초

도를 평가한 '행동과 생활양식' 조사에서는 OECD

등학생 4학년 이상 2359명, 중학생 2538명, 고등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물질적

학생 3011명)을 조사대상으로 2015년 3월과 4월

행복(3위), 보건-안전(3위), 교육(3위), 가족과

에 학교생활 만족도, 개인 행복감 등을 자료로 정

친구 관계(8위) 등 다른 항목에서도 비교적 점수

리한 뒤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이다.

가 높았다.

주관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으

조사결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연령대

로 118점이었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113점

가 낮을수록 '화목한 가족'을 꼽은 경우가 많았지

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만,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은 '돈'을 꼽는 비율이 높

109점이었으며,

스웨덴(107

았다. 초등학교 4학년의 37%가 화목한 가족을 선

점), 노르웨이·이탈리아·그리스(이상 105점) 순이

택해 돈(4%)보다 훨씬 높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었다. 한국과 함께 80점대에 속한 국가는 헝가리·

은 화목한 가족과 돈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21%

벨기에(이상 89점), 캐나다(88점), 체코(85점)이

와 20%로 비슷했다. 이후 고등학교 2학년에서

었다.

17%(가족), 21%(돈) 역전됐으며 고등학교 3학

아일랜드(108점),

년 학생에게서는 17%(가족), 24%(돈)로 격차가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2009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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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 가족을 선택한 경우 느끼는 행복감은

행복의 조건으로 나타났다.

돈을 선택한 경우보다 초등학생 23.2%, 중학생
23.4%, 고등학생 23.3% 각각 높았다.

엄마가 살기 좋은 나라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는 성적이나 집안

2015년 5월 4일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의 경제 수준보다는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2015 엄마지

게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 관계가 좋은 경우에는

수’(Mothers’ Index)에서 노르웨이는 지난해 1위

성적과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행복감이 큰 것으

를 차지한 핀란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엄마지

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성적이 똑같이 '중(中)'일

수란 임산부 사망 위험과 5세 미만 영유아 사망

때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47.7%가 삶에

률, 1인당 국민총소득(GNI), 공식 교육을 받는

만족했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경우 75.6%가

기간, 여성의 공직 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삶에 만족하다고 답했다. 경제 수준이 '상(上)'일

지수로, 여성과 아동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

때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49%만 삶에

도다. 올해에는 179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만족해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으면 81%가
만족감을 표했다.

노르웨이에 이어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

어린이·청소년들은 5명당 1명꼴로 자살 충동을
경험한 바 있었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 있다고

개국 리스트에는 호주(9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 국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은 17.7%, 중학생 22.6%,

한국은 크로아티아와 공동 30위를 기록했다. 이

고등학생 26.8%이었다. 이는 전년도 조사 때보다

어 일본과 미국이 각각 32, 33위를 차지했다. 중

각각 3.4%포인트, 3.1%포인트, 2.8%포인트 높아

국은 61위에 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특히 올해

진 것이다.

미국의 부진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순위는 지

연구팀은 자살 충동을 3회 이상 경험한 경우 '

난해보다 두 계단 하락했으며, 임산부 사망 위험

자살 충동 위험집단'으로 구분했는데, 이 비율은

이 1800명당 한 명으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았

전체의 5%를 웃돌았다. 성적이나 경제 수준보다

고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6.9명에 달했다는

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 자살 충동 위험집

것이다. 최하위는 소말리아가 차지했으며 북한은

단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공식 교육 기간이 조사되지 않아 순위에서 제외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어린이·청소년들의 행복지

됐다.

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관계 개선, 물질적

카롤린 마일스 세이브더칠드런 회장은 “국가의

가치와 정신적·문화적 가치의 균형잡힌 의식 개선

경제적인 부가 엄마의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요인은 아니다”라면서 “노르웨이처럼 엄마와 아이
들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들에게 투자하는 정

대학생들의 행복의 조건
아르바이트 전문구인구직 포탈업체인 알바몬이
2016년 9월 대학생 1,071명에게 '행복의 조건'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발표에 의하면
첫째, '감사와 긍정적인 마인드' 29.8%, 둘째 '
재력 및 경제력'이 16.2%, 셋째 12.3%의 대학생
들은 '건강' 12.3%,, 넷째 '뚜렷한 목표' 9.4% 다
섯째,'자아성취' 8.9%로 그밖에도 '연인' 7.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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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강동송파교육지원국장 고 영 택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은 우
울증으로 인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비관
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만성질환으로 인해 내 몸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세계
179개 나라 가운데 ‘엄마가 살기 좋은 나라’로 30
번째 순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경쟁에서 1등이
아니면, 적어도 5%, 10% 순위 안에 들지 아니하
면 만족할 수 없는 대단한 비교의식, 경쟁심이 강
한 국민이다. 이런 의식구조가 행복을 불행으로,
희망을 좌절로, 만족을 불만으로, 동료를 경쟁 대
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아프고 불편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가 흔하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삶의 끈을 놓

아버리는 경우가 많아 특히 질환장애로 인한 자
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들은 우울증, 암,
뇌졸중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률이 높고, 특히
신체적인 불편감과 통증이 수반되는 장애일 경우
자살의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노인들의 자살률을 낮추려는 노력은 개개인, 가
족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노인의
마음 속 빈 공간을 국가와 사회, 우리 모두가 함

노인자살률 세계 1위 불명예

께 채워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
움을 해결하는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지난 10
년이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노인(65세 이상)의 10.9%가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자
살을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40.4%)을 가장 많이 꼽았고, 건강 (24.4%), 외
로움 (13.3%), 부부·자녀·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11.5%), 배우자·친구 등의 사망 (5.4%) 순이었
다. 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일수록 경제적 어려움

방법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부유한 노

이 높다는 응답이었고,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일수

인과 빈곤 노인의 재산 소유의 편차가 심하게 나

록 건강과 부부·자녀·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이 높

타나고 있어 일괄적인 사회적인 제도를 적용하기

다는 응답결과가 나왔다.

도 어렵거니와 복지국가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
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울증으로 인해 비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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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각이 들면 자신의 처지를 하찮게 여기고 비

하고, 앙케트 회답을 꼼꼼히 읽고, 물론 피실험자

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경제적으로

와 실제로 교류해서, 조사결과를 정리해왔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비
관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

하버드성인발달연구의 Director를 맡은 Robert

요한 조건으로 경제적 안정감, 고독감의 해소, 질

Waldinger교수에 따르면, 중요함에 있어서, 어느

병으로부터 두려움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가지가

본다.

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고 있다고 하였

「75년간에 걸친 연구가 명확히 보여주는 포인
700명을 75년간 추적한 연구로 알게 된

트는, 좋은 인간관계가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높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 비결」

여준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연구 결과 핵심이
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

노후의 생활 자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가?

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름대로 노력

몇 개의 컨퍼런스에 등단해서 강연이나 기조연설

을 한다.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여행을 하거나 취

을

미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한다. 그렇지만 인생에

Follower를 몇 명 획득했는가? 몇 회사의 기술계

있어서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격는 문제는 한

기업에서 일해 왔는가? 그들 회사에서, 얼마만큼

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걱정은 노후보장이 안

의 힘을 발휘했는가? 얼마 만큼의 권한을 부여

되어 있어 건강의 문제, 생계의 문제, 고독의 문

받아왔는가?

제, 자녀와의 문제, 평안한 죽음의 문제 등 과제

했는가?

블로그

기사를

몇

건

썼는가?

그러나 연구 결과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행복

를 안고 있다.

이나 인생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결정적 요인

「하버드 성인발달연구」는 75년 이상에 걸쳐서,

은 기본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2개의 그룹에 있어서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추적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옆

해왔다. 대상이 된 그룹은, 1939~2014년에 보스

에 있다고 하는 환경에는 신경계가 긴장으로부터

톤에서 자란 빈곤한 남성456명과, 1939~1944년

해방된다. 뇌의 건강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진

에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남성268명을 연구 대상

다. 마음과 몸의 고통이 약해진다는 등의 효과가

으로 삼았다.[원제는 ‘Triumphs of Experience:

있음을 이 연구는 밝히고 있다.

The Man of the Harvard Grant Study’(2012)]

또 이 연구는 고독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육체
적인 건강이 빨리 쇠퇴하고, 단명인 경향이 강한
것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교제 상대
가 있는지 여부도 아니다’라고 Waldinger교수는
말합니다. 그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의 질’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주말이 되면 함께 나갈 친구가 많
이 있는지 여부나, ‘완벽한’ 연인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질이라는 것이

기간이 75년 동안의 연구이기 때문에 조사에

다. 그 가운데 ‘인간관계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

임한 연구자도 1세대로는 커버할 수 없다. 제2차

는 것인가? 서로가 함께 있어 얼마나 안심할 수

세계대전 이전부터, 연구팀은 혈액 샘플을 꾸준히

있는가? 얼마만큼 Relax하고, 서로가 진정한 자기

분석하고, 뇌 스캔 기술이 등장하면 그것을 도입

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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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인생은 좋은 인간관계로 만들어지고 있다
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매일 한 끼 식사를 함께하거나 차 한
잔 마시며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탠퍼드대에서 연구하는 B J 포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습관을 보다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깨알 습관(Tiny
habits)’이라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에 따르면 자
기계발서에서 말하는 동기란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 새해 아침에는 스스로 많은 동기를 부여
하지만, 그것이 한 주를 넘기기 힘들다는 것을 우
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Ⅳ. Tiny Habits 행복헌장

습관이란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고 하는 행동
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직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깨알’ 습관

행동 변화는 실패로 가기 마련이다. 그보다는 부
담 없이 작은 습관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매일 하는 행동이 어쩌다 한 번 하는 행동보다

를 들어 처음부터 팔굽혀펴기를 50개 하는 것보

삶에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내가 매일 습관

다는 하루에 세 개씩만 한 달간을 지속할 수 있

처럼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가 삶에 큰 영향을

다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다섯 개, 열 개로

끼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늘려 나갈 수 있다. 포그는 깨알 습관을 매일 할
수 있고, 큰 노력이 들지 않으며, 한 번 하는 데
30초 이상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 팔굽혀
펴기 다섯 번 하기, 30초간 스트레칭 하기, 짧은
문장이나 시 한 편 읽기, 가족과 껴안기, 사랑한
다고 말하기, 좋았던 일 한 가지 생각하기 등.
이런 깨알 습관은 그냥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이 이미 매일 반복하고 있는 습관(포그는 이것
을 닻이라고 부른다)에 연결 지어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전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에는 크게 두 가지
가 있다.
첫째, 일상처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행동들이
다.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화장실에 가는 것처
럼 생리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이 있고 출퇴근처럼
자신의 역할 때문에 반복하는 행동이 있으며 식
사 후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취향으로 굳어진 행
동들이 있다.
둘째,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하는 행동들이다. 매일 1만 보를 걷는 사람이 있
는가 하면, 몇 쪽이라도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고
라디오를 들으며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

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운 상태에서 30초간
스트레칭을 한다’ ‘매일 샤워하기 전에 팔굽혀펴
기 세 개를 한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동안 오
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를 생각한다’
등이다.
1-3-10 행복헌장 실천
Happiness is

N o w h e r e!

위 문장을 바르게 완성한다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문장으로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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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is No where!

표에서 말하는 ‘1-3-10’은 1은 행복을 위한

Happiness is Now here!

한 가지 실천할 좌우명을 말한다. 첫 번째 단계 1
은 자기가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이상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적 가치라든지, 자기 삶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가

현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행복은

장 소중하게 여기는 장점 또는 덕목이라든지, 아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으며,

니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어

긍정적인 사람, 현재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서 꼭 고쳐보고자 하는 덕목 또는 단점 한 가지

사람은 아래 문장처럼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

를 정하는 것이다.

고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1-3-10’에서 3은 행복한 삶을 실천하는 큰

어릴 때 행복하게 자란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영역을 말한다. 남과 인간관계, 나의 생활 습관,

도 더 행복을 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있다. 즉 행

행복하게 생각하는 일 또는 공부에서 꼭 실천하

복도 습관에서 비롯되며, 행복하다고 늘 생각하고

고 싶은 덕목을 말한다. ‘남, 나 , 일(공부)’ 3가

그렇게 느끼고 행동하다보면 행복이 다른데 있는

지를 정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이다.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에서 찾고 누린다는

세 번째 단계는 여기서 3가지 영역에서 각각 3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

가지씩 덕목을 구체화하면 9가지 실천 덕목이 되

는 감정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어 반복적인 행

는 것이다. ‘1-3-10’에서 10은 세 번째 단계 9

동에 의하여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지 실천 덕목에서 1가지 실천 덕목을 추가하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것인데 그것은 부모님께 효도라든지, 부부 또는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란

선생님과의 약속이라든지, 국가나 직장 상사에게

말이 있다. 사소함에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지키고자 하는 예절 덕목을 말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가지려고 늘 노력하다보면 습관으로 변하여 인생
이 행복하고 즐겁게 될 것으로 본다.
‘1-3-10 인생헌장’은 박약회 이용태 박사가
전 국민이 바르게 살며,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
며 좋은 성품,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창안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박약회 산하 전국적
인

인성교육실천추진단이 조직되어

일반국민은

물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1-3-10
인생 헌장’ 프로그램을 ‘1-3-10 행복헌장’이라고
바꾸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습관을 강화하면 어
떨까 생각해 보았다.

만일에 10가지 행복실천 덕목이 많아서 실천하
기에 부담스럽다면 ‘1-3-4 행복 헌장’으로 할 수
있다. ‘남, 나, 일’ 영역에서 각 1가지씩 행복실천
덕목 모두 3가지에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국가
에 대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덕목 1가지를 추가하
여 모두 4가지 실천 덕목을 정하면 된다. 예를 보
면 아래 그림 가족헌장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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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행복헌장 좌우명 정하기

남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지혜

요즘 젊은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

인간의 행복은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에서 찾아

면 직장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 때 꿈꾸던 희망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하버드 성인발달연

이루어지기가 현실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직장

구」는 75년 추적 결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을 구하기도, 결혼하기도, 여가 생활하기도 힘들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고 하

어서 꿈이 사라진 젊은 세대, 절망 가운데 헤매는

였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위해 남과 더불어 살

청년들이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젊은 세대에

아가는 지혜는 무엇일까 어떤 행복 실천 덕목을

게 희망의 메시지, 행복의 메시지를 던져서 행복

정하여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

한 인생을 꿈꾸고 노력하고 다듬어 가는 삶을 살

다. 실천 덕목을 한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정하여

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습관이 되도록 늘 노력한다.

행복헌장 좌우명 정하는 것이 맨 먼저 할 일이
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행복 좌우명은 인생
의 내비게이션과 같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
야 할 덕목이다. 자기가 행복을 위하여 누리고자
하는 이상적 가치라든지, 자기 삶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장점 또는 덕목이
라든지, 아니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가장 방
해가 되어서 꼭 고쳐보고자 하는 덕목 또는 단점
한 가지를 정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칙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며 양보한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친절하고 예의를
지킨다. 약속을 지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친구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한다.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존중한다.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
고 베푸는 삶을 산다. 욕을 하지 않고 바른말 고
운 말을 쓴다 등 실천함으로서 다른 사람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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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편안함과 좋은 이미지, 그로인해 자신의 자아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지혜

성취 또는 평온함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른 사람과 다투어 행복한 사람은 없다. 타인에게

일이 없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

피해를 주어서 행복해 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미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사

사람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람은 태어나서부터 일하는 방법을 익힌다. 일을

나면 자신도 더불어 행복해 질 수 있다

더 잘하고 의미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익힌다. 일 할 때가 기쁘고 행

나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지혜

복하다고 한다. 일을 할 때 힘들고 짜증내고 불행
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 똑 같은 일을 하면서

남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 실천도 중요하지만

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

다. 각자의 기대가 있고, 의미 부여가 다르고 개

에게 만족감이나 평안함이나 행복감이 없다면 그

인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삶의 터전이 되

삶은 바르고 온전한 삶이라고 볼 수 없다. 본인도

는 일을 현명하게 하려면 어떤 실천 덕목이 필요

행복해 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

한지 참고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하다. 나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지혜에 필요한 실
천 덕목들은 다음 그림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원칙으로는 목표의식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칙으로는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목표를 세운다. 항상 감사하며
겸손한 태도를 가진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긍정
적으로 생활한다. 정의감으로 정직하게 살아간다.
시간을 아껴 쓰며 부지런히 생활한다.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돈과 시간을 잘 관리한다 등과 같이 자
기가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또는 잠재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것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고 힘들어하
는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보고자 꾸준히 실
천하는 덕목을 선정하여 개인생활을 습관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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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한다. 중요
한 일을 우선하여 처리한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일과 관련된 문제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맡은 일에 열정을 갖
고 집중한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창의
적으로 한다 등과 같이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상
황과 능력에 비추어 행복한 삶을 위하여 습관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에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에서 실천할 일
을 정하여 습관화 하는 것이다. 또한 종교인이라
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할 행복 실천 덕목
을 정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전 강동송파교육지원국장 고 영 택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지혜

중요하다. 실천은 혼자하기가 힘들 때에는 부부와
함께, 또는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강조해 왔다. 그러
나 핵가족화, 가족해체 현실을 볼 때 이런 가치는

함께 행복헌장을 공동으로 만들어 실천한다면 더
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진부한 덕목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행복, 부모와 형제간
의 행복이 없다면 이 또한 진정한 행복이라 볼
수 없다. 과거처럼 내리 사랑만이 아니라 지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상호작용 가운
데 행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런 가정의
효를 중심으로 생각해본다면 다음 그림을 참고해
볼 수 있다.

Ⅴ. 맺는 말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행복을 위한 여러 가
지 조건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껴보고자 하는 생활 습관, 사소한 일에
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 모
효를 실천 하는 덕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든 일의 결과를 주변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
기보다 자기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릴 때 행복한
아이가 자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작은 실천부터 노력하다보면
결국은 크고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는 건전한 시
민으로 살아갈 것으로 본다.

1-3-4 행복헌장 만들기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행복 좌우명을 설정
하고, 남, 나, 일(공부), 효에 대한 행복실천 덕목
을 설정하여 행복헌장을 완성하여 실천하는 것이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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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찬 필 | (사)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총장
Ÿ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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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Ÿ
Ÿ
Ÿ

1994년 12월 KBS입사
2014년 3월 <21세기 교육혁명-미래교실을 찾아서> 3부작 제작
2015년 3월 <거꾸로교실의 마법-1000개의 교실> 4부작 제작
2015년 12월 <교육혁신프로젝트 학교의 진화> 2부작 제작
2016년 8월 <교육희망프로젝트 배움은 놀이다> 2부작 제작
2014년 <거꾸로교실, 진짜 배움으로 가는 길> 존 버그만 저 번역 출간
2015년 <거꾸로교실 프로젝트> 공저
현 사단법인 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총장

<
Ÿ
Ÿ
Ÿ
Ÿ
Ÿ

저서 및 연구실적 >
공동집필 “열린교육 궁금점을 알아봅시다”,1997
공동집필 “수행평가 이렇게 합니다 1, 2권”, 1998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집필, 1998 - 2011
서울시교육감 인정도서 “창의력 교실” 외 3종 15권 집필팀장
어린이동아일보 “창의력 교실” 집필팀장, 1999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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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변하면 사람이 자라난다
정찬필 | (사)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총장

서론-인성교육 정말 필요할까?

멤버들은 당황했고, 토론의 흐름은 끊겼다. 이런
도발적인 의견을 던진 이유는 온전히 2013년부터

교육 분야에 아무 전문성이 없는 다큐멘터리 제

계속되어온 교육실험의 경험 때문이었다.

작 PD로 2013년에 발을 담근지 벌써 4년째, ‘교
육혁신’, ‘미래교육’의 화두에 매달려 이런저런 시

완전 붕괴된 교실에서의 수업혁신 실험

도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다 보니 국내외 참여
하는 회의가 여기저기 많아졌다. OECD의 미래교

2013년 7월 KBS 다큐멘터리 PD로서 부산을 찾

육 회의에도 학생, 교사와 함께 초청 받아 사례

았다. 당시 큰 의지를 가지고 기획한 <21세기 교

발표를 했고, 지난 해 말에는 오스트리아 잘쯔부

육혁명> 시리즈 촬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르흐에서 열리는 미래교육 관련 회의에도 참여기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소개받아 찾아간 중학교는

회가 열렸다. 주제는 “사회적 감성적 역량은 어떻

달동네 꼭대기에 있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게 평가해야 되는가?”였다.

부산 내 최하위권이었고, 학교 주변은 사회경제적

아마도 이 주제가 한국의 인성교육과 비슷할 터

으로도 아주 힘든 지역에 속했다.

였다. 각국에서 5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여각국 학

실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 국어과

생들의 관련된 문제점과 이 난제를 풀기 위해 어

김수애 선생님과 2학년 영어과 안영신 선생님을

떤 과목과 교육과정, 방법을 통해 교육해야할지를

만났다. 두 선생님은 자신들이 어떤 노력을 한다

논의하며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와중

해도 아이들에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에 문득 수년 간의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에서 비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카메라 인터뷰 중에 말했다.

롯된 의문이 불쑥 튀어나와 질문을 던졌다.

교사들의

“이런 교육이 특정한 과목이나 교육과정에 넣는

바닥에 있었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간의 누적된 실

선생님들은 그렇게 기대치가 낮을 수 밖에 없는

험 경험으로 보자면, 학생들이 보여주는 부족한

결정적인 이유로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들었다. 워

사회적 역량 혹은 비뚤어진 태도들, 예컨데, 폭력

낙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 결손가정의 비율도 부

성향, 왕따, 소심함, 소통 능력 부족, 심지어 외톨

산 내 최고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적 성향들이 수업의 변화를 통해 너무도 쉽게

아이들이 설사 어떤 잠재력이 있어도 제대로 발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간의

현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설명이었다.

관찰이 사실이라면, 아이들의 부족한 사회적 능력

수업 시간에 만난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사전에

이란, 사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

해준 설명 그대로였다. 학생들에게서는 수업 시간

라, 기존의 학교 시스템 혹은 교육방식에서 비롯

뿐 아니라 학교의 일상 속에서도 어떤 활력이 느

된 부작용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

껴지지 않았다. 교실엔 선생님만 낮은 목소리로

석될 수도 있을텐데, 지금 논의하는 방식이라면

교과서에 밑줄을 치라고 연신 말하고 있을 뿐

문제의 근원은 그냥 둔채 또 다른 문제적 환경을

아이들의 태반은 잠들어 있었고, 눈을 뜨고 있어

더 얹는 건 아닐까요?”

도 영혼이 없는 좀비를 연상시켰다.

자기효능감은 아이들의

성적만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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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들과 처음 대면해 듣게 된 인터뷰는 처참

제가 아니라, 취재과정에서 만난 많은 국제적 교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공부는 하기 싫은 의

육혁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녹여낸 것이었던

무였을 뿐, 해야하는 이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

바, 동일한 개념으로 오해되는 것을 피해보려는

다. 학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공간 이외에 큰 의

의도가 있었다.

미가 없는 곳이었다. 인터뷰 내내 대부분의 아이

기대한 효과는 1차적으로 붕괴된 교실이 살아나

들은 한 문장도 또렷이 말하는 걸 듣기 힘들 정

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서로 간

도로 표현 능력이 부족했다. 그런 아이들에게 자

의 소통, 협력하며 수업에 몰입, 참여하고, 이를

신의 미래에 대한 꿈이 있을리 없었고, 자존감도

통해 학습효과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느껴지질 않았다.

작동은 이미 수년 간 쌓인 전세계적인 Flipped

인성교육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이를 위한 법과

Learning 경험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으니, 마땅

정책이 마련되게 된 핵심적 이유는 우리 아이들

히 벌어질 결과라 예상했다.

에게 사회적, 감성적 능력(social & emotional

하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교사

skill)이 결여되는 데에 있었을 것이다. 실험 대상

들에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채 제작팀은 연

학교의 아이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그러한 교육

구진을 꾸려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21세기 역량,

이 절실히 필요함을 증명하는 아주 확실한 사례

특히 소통능력과 협력 능력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였다.

관찰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

최초의 <거꾸로교실> 실험은 바로 이런 곳에서

고 있었다. 불과 1, 2달 사이에 말하는 능력을 잃

시작되었다. 참여한 교사들은 절망적으로 붕괴된

어버린 좀비처럼 여겨지던 아이들의 소통량과 수

교실이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

준이 급성장하는 게 관찰되었으며, 자연스럽게 협

대로 시작했지만, 준비하는 내내 결과에 대해서는

력을 이해하고 활용해 나가고 있었다.

회의적이었다.
“말하는 길이가 늘어났어요”
<거꾸로교실>이란?

“예전에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내뱉었는데,
요즘은 친구들이 내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 고민

실험을 위해 교사들에게 제시한 방법에 <거꾸로

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실>이란 이름을 붙였다. 방법으로 본다면 아주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이제 두렵지 않아요”

단순한 개념이었다. 선생님의 강의를 영상으로 짧

“같이 하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과제들을 해결할

게 만들어 두고, 교실 내에서는 강의를 완전히 제

수 있게 되었어요”

거하고 온전하게 학생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에
의한 수업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개념이었다. 이

이 변화만으로 실험의 의미는 충분히 만들어지고

를 통해서 교실 내 수업의 주도권은 교사에서 학

있었다. 그런데 학기 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생으로 완전히 이동하게 된다. 한마디로 교실에서

사례가 기다리고 있었다.

말할 수 있는 주체가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되
는 상황을 의미한다.

경석이의 외톨이 탈출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거꾸로교실>이란 표현은 애초에 실험 방법에
대한 영감을 미국에서 크게 화제가 된 Flipped

학기말 모둠 과제를 위해 모여 있는 5명의 아이

Learning에서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들을 만났다. 국어 수업을 위해 동영상을 만들며

근원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

아이들은 떠들썩하게 어울리고 있었다. 아이들에

점을 완전히 뒤집었을 때 오히려 답이 나오지 않

게 물었다.

을까하는 기대가 작명의 가장 큰 이유였다. 또한

“한 학기 거꾸로교실 하면서 성격이나 태도에서

시도하려는 실험이 단순히 Flipped Learning의 복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 둘 셋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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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손가락으로 가리켜볼까? 하나 줄 셋!”

에 초기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을 것

네 명의 손가락이 일제히 한 학생을 향하고 있었

이다. 혹은 함께 섞이려고 시도를 해도 곧 좌절하

다. 함께 있는 모습만으로는 전혀 차이를 알 수

게 되었을 것이다.

없는 아이였다. 대체 뭐가 변했다는 걸까? 이유를

가설 3.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묻자 서로 앞서서 답을 주려 아우성이었다.

지고, 스스로 소통능력과 사교능력의 한계에 절망

“경석이는 2년 반 동안 교실에서 한마디도 하지

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

않았어요”

다.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도 잘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학교와 선생님은 어떤 역

있어요”

할을 해왔을까?

충격적이었다. 아무 표시가 안날 정도로 잘 어울

아마도 이 아이에 대해 많은 걱정과 안타까움이

려 있던 아이가 완전한 외톨이로 지내온 아이라

있었을 것이며, 여러 기회와 장치를 만들어 함께

니.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려 했을 것이고, 상담과 설

경석이의 이야기를 따로 들어보았다.

득도 계속되었을 것이며, 부모님께 아이의 성격이
변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조언도 했을 것이다.

“친구를 사귀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

하지만, 학교 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

어요.

는, 가장 핵심이 되는 수업에서 아이에게 해줄 수

근데 그 모둠을 하고 보니까 친구들이 얘기를 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면 통하는 게 있잖아요? 통하는 게 있으니까 거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태도

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그러니까 절친이

는 교사의 말을 듣는 것이고, 교사가 모든 아이들

생겼어요.

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 일정한

그 전에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았어요. 친구들이

범위 밖의 아이들에게 불가피하게 소외될 수 밖

랑 얘기하는 것보다는,

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친구가 생기니 재밌어요. 재밌었어
요.“

가설 4. 그러니 애초 부족한 소통능력으로 시작한
경석이 입장에서 이를 회복할 기회가 충분히 가

대체 왜 경석이는 그간 외톨이로 지냈던 것일까?

질 수 없으니, 함께 어울리기 힘들어지고, 관심에

혹은 그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성격이 왜 그토

서 소외되고, 더더욱 말할 기회를 잃게 되고, 이

록 오랜 기간 동안 바로잡아지지 않고 지속되었

로써 사회성 회복 불능의 악순환에 빠졌을 것이

던 것일까? 2학년 때 담임을 했던 선생님을 만나

다.

보니 여러차례 상담하고 부모님과 대화도 시도해
보았지만 도저히 개선될 조짐이 없어 사실상 포

가설 5.

기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수업이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동료학습

여러 상황을 연결해 다음과 같은 추리를 해보았

중심으로 바뀌고, 특히 거꾸로교실의 방법이 투입

다.

되면 거의 100프로의 수업시간이 학생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바뀌고, 특히 모둠형의 구조를 통해

가설 1. 아마도 이 아이에게는 태생적 이유이거나

말할 의무와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경석이는 이

혹은 어린 시기부터 소통능력이 성장하기 어려운

를 통해 부족하지만 말을 시작했을 것이고, 이에

가정과 주변 환경에 있었을 것이다.

대한 친구들의 긍정적 반응을 통해 사회성을 회

가설 2.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준거집단이 사실

복하기 시작하고, 소통량이 더욱 증가하고, 질적

상 학교가 되었지만, 아이의 소통능력 부족 때문

으로 상승하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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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32 수업이 변하면 사람이 자라난다

아이들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느린 속도와
이것이 결론이었다. 사회적 능력이란 것이 중요성

이해 부족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설명해주

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알려준다고 길러질 수 있

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필요한 것은 일상적인 생활

이것이 두 아이가 변화하는 게 가장 큰 힘이 되

속에서 이를 활용함으로써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

었을 것이다.

렇다면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교육은 별도의

이와 유사한 모습은 완도의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으로,

들에게서도 동일한게 관측되었다. 따라오지 못하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과목 수업 속으

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같은 2학년의 모둠

로 들어와야 한다. 전통적인 수업 구조 속에서 이

학생이 계속 돌봐주고 있었다. 선생님은 이런 모

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주문이지만,

습은 이전에 본 적이 없다며, 1년간 거꾸로교실

수업을 변화시킨다면, 수업의 방향을 뒤집는다면

경험으로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너무도 수월하게 마법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

두 번째 해인 2014년의 실험 프로젝트인 <거꾸

낼 수 있다.

로교실의 마법-1000개의 교실>은 전국에 최대
한 많은 교실에서 같은 실험을 전개하고 나타나

경석이는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에서 “거꾸로교실

는 현상을 기록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수

은 인생이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업변화를 통한 사회성 회복 사례가 수업이 포착

라고 표현했다. 스스로 이 변화가 얼마나 앞으로

되었다.

의 인생에 큰 자산이 될지 알고 있는 것이다.

경주 외곽의 중학교 3학년 아이는 몸에 배인 폭

이토록 중요한 아이들의 사회성 변화는 4년간 진

력 성향으로 툭하면 경찰서 조사를 받아왔다. 그

행된 매 실험마다 극적인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

런 아이가 석달 뒤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 놀랄

다.

정도로 갈등 상황을 스스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
했다. 충남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소위 일진으로

수업변화를 통한 사회성 성장 사례

불리던 아이도 이제는 학교 수업이 재미있다고,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

첫 해 실험에는 비슷하게 힘든 환경에 놓인 부산

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이렇게

의 초등학교 한 곳이 포함되어 있었다. 4학년 18

수업이 바뀐 교실에서 폭력, 왕따, 수동성, 이기주

명으로 구성된 반에는 발달장애 아동이 2명 포함

의가 녹아내려 흔적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되어 있었다. 처음 만난 이 아이들은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낯선 어른들이 교실 안에 들어와

결론-책임 미루지 말고, 수업에서부터 풀어가기

있는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수업 자체에 대한 불안을 감지

지난 실험에서의 경험은 이 모든 문제가 원래 아

할 수 있었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없으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라기 보다 외부의 환경

니, 활동과제가 주어지면 극심하게 눈치를 보며

과 조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어쩔 즐 몰라했다.

주고 있다. 그 조건의 하나로 경쟁과 주입으로 표

그런데, 학기 후반, 시간을 두고 찾아간 교실에는

현되는 현재의 학교교육 시스템이 크게 작용하고

이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무엇보다 두

있을 것이다.

아이가 더 이상 눈치보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모

이로써 거꾸로교실 수업을 성공적으로 경험한 교

둠 내에서 어렵긴 해도 자기 의견들을 말하고, 심

사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지어 발표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제한적이만 역할
을 수행해 낼 수 있었다.

1. 인성 혹은 사회성 결여의 책임을 아이들에게

변한 건 이 아이들만이 아니었다. 모둠 안에 있는

떠밀지 마라

560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사)미래교실네트워크 사무총장 정 찬 필

2. 교사에게도 떠밀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그간
학교교육 문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이지 개별 교사들에게 책임전가할 문제가 아
니다.
3. 대증적, 인위적 해결은 불가하다. 규율과 강제,
억압의 학교 문화로부터 인성이 망가졌다고 생각
해본다면, 다시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다고 강요한
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 없을 것이다.
4. 누가 뭐래도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준거집단이
며 수업이 일상 생활이다. 그러므로 그 일상에서
변화의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5. 그것이 수업의 변화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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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 대표 김 상 인

아들러(Alfred Adler)의 사회적 관심과 행복추구
김상인 | 사)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 대표
Ⅰ. 들어가는 말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과 그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 개인

아들러(Alfred Adler)의 사회적 관심155)은 행

의 진정한 행복추구는 사회적 관심을 실천하는

복추구와 불가분(inseparable relation) 관계로 설

삶이라는 것이 아들러의 주장이다. 한 개인이 사

명할 수 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추구는 사회적

회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면 행복도 건

관심의 정도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아들

강한 삶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아들러의 주장

러의 통찰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람은 행복하

이다(Adler, 1964a).

며, 행복한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회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사회의 자식으

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들러의 설

로 사회공동체의 형성자로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

명이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추구를 하는 사람은

(social animal, 社會的動物)로 설명했다. 인간은

반드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유일적(唯一的) 존

는 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이다.

재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인간은 본능

아들러는 인간이 사회적 관심과 상호작용하는

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하에 존재성을 느끼고 살

존재임을 주장했다. 아들러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아가게 된다. 즉, 인간은 사회적 관계없이는 존재

사회적 존재이며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자기

의 의미를 갖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일관성을 주장하는 존재로 인식했다. 인간의 모든

인간이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어도 그 개인

행동은 사회적 맥락에서 일어난다. 인간은 상호관

은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

계를 맺어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적 활동을

는 것이다. 아들러의 사회심리학적 주장은 아리스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행동은

토텔레스의 철학적 인간이해를 재해석했다고 볼

인간과 환경의 함수이다.” 라는 형태 심리학자

수 있다(Aristoteles, 이창우 공역, 2007).

Kurt Lewin의 언급과 맥락을 같이한다. 아들러는

본 연구는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과 행복추구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므로 고립된 채로 연구될

의 상호관계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수 없다고 주장했다(Adler, 1972).

연구는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이해, 행복의 개념,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대인심리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들러는 이 지구 표면을 공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행복추구 순으로 논하고자
한다.

유하고 있는 한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
호작용 하느냐가 가장 중요함을 주장했기 때문이
다(Adler, 1958, 1964b). 이와 같은 아들러의 주

Ⅱ.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 이해

장은 최초의 사회심리학자의 시조라는 명성을 얻
게 했다(Ansbacher & Ansbacher, 1964).

1. 생애와 사상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은 ‘공동체 의식’ 으로 재
명명 할 수 있다. 건강한 인간은 공동체 의식을

인간치료의 개인 심리치료(individual psychotherapy)를 창시한 아들러(Alferd Adler)는 1870

155)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 의식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
용함.

년 2월 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교외 펜지히에서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563

특별기고 33 아들러(Alfred Adler)의 사회적 관심과 행복추구

곡물상을 하던 유대 상인 레오폴트 아들러의 육

1992). 후에 이것으로 인하여 아들러는 사회 지

남매 중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 아들

향적인 관점의 시작과 산업 의학의 시조라는 칭

러는 구루병과 후두경련, 그리고 폐렴 중증으로

송을 받았다(김상인, 2004).

인하여 신체적으로 병약했으며, 정신적으로는 동

성인이 되어서 아들러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

개종을 했으며(Hjelle et al, 1995), 이 개종으로

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신체적

인하여 아들러의 심리학은 기독교적인 경향을 갖

인 열등감과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

게 된다(Corsini et al., 1996). 아들러가 인간을

겠다는 결심을 했다. 아들러의 어머니는 교육을

의학적인 존재 이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보고 있

받지 못했으나 지성적이고, 매우 헌신적인 분이였

는 것과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이웃

으며, 아버지 역시 지성적인 분으로 아들러에게

사랑의 개념들은 이를 설명하고 있다(Johnson,

꿈과 기대감을 주었다. 특별히 평상시에 교훈했던

1993). 또한 아들러는 자신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아버지의 말 “매사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개념인

된다. 모든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은

우월성(superiority)의 관념이 구체화된 것으로

아들러의 일생에 신조와 심리학에 영향을 주었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설명했다(Adler, 1956).

완전성(perfection),

위대성(greatness),

친구들과 유난히 잘 어울렸던 아들러는 용기와

1926년 아들러는 미국을 처음 방문한 이후

동료의식 및 사회성을 키울 수 있었다(Adler,

1928년까지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주로 강연과

1956).

가르침과 치료에 시간을 보냈고, 1929-1930년까

대학시절 아들러는 심리학, 철학, 정치학, 경제

지 컬럼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히틀러와 함

학 및 사회학을 관심 있게 공부했으며, 특별히 의

께 등장한 전체주의에 대해서 아들러는 전세의

학을 공부하면서 사회제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

격변을 예상하여 개인심리학이 정착할 수 있는

다(Adler et al., 1992, 1964). 이 사회적 관심이

곳은 미국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934년에 미국

후에 “새로운 사회심리학적 관”을 수립한 시조로

으로 이주하였다(Adler, 1956, 1964). 이 시기에

명성을 얻게 된다(Hall et al., 1978).

아들러는 뉴욕의 한 강연에서 사랑에 관한 주제

1895년에는 비엔나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취득

로 강연을 하면서 인간의 성욕과 쾌감의 원칙보

하였고, 1897년에는 러시아에서 유학을 온 레이

다 사랑과 행복의 원칙을 더 강조함으로써 간접

샤(T. Raissa)와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낳았으

적으로 프로이드의 이론에 반격을 가했다(Adler,

며, 1898년에는 안과 전문의로 개업하였다(Adler,

1992). 아들러는 1932년부터 1937년까지 롱 아

1956). 이때에 아들러의 치료 방법은 정신과 신

일랜드 의과대학(현재 뉴욕 주립대학의 다운스테

체적 과정 사이에 깊은 연관성의 이해를 가지고

이트의 의학센터)에서 의학심리학 교수로 재직하

치료하여 그 명성을 얻었다. 한편 아들러는 당뇨

면서 정신과 의사로 치료하는 일과 강연을 했다

병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Adler, 1956)

지켜보면서 죽음에 대해 두 번째 무력감을 경험
했다. 이후 그는 병원을 그만두고 크라프트 에빙

2. 사회적 관심

(Richard Krafft Ebing: 1840-1903)의 강의에
힘입어 신경학과 정신의학을 공부하였다. 이러한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사회적 관심(social

상황 속에서도 아들러는 심리학과 철학, 그리고

interest), 즉 공동체 의식(community feeling)을

사회과학에

있었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1918년 아들러가 소개한

(Adler, 1964). 그 결과 1898년에 『재단사를 위

심리학에 핵심 개념이다. 이러한 아들러의 입장은

한 건강서』(Health Book for the Tailor Trade)

인간의 행동은 선천적 본능(inborn instincts)에

에 관한 책을 펴냈고, 아들러는 이 책에서 사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Sigmund Freud(1856-1939)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웃사랑을 언급했다(Adler,

의 견해와 선천적 원형(inborn archetypes)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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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된다는 Carl Jung(1875-1961)과는 대조적으로

주고 봉사하는 생활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요구(social urges)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

(Hjelle L. A. 1980). 아들러는 공동체 의식을

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Hall et al., 1978).

“To see with the eyes of another, to hear with

이는 아들러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함에 있어 정

the ears of another, to feel with the heart of

신과 육체가 통일된 연관적 조직체(unified relational

another.: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system)로 전체론(holism)적인 입장과 사회적인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가슴으로 느끼는 것” 으

존재 양식을(Adler, 1992) 취하고 있는 데서부터

로 정의했다(Adler, 1979). 이는 타인들을 이해하

비롯된다. 아들러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분리

고 그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의

될 수 없는 통합체(unity)로 자아일치된 유기체라

기준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공동체

는 가설을 근거하여 인간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의식을 위한 잠재능력은 선천적인 것으로 아이에

같은 아들러의 이론은 인간 각 개인에서 시작되

대한 어머니의 관심 정도와 아이가 처한 환경에

어 가족, 지역사회로 점점 더 큰 체계의 의미로

수용성에 따라서 발달한다는 것이 아들러의 주장

발전되어 멈추지 않는 인류 공동체 의식에게로까

이다(Adler, 1992).

지 확산된다(Hjelle L. A., 1980).

종합해 볼 때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공동체 의

공동체 의식(community feeling)은 공동체 관

식은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자 능력이

심(community interest), 공동의 직관(communal

된다. 따라서 이 능력은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를

intuition),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 사회적

위해서 유지 발전 시켜야 하는 것으로 인간 삶의

의식(social feeing), 사회적 감각(social sense),

반드시 형성되어야할 과제이자 인간 삶의 목표인

또는 결속력(sense of solidarity) 이라고 번역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아들러의 심리학의

다. 독일어 ‘게마인샤프트-게퓔’은 친밀하고, 상호

이론을 종합할 수 있는 이론이 되며, 모든 사상적

배려적이며, 활발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그러

인 집결이 되는 것이다.

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인간의 기
본적인 욕구”를 의미한다(Adler, 1956). 더 나아

3. 사회적 관심의 발달

가서 인간은 공동체의 소속감으로 인류와 동일시
하는 감정과 전세계 모든 사람들과의 감정이입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서는 인간 각 개인이

(empathy)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 각 개인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과 자신의 사

공동체의 목표에 협조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것으

고와 느낌,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강조했

로 설명된다(Hjelle L. A. 1995).

다. 인간은 사회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사회적 관

공동체 의식이란 영원한 관점에서 전체와 공감

심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다. 사회적 관심은 일

하는 것을 뜻한다. 인류가 완성의 목표(goal of

체감(sense of identification)이나 공감의 개념으

perfection)를 달성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러한 형태의 공동사회를 얻기 위한 노력을 의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다른 사람의 가슴으로

미한다. 그 목표는 결코 현재의 집단이나 사회가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Adler, 1964). 아들러는

아니고 정치적. 종교적 체제도 아니다. 그 목표는

사회적 관심에

오히려 모든 인류의 이상주의 사회를 위한 또 진

회적 관심이란 영원한 관점에서 전체와 공감으로

화의 궁극적 충족을 위한 목표이어야 할 것이다

인간 각 개인은 인류의 공동목표와 사회를 얻기

(Dreikurs, 1989). 이 정의에 대해서 L. A. 젤리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그 목표는 오히려

와 D. J. 지글러는 각 개인이 이상적인 공동사회

모든 인류의 이상주의 사회를 위한 공동 목표이

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회를 돕는 것으로 “받는

다(Adler, 1964). 이와 같은 아들러의 설명은 모

자보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신약성경 사도행

든 개인이 협동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관계 능력

전 20장 35절) 라는 성경에 표현과 같이 “나누어

과 공동체 감정(community feeling)을 선천적으로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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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 공동체적인 감정

장이다. 이 사회적 관심 즉, 공동체의 행복추구가

(독) ‘gemeinschaftsgefuhl’ 의 용어에 개념은 인

진정한 행복추구이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정신

간 사회의 일부라는 인식과 사회적 세계를 다루

구조 속에 사회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는 것으로

는 개인의 태도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아들러의 통찰이다(Adler,

포함한다. 따라서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1956).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므로 사회적인 관계의

인간은 가족과 종족이라는 공동체를 필연적으

이해를 통해서 인간 본질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

로 형성하고 현실에 일과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

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을 통일된 연관적 조직

여 맞서 싸우며 함께 신을 섬긴다. 또한 인간은

체로 보면서 더 큰 체제의 고리로 가족, 지역사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서 공동체의 테두리

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들러는 인간성

를 벗어날 수 없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가슴

그 자체의 구성요소로 인간의 본성을 전체적이고

을 빨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는 최초의 협력을

포괄적인 입장에서 설명했다(Dreikurs, 1989). 그

시작한다. 이 협력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러므로 아들러 개인심리학에서는 개인을 고정된

아이는 생존하게 되며, 공동체의 삶과 관련되어

인간으로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자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은

아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회에 소속된

남녀 모두에게 요구되며, 모든 인간은 공동체에

구성원으로서

연구한다(Adler,

적응하면서 자신의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아

1956). 인간의 충동에 만족을 포함한 인생문제는

들러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된다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Nikelly, 1979). 이러한 설명은 인간의 삶에서

관심을

가지고

남녀노소 평등 의식을 정리해 주는 것이다.
4. 사회적 관심의 삶의 필요성

또한 공동체 의식은 모든 인간 개개인이 선천
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 즉 열등감의 건전한

아들러는 인간 개개인을 통합된 존재로서의 이

보상(compensation)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를 넘어서 사회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것이다(Adler, 1929b). 이는 인간 자신의 신체적

깊이 통찰하고 있다. 갓난아이가 부모나 가족의

정신적 열등감에 대해 공동체 의식이나 이익 속

도움 없이는 그 연약함을 극복하거나 성장할 수

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적인

없듯이 인간은 공동체의 각 사람들의 도움과 협

약점이 보상된다는 의미로 공동체 의식의 증진이

력 없이는 정상적인 정신과 육체를 형성할 수 없

곧 심리치료의 목표이며, 열등감과 소외감을 감소

다는 것이 아들러의 주장이다. 즉 인간의 개인적

시킨다는 것이다(Gerald Corey, 1996).

인 삶 이전에 이미 공동체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공동체 의식은 인생의 문제를 성공적으

인간은 공동체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없으며,

로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들러

도리어 공동체 안에서 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의 관찰에 의하면, 문제아 범죄자 혹은 노이로제

이 아들러가 말하는 절대적 진리로서 인간 공동

환자,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자살자, 성도착자,

체의식을 설명한 것이다(Adler, 1956). 이는 인간

매춘부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동

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가족 공동

료의식, 즉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 아들러에게 있

체를 비롯해서 사회와 국가 인류의 공동체로 연

어서는 범죄예방 차원으로 공동체 의식은 매우

속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중요한 개념이 된다. 왜냐하면 범죄자는 자신의

열등한 존재로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물처

감정과 공동체 의식의 부조화로 인한 행동으로

럼 혼자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

범죄 행위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Corsini,

기 때문에 공동체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1996).

삶에 있어서 일의 분배에 따른 협조와 결핍에 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간의 공동체 의식

한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아들러의 주

은 인간 정신구조 속에 선천적으로 잠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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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인간의 약함과 열등성 때문에도 필요한

째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적인

것, 인간 개개인의 결핍과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

아버지란 먼저 아내와 자신의 일, 그리고 사회에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개인과 사회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자녀를 인격

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인간의 정신 건강을

적으로 대하고 아내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협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아들러의

력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서적 격

주장이다.

리(emotional detachment) 나 가부장적 권위주의
(paternal authoritarianism)의 아버지는 아이가

5.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키는 요소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을 방해하며, 공동체 의식
을 저버린 개인적인 우월에의 추구자가 되기 쉽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공동

공동체 의식은 단순히 사회적 과정에 놓임으로써

체 의식을 발달시켜주는 주는 반면에 부모가 타

공동체 의식을 저절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적

인에 대한 악평이나 편견은 공동체 의식의 발달

절한 지도와 훈련으로 의식적인 개발을 통해 발

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Adler, 1992).

달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들러의 입장이다. 이 공
동체 의식을 잘 발달시키는 요소로 아들러는 어

2) 부부관계

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부부관계, 인간의 창조적
자아와 종교적인 역할에 대해서 언급했다(Adler,
1992).

아들러는 부모들의 부부관계가 아이의 공동체
의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즉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아이는 공동체 의식

1)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을 발달시킬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
만일 어머니가 정서적인 지지(support)를 남편이

아들러는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키는데 가장 큰

아닌 아이에게만 한다면 아이들은 과잉보호로 공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어머니를 언급했다. 아이

동체 의식이 억압되며, 아버지가 아내를 공식적으

에게 있어서 최초의 사람인 어머니와의 접촉은

로 비난한다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공동체의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Hjelle et al., 1995). 따

다.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진실 되고 깊은 사랑은

라서 아이들에게 보여 지는 부부관계는 공동체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키며,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

의식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들에게 보여주는 애정은 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중요성을 배우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랑받지

3) 창조적 자아와 종교의 역할

못하고 거부당하며 성장한 아이는 자율성이나 협
동심이 결핍된다는 것이다. 아들러는 공동체 의식

인간 각 개인 안에 있는 선천적인 창조적 자아

이 모자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이

는 성격형성과 생활양식의 발달과 인생목표와 그

에게 협동심, 연대감, 동료의식을 가지도록 양육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의

해야 하며, 이 개념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고 보았다. 만일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만 집착

아들러의 입장이다(Adler, 1992). 다시 말해서 부

하는 사랑을 베푼다면 아이는 타인에 대한 관심

모의 역할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이들이 개관적

을 배울 수 없으며, 어머니가 남편만 사랑하고 아

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개인의 창조적인 주관적인

이를 등한시한다면 아이는 자신을 불필요한 존재

자아가 부모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공

로

동체 의식 발달에 다양한 성장을 제공한다는 것

평가하며

기만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이다

(Adler, 1964).
아들러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

이 아들러의 주장이다(Hjelle et al. 1995, Adle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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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의 모든 위대한 정신적 운동에서 인

만 몰두해서 그 밖의 다른 일에는 무관심한다면,

간은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것은 인생의 그릇된 태도로서 공동체를 위한

종교는 이런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력 중

우월에의 추구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

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는 인류의

기 위한 잘못된 우월의 추구로 공동체 삶의 도움

공통과제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려 한다

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일은 공동체의 삶에 공헌

는 것이 아들러의 주장이다. 아들러는 기독교 신

을 해야 하며, 각자의 일로 인한 상부상조의 협동

자로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정신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는 공동

기회가 된다. 따라서 인간 각자의 일은 협력적 노

체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된다고 보았다(Adler,

력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1992).

그러므로 종교는 공동체의 질서에 복리

주어야 한다. 만약에 자기의 일을 도피하려는 사

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데 중요

람은 공동체의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으며, 다른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들러가 종교에 대해서

사람의 노동에 대가로만 살아가는 것으로 응석받

갖는 기대이다(Jones Stanton, 1991).

이로 자란 아이들의 인생스타일과 같은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공동체적

6. 사회적 관심의 삶을 유지하는 것들

삶을 살고 있는 한, 공동체 속에서 일을 해야 하
며 협동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해야 한다는

아들러는 모든 인간은 세 개의 커다란 관계 속

것이 아들러의 주장이다(Adler, 1992).

에서 살아간다고 보았다. 이 지구라는 곳에 함께
사는 것과 함께 살면서 인간 개개인의 약점과 한

2) 우정

계들을 협력해야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생명
유지라는 목적으로 사랑과 결혼을 통한 협력이다

아들러는 인간 존재를 선천적으로 사회적 존재

(Adler, 1992). 또한 사회적 관심 즉, 공동체 의

로 보고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회적 배경에

식을 발달시켜주는 것은 인생 중요한 과업인 일

서 일어나며, 인간 개개인의 행동은 사회적 배경

(occupation), 우정(society), 그리고 사랑과 결혼

에서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들러의

(love)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만족감을

인간 이해이다. 그러므로 인간 삶의 문제들은 사

느끼는 사람만이 사회적 관심의 삶의 유지가 가

회와 관계되어 있으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능하다고 아들러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

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 개인의 일과 사회 속에서의 협력관계, 그리고

인간 각 개인은 자신의 독특한 삶에 모습 속에서

사랑과 결혼은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며 발전시키

다른 사람과 함께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는데 중요한 것이 된다(Adler, 1992).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의 행위는 공동체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Adler, 1979). 따라서 인간은

1) 일

공동체적인 일체감으로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자
발적 행동과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아들러는

아들러에게 있어서 인간이 일을 한다는 것은

설명했다(Adler, 1979). 모든 인간은 각각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인 것이며 본질적인 것으로

공헌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다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른 사람들을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살아가야

있어서 자신에게 부여된 일은 자기 충족적인 것

한다. 즉, 인간관계를 초월하는 것 이상의 것이

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해야 한다는

란? 사회에 일원과 큰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것이다. 즉 인간 서로 간에 노고는 상호보완적으

소속감의 발달과 공동체 이익의 삶에 기꺼이 공

로 협동할 때에 공동체의 삶은 성공적인 것이 된

헌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아들러

다는 의미이다(Adler, 1992). 사람이 자신의 일에

의 심리학은 관계심리학(An Interpersonal Psy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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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ogy)으로 평가를 받는다(Adler, 1979).

한다는 것이 아들러의 주장이다(Adler, 1992). 그
래서 인간 각 개인의 활동수준(degree of activity)

3) 사랑과 결혼

은 아주 무기력한 것과 우유부단한 것, 그리고 활
발한 활동 등 개인차가 다양하지만 이 활동수준

아들러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성을 리비도적인

도 공동체 의식과 연결되어 있어서 사회적으로

성적 충동으로 보지 않고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

유용한 것으로 건설적인지 또는 파괴적인의 여부

스러운 역할로 보았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남녀

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인관계의

간의 성은 서로 충분한 기능으로 만족과 평등한

교제를 초월하는 공동체 의식은 모든 인류의 사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윤순임 외 14,

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공복지를 위해 공

1995). 따라서 사람에게 재창조를 주는 인간의

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자발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랑과 결혼은 두 사람만의 행복을 위한 협력이

것이 아들러의 공동체 의식의 개념과 목표인 것

아니라 인류 복지를 위한 공동체적인 협력이 되

이다. 이와 같은 아들러의 공동체 의식은 현시대

어야 한다는 것이 아들러의 견해다(Adler, 1992).

는 물론 계속되는 시대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과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가

본다(Adler, 1992).

아니라 인류 전체가 마음과 영혼으로 협력할 과

이렇듯 아들러는 인간은 최소한 세 가지의 주

제이다. 왜냐하면 사랑과 결혼은 사회 전체에서

요 생활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 우정,

기대하고 있는 것이며, 공동체의 핵심 개념인 협

사랑이 그것이다. 부모가 아동에게 사회적 관심을

동능력을 훈련받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키워주는 능력 세 가지 중요한 인생과업 즉, 일,

따라서 사랑과 결혼은 단순히 성적 충동을 만족

우정, 사랑과 결혼에서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 번영의 기초로서 서로

보았다. 사회적 관심은 인류와의 동일시하는 감정

간의 교제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충실해야

과 인류 각 구성원에 대한 감정이입을 의미하는

하는 큰 과제이다(Adler, 1992).

것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들러의 강한

결혼한 두 사람은 자신보다 상대에 대해 더 큰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기

관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긴 하나 의식적

본원리인 평등이 절대적이다(316). 즉 협동이라

인 개발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적절한

는 측면에서 반려자가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다

지도와 훈련으로 이 사회적 관심이 열매를 맺도

시 말해서 인간 모두는 다른 이성과 어떻게 관계

록 키워져야 한다.

를 맺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하며, 서로 다른 이성

개인의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최초

의 필요는 상호존중을 해야 하는 면에서 고도의

에는 어머니, 다음에는 다른 가족성원 그리고 마

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아들러가 말하는 공동체

지막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아동과

삶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남녀의 관계이다.

가장 먼저 접촉하고 대인관계에 가장 많은 영향

아들러에게 있어 공동체 의식은 인간에게 부여

을 주고, 사회적 관심의 발달에 가장 커다란 영향

된 선천적 사명과 같은 것이다. 공동체 의식이 개

을 주는 사람은 어머니이다. 아들러는 어머니 역

인의 심리적 건강의 척도와 건강한 각 개인의 삶

할을 양면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하나는 성숙한

이 타인의 삶에 가치를 얼마만큼 부여하느냐와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키고 격려하는 것이고, 다른

개인의 우월성의 목표가 공동체적 사회에 모든

하나는 그 방향을 어머니 이외의 다른 곳으로 돌

사람들에게 안녕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을 측정

리게 해주는 것이다. 어머니는 허영이 아니라 오

하는 정상의 척도(barometer of normality)로 이

직 아동의 안락함을 위한 사랑을 주어야 한다. 어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 발달

머니가 다른 일반 사람에게 갖는 애정이 아동에

과 성숙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익한 인간이

게는 본보기가 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넓은 사회

되도록 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어야

적 관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중요한 이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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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배운다(김상인, 2004).

의 진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

아들러는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중요한 인물

히려 완전한 하나의 통일체 상태, 존재의 충만,

로 아버지를 들고 있다. 아버지는 우선 아내, 일,

즉 그 안에서 루소가 ‘하나님처럼 자족함’을 느꼈

사회에 긍정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또한 그는 자

던 상태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영혼은 자리를

녀들과의 관계에서 그의 성숙한 사회적 관심을

잡고 전존재에 매진하기에 충분한 안식처이었다.

보여주어야 한다. 끝으로 아들러는 부부 관계가

그곳은 과거를 기억하거나 미래로 닿기 위한 필

자녀의 사회적 관심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

요성도 없는 그곳에서 시간은 영혼에게는 아무

친다고 했다. 부모의 부부생활에서의 불행, 서로

것도 아니다. 그 시간은 그 어떤 상실감이나 환

에 대한 비난 등은 자녀의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

희, 즐거움이나 고통, 욕망이나 두려움도 없었다.

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거나 억누른다. 이 경우

단지 존재의 느낌, 우리의 영혼을 전체적으로 충

피해를 입는 것은 역시 자녀이다(김필진, 2007).

만하게 만드는 느낌뿐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
는 한,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행복이
란 우리가 삶의 즐거움에서 찾은 것처럼 그렇게

Ⅲ. 행복의 개념

보잘 것 없고,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
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 더 이상 채울 빈 공간을

인간에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일

남기지 않는, 충분히 완성되고 완벽한 행복이다.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

루소는 이러한 상태를 생피에르 섬에서 종종 경

을 총동원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세계사와

험했다고 고백 한다(Darrin, 2008).

정치사상 역시 현세의 행복을 고려하면서 진행되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Piatōn)과 아리스토텔레

어 오고 있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주관적 안녕

스(Aristotelēs)역시 행복(에우다이모니아:eudai-

감(subjective well-being)’이 우세하다. 안녕(安

monia)을 논했고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언급했

寧)은 평안하다는 의미인데,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다. 현재 우리는 행복을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안

오히려 특별한 사건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의미

락함으로 생각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풍족하고

한다. 여기에는 직장, 건강, 가족 등 다양한 분야

행복한 삶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eudaimonia’

에서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시된다. 물론

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을 때의 상태를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만족할 리는

의미했다. ‘eudaimonia’ 는 ‘eu(좋은)+daimon(영

없다. 만족감에는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혼)’이라는 의미이다. 그 당시의 삶은 개인적인

필요하다. 그래서 행복은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이었다. 좋은 예로, 소

는 상태’ 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김성동, 2007).

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도망갈 기회가 있

장 자크 루소(J. J. Rousseau)는 스위스 비엔느

었음에도 사약을 마시고 죽었던 것도 공동체에서

호수 한 가운데 있는 생 피에르Saint Pierre 섬의

따돌림 당하는 것이 죽음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

두달의 삶을 회상하면서 행복을 논 했다. 루소는

이었다(Aristoteles, 이창우 공역, 2007). 그러나

그곳의 삶을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단 한순간도

지금은 소크라테스의 행동에 대해 공감할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 영원히 지낼 수 있었을 것을 언급

별로 없다는 것이다. 현대인에게 지금보다 더 행

했다. 그 이유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한 순간도

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다른 어떤 상태에 대한 욕구를 가지지 않았던 점

다면, 나라나 계층에 관계없이 돈이라고 대답한

을 언급했다. 루소는 “그런데 이 행복은 무엇이었

사람이 가장 많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을까?”라고 묻는다. “이 커다란 만족감은 어디에

돈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고 믿고 싶어 한다. 기독

있는 것일까?” 그는 “ 이 시대 사람은 결코 그 대

교는 현세의 행복을 상대화하였지만 정치사회를

답을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왜

구성하는 자의 행복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

냐하면, 거기에는 대단한 즐거움이나 새로운 계몽

이다. M. 엘리아데 의하면, 신화시대는 고향인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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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떠나온 인간이 삶을 마감한 후 천국으로 되

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며, 자신의 장점을

돌아가는 것이 행복을 정의 했다(김성동, 2007).

공유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
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남녀라는 이성이 인
류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 관계 속에

Ⅳ.

사회적 관심과 행복추구

서 아들러는 사랑과 결혼을 언급하고 있다(김상
인, 2004).

아들러는 개인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아들러는 이상의 중요한 세 가지의 위한 것으

언급했다. 아들러는 인생의 실패하는 자는 사회적

로 인간의 직업(occupational/일), 우정(social),

관심의 결여를 주장했다. 사회적 관심의 결여는

다른 사람과의(관계), 인류미래의 존속을 위한 남

문제아동, 신경증, 정신병, 자살자 등을 언급했다.

녀 간의 사랑과 결혼/성생활(sexual)을 인생의 중

아들러는 한 개인의 정신건강의 수준을 사회적

요한 문제로 언급한 것이다(Adler, 1956).

관심의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김필진, 2007).

아들러가 설명하고 있는 결혼은 상대를 향한

아들러는 인생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친밀한 헌신과 육체적 매력, 그리고 동료의

데 있어서 사회적 관심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식, 자녀를 갖는다는 결의와 함께 표명된다. 더

인간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회적 관심(다른

나아가서 결혼은 두 사람의 행복만을 위한 협동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삶

이 아니라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한 협동이라는 측

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들러의 주장이

의미

다. 즉, 남녀의 결혼은 인류의 복리를 위한 협동

있는

삶을

추구하며

행동한다(Adler,

1964b).

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아들러에게 있어서 결혼

아들러에게 있어서 인생은 동료들에게 관심을

이란 어떤 심리학자들이 믿고 있는 순수하고 자

갖는 것이며, 전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인류의

연스러운 것으로 성의 충동 내지 본능의 의한 것

복지에 공헌하는 것이다. “Life means-to be

이 아니다. 사랑과 결혼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interested in my fellow men, to be part of the

인류에 대한 관심을 최우선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whole, to contribute my share to the welfare

것으로 협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of mankind". 즉, 인생의 의미/행복은 인류의 다

서로간의 교제를 필요로 하는 지구에 함께 살고

른 사람들과 관계에 의해서만 진정한 의미라는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랑과 결혼을 진행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 즉, 아들러의 행복추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Adler, 1956).

구는 인류를 향한 사회적 관심/공동체 의식을 가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의 이론은 인간 각 개인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Adler,

에서 시작되어 가족, 지역사회로 점점 더 큰 체계

1992).

의 의미로 발전되어 멈추지 않는 인류 공동체 의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을 주장하는 세 가지 중

식에게로까지 확산된다. 아들러가 주장하는 사회

요한 관계를 설명했다. 첫 번째, 인간은 지구상에

적 관심은 각 개인이 서로에게 사회적 관심을 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우리 자신

지고 배려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가운데 서

의 생명 및 인류복지를 위해서 시야를 넓게 가져

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Adler, 1956). 더

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 다른 사

나아가서 인간은 공동체의 소속감으로 인류와의

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동일시하는 감정과 전 세계 사람들과의 감정이입

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은 자신의

(empathy)을 의미한다. 이것은 각 개인이 공동체

약점과 모든 한계로 인해서 혼자 스스로 자신의

의 목표에 협조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설

목표를 이루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교제해야

명된다(Adler, 1998).

한다는 것이 아들러의 주장이다. 즉, 인간은 자신

아들러는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L. A. 젤리와

의 약함과 불안정, 그리고 한계성의 극복을 위해

D. J. 지글러는 각 개인이 이상적인 공동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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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33 아들러(Alfred Adler)의 사회적 관심과 행복추구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회를 돕는 것으로 “받는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아래에서 위로, 미완성에

보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신약성경 사도행전

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동기로 우월에의 향상에

20장 35절) 라는 성경의 표현과 같이 “나누어주

욕구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우월에의 추

고 봉사하는 생활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성장에 병행함과 인

(Hjelle L. A. 117). 아들러는 공동체 의식을 “To

생의 근본적인 요소와 문제 해결에 기초가 된

see with the eyes of another, to hear with the

다.”(Adler, 1956)고 주장했다.

ears of another, to feel with the heart of

이처럼 아들러는 인간의 우월에의 추구는 선천

another.: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적인 것이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한다고 주

귀로 듣고, 다른 사람의 가슴으로 느끼는 것”으로

장했다. 이는 인생 전반에 걸쳐 환경에 대한 적응

정의했다(Adler, 1979). 이는 타인들을 이해하고

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출생 시에는 잠재력

그들의 복지/행복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정신건강

으로 존재되어 있다가 5세 때부터 나타난다. 이

의 기준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공동

때에는 인생문제가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이며, 모

체 의식을 위한 잠재능력은 선천적인 것으로 아

호하다가 점차적으로 동기의 방향을 결정하고 심

이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 정도와 아이가 처한 환

리적 운동을 구체화하여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경에 수용성에 따라서 발달되어진다는 것이 아들

다. 따라서 아들러는 이 우월에의 추구는 아동기

러의 주장이다(Adler, 1992).

의 열등감과 불안전한 감정, 그리고 미완성된 감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은 인간의 열등감과도 연

정들에 대한 것으로 각 개인의 미래에 대한 기대

결되어 설명된다. 인간은 열등감의 보상의 형태로

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주장했다(Adler, 1956).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들러는 우월에의 추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 노력한다. 이 열등감의 보상의 형태로는 개인

설명했다.

의 목표를 사회적인 감정 내지 공동체의식 속에

첫째, 우월에의 추구는 인간의 기본 동기로 유

서 세워져야하며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들러

아기 때에는 주위 사람들보다 무기력하고 열등하

는 주장이다. 따라서 아들러는 열등감 그 자체를

다는 인식으로 추구를 한다. 둘째, 이 우월에의

문제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욕구는 정상인과 신경증인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다. 즉 인류의 발전은 인간들이 자신을 개선하

있다. 셋째, 우월에의 목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

려는 모든 노력의 결과로 열등감을 이해했다. 과

적인 면으로 구분된다. 긍정적인 우월에의 추구는

학도 인간이 자기의 무지와 미래를 예견할 필요

건설적인 것으로 사회의 공동 이익 속에서 사회

성을 느낄 때에만 일어날 수 있으며, 문화도 열등

적 관심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우월

감 극복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들러의 입장이다.

에의 추구는 파괴적인 것으로 신경증 환자에게

따라서 열등감은 사회적 관심으로 발전되어 인류

나타나는바 개인의 이기적 목표에만 관계가 있다.

를 발전시키게 된다는 것이 아들러의 설명이다

넷째, 우월에의 추구에 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Adler, 1964b).

정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월에의 추구는 개인

아들러는 우월에의 추구의 최종 목표로 사회적

과 사회 공유에 유익적인 완성의 추구로 상호조

관심이라고 주장했다. 건강한 우월에의 추구는 사

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적 관심과 연결되어야 하며 사회 공동체의 유

행복추구는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우월에의 추구

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행복추구

를 거듭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사회공동체 더 나

를 위해 우월을 추구하는 결과가 사회적 관심 즉,

아가서 인류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 되어야

사회공동체에 건전한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

한다는 점이다(Adler, 1956).

다. 그러므로 우월에의 추구와 행복추구와 사회적
관심은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작용 하는 메커니즘
(mechanism)156)이 있다. 아들러는 “모든 인간은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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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심리학 용어로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를 뜻한다.

사)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 대표 김 상 인

You, 1958). 부산: 도서출판선영사.
Corsini, R., and Wedding./김정희외 역.(1996). 현대심
리치료. Current Psychotherapies, 1992). 서

Ⅴ. 나가는 말

울: 중앙적성출판사.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은 한 개인이 자신의 행

Corry Gerald. /오성춘 역. (1996). 상담학 개론.The-

복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Tsychot-

의 행복과 복지를 추구하는 차원이다. 인간은 매

herapy, 1991).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순간 다양한 형태로 행복추구를 위한 행보를 한

,/조현춘외(1996).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

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행복만을 추

재.Theory and Practice of

구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착

Psychotherapy , 1994). 서울: 시그레스.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행복추구는

Mcmahon Darrin(2008). 『행복의 역사』. 윤인숙 서

아들러가 주장하는 사회적 관심과는 거리감이 있
다. 아들러는 개인의 행복추구가 사회적 관심과

Counseling and

울: 살림.
Dreikurs,

R.

Rudolf.

(1989).

Fundamentals

of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추구

Adlerian Psychology. Chicago, Illinois: Adler

로 설명하고 있다. 즉, 한 개인은 공동체 의식을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Copyright.

가지고 자신의 행복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

Hall, C. S. & G. Lindzey. (1978). Theories of

들러의 심리학의 핵심이다. 아들러의 심리학 관점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에서 보면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병리

Hjelle L.A. and D. J. Ziegler./ 이훈구 역. (1995). 성

적 우월에의 추구 정신을 가진자의 선택이며 사

격심리학. Personality Theories, 1980). 서울:

회적으로 유용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 따라서 한

범문사.

개인의 행복추구는 사회 공동체의 행복을 고려한

Nikelly, G. Arthur. (1979). Applications of Adlerian

행복추구가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아들러의 사회

Theory: Techniques for Behavior Change.

적 관심의 핵심 의미이며 주장이다. 그러므로 한

Chicago, Illinois: AdlerSchool of Professional

개인의 행복추구는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의 의미

Psychology, Copyright.

를 담고 실천할 때에 진정한 행복추구가 될 것이

Stanton, L. Jones and Richard E. Butman. (1991).

Modern Psychotherapies. U.S.A.: Intervarsity

다.

Press Downer Grove.
김상인(2004). 『창조적 자아』. 한국전인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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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이다. 설사 들어간다 해도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데도 그 환상을 쫒고 있다. 정작
Ⅰ. 들어가면서

“나는 누구이며 너는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인지”
는 헤아려 보지 않은 채 잡을 수 없는 신기루를

16세기는 유럽의 혼돈의 시기였다. 이때 새롭게

향해 쫒아가도록 몰아치는 지금 학교교육은 과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르네상스와 종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대

교개혁이다. 그 정신은 '아드 폰테스(ad fontes)'

략 답이 나온다. 설사 20년 동안 올인하여 나중에

이다. 라틴어로 "원천으로“, ”샘물들을 향해‘' 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까지 다녔다 해도 얼마 있

뜻이다. 이것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핵심 키

으면 직장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

워드였다. 새로운 개혁은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개

고 또 꿈의 직장인 대기업을 들어간다 해도 얼마

조로는 안된다.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천부

있지 못해 그만두어야 한다. 직장생활에 적응한다

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드 폰테스‘ 정신은 지

해도 15년 정도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분위

금 한국교육에서 필요하다. 한국교육의 르네상스

기다. 그 다음을 생각하면 앞이 막막하다. 그때

를 꿈꾸며 교육개혁을 이루는 길은 교육의 원천

“나는 누구인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앞

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지점부터 교육을 새롭

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의 근본적인 질문

게 하면 한국교육의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다.

에 다시 봉착하게 된다.

모든 개혁은 첫 출발지가 어디인지를 찾아 거기
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25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는 많이 했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에 대한 성찰과 공부를 못함으

그동안 우리나라 전통교육은 서당을 중심으로 이

로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루어지다가 조신시대의 과거 급제를 통한 공부로

“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왜 이렇

발전하면서 현재까지 한국교육을 지배했다. 그것

게 마음이 불안한지?” 등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

은 일본 식민지 교육에서 더욱 고착화 되었고 그

하고 있다. 최고의 학부를 마쳤음에도 교육의 효

영향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문화를 형성하고

과를 제대로 발휘 하지 못한 채 한국의 청년들은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핵심은

9포 시대에서 힘들어 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인간이 도구화 되는데 있다. 공부가 인간을 지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런 심각성이 더 할

함으로 공부로 인하여 불행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것이다.

입시와 취업에 모든 공부의 초점을 두면서 정작

원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 그 진원지는 사람

중요한 사람 자신의 공부는 도외시하면서 정체성

이다. 사람을 몰아낸 잘못된 교육에 답이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 진

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까지 졸업을 했지
만 대부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자신을 잃어버

한국교육의 르네상스인 교육개혁의 출발은 교육

린 채 오직 학과목에 매달려 20년 넘게 공부한다.

의 원천인 사람교육으로 돌아가는데 있다. 그것은

그들의 꿈은 오직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

앞으로 닥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기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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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을 위한 한 해결방법으로 “인간관계교
육을 통한 행복수업의 실천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학과목보다 사람교육이 먼저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 할까? 그

Ⅱ. 해결방안-

교육의 원천인 사람으로 돌아가

라

것은 교육의 주체를 과목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바꾸는 일이다. 우리교육의 큰 문제는 학과목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데 있다. 인간을 단순히 기술

1) 한국교육 개혁방향 - 다시 사람교육이다

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주도하
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이런 교육으로는 살아남

어디서부터 교육개혁의 첫 단추를 풀어야 할
까? 그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중심한 교육이 해답

기 어렵다.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가진 사람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다. 교육의 원천은 사람이다. 모든 능력은 외적
인 환경이 아닌 사람 안에 있다. 칼은 칼을 통해

현재 우리사회의 많은 병폐들은 대부분 인간교육

서 날카롭게 된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잘

의 부재로 생긴 것이다. 우리 교육은 인성보다는

배운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소통하는 것

아직까지 스펙과 졸업장에 의존하고 있다. 교육개

이 최고의 교육법이다. 서로 짝을 지어서 질문과

혁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인간 자체를

토론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통하여 창의력과

교육하여 ( 유대인은 이것을 “리쉬마” 라고 말한

통찰을 얻는다. 사람- 관계- 통찰-축적-평생이

다) 인간의 가치와 능력을 배양하는 인간을 위한

과정을 지속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전인적으로 교육하면

위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며 서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노후에도 자기 역량

배우는 일이다.

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과목중심의 교육은 시
간이 갈수록 폐기처분 된다. 사람을 중심한 교육

교육은 한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가지가 자라고

은 그것만이 시간이 갈수록 힘을 발휘한다.

지금

꽃이 피고 때가 되어 열매를 맺는 과정과 같다.

우리교육은 여전히 점수를 얻는 교육에 머물고

사람교육은 당장 결실을 맺지 않는다. 사람은 생

있다.

명이기에 급조나 조작이 불가하다. 정상적인 과정
을 거쳐 때가 찰 때 열매를 맺는다.

사람과 사람

이제는 교육의 중심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 사

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함께 자라가는 것

람을 중심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사람의

이 최고 교육이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사람보다

능력을 키우면 기계가 할수 없는 예기치 못한 문

책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다 보니 책은 성공의

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명문으로 알려진 영국의 케

수단으로 전락하며 결국은 입시중심의 교육으로

임브리지 대학은 1209년에 설립된 학교다. 그곳

나가게 되었다. 사람은 어느새 주변으로 밀려났

에는 세 개의 아치형 문이 있다. 그것은 겸손의

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차단된 채 오직 나 혼

문, 미덕의 문. 영예의 문이다. 겸손. 미덕. 영예는

자만 생각하는 지금의 교육의 모습은 여전히 계

800년을 두고 내려온 학교의 교육이념이다. 지식

속되고 있다. 서로 관계가 깨진 상테에서 이루어

만 전수하는 교육이 아닌 인격을 지닌 인간교육

진 공부는 우리에게불행을 가져다 주고 창의성을

의 철학을 담고 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는 인

가로막고 있다.

행복을 위해 시작된 공부가 오히

격위에 실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 인재가 역사

려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이 되었다, 이것을 다시

를 바꾼다. 공부의 꽃인 창의성은 인격과 인성에

회복하지 않는 미래는 희망이 없다.

서 나오는 열매다

2) 교육개혁 방법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나라를 살리고 싶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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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교육이 먼저다. 한국교육의 르네상스는 덕을 지

참여할 것이다. 그동안 듣기만 한 입력중심의 방

닌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에서 시작된다. 모든 교

법에서 이제는 들은 것을 생각하고 제구성하여

육의 원천은 사람 속에 있다. 자연을 관찰하는 것

자기 것으로 출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기의

도,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

생각을 말하고 토론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으로

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다. 잘못된 욕심으로 세상

자리 잡는다. <인간관계 행복수업>은 교재나 책

을 어렵게 하는 것도 역시 사람이다. 행복과 불행

을 중심한 공부에서 사람이 사람이 서로 마주보

은 인간 안에 들어 있다. 성적과 입시에만 집중하

고 이야기와 질문을 나누는 소통수업이다.

면 나중에 불행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
Ⅲ. 내용구성
둘째, 인간관계교육을 통한 인성과정을 도입하라
1. 인간관계 행복수업 전체 개요
“인간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교육의 기초다.

과정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필수과목이
다. 이것은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부임에도

1

제목
인간
수업

특징

세부내용
1. 인간의 본성

배움

2. 인간의 구조
3. 인간행동 과정
1.자신과 관계

그동안 인간 공부는 무시하고 다른 공부에 열심
을 냈다. 사람교육은 곧 인성교육이다. 사회적 문
제를 발생하는 범죄와 부정 부패등은 모두 사람

2

관계
수업

연결

3.우리과 관계
1.소통연습1- 인간관계를 위

교육을 하지 못해서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사람교

한 4단계

육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사람교육이 힘
들어지고 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폭력. 무시. 우울증, 자살, 게임중독, 산만

2.타인과 관계

3

소통
수업

연합

2.소통연습2- 좋은 인간관계
맺기
2.소통연습3- 6단계 소통법

함 등은 모두 사람교육이 안되서 생긴 결과다. 국

3.소통연습4- 4차원 본질찾기

가적으로 인성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은 어렵다. 이것을 위해 필자는
<인간관계 행복수업>을 초등부부터 교양과목으

2. 인간관계 행복수업 세부내용

로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하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30분 동안 본고에 소개된 <인간관계 행복

2.1. 인간수업 - 인간을 아는 만큼 행복하다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교현장에 교육의 르네상스
가 일어날 것이다. 오랫동안 중심에서 밀려났던

1) 왜 인간수업인가?

사람교육이 회복되는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누구

있다.

인가를 알아야 한다.
셋째,

질문과 토론(예즈덤 하브루타식)으로 진

행하라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자신과 타자와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기본적인 인간의 배움이 필요하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람마다 생각이

<인간관계 행복 수업>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

다르기에 물론 쉬운 문제가 아니다. 평생을 연구

려면 학생들이 서로 짝을 맺어 질문을 만들고 대

해도 인간은 알 수 없다. 주로 철학, 심리학, 사회

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 종교학등에서 다루는 영역이다. 그동안 인간

문제들을 찾아야 한다. 서로의 문제를 질문과 토

공부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내용으로 여겨졌다. 그

론을 통해 해결해 가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

런 이유로 인간영역은 초.중고등교육 과정에서 배

이 갈수록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대화에 적극

제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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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에 맞춘 인간 수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20세

것은 공부에 포함 시키지 않고 제외시켰다. 정작

까지 학교에서 인간에 대해 공부를 하지 못했다.

중요한 공부는 외면한 채 성적과 과목 공부에만

이렇다 보니 결혼이후와 중년까지도 인간의 문제

초등학교 입학부터 강조한다. 자기가 누구이며 타

로 대부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가 겪는 사

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회 문제는 결국 인간관계교육의 부재에로 생긴

집중한다. 이것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리석은 교육이다. 그 결과 학교현장에서 나타나
는 비인간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인간관계교육은 인간 교육의 기초이기에 일찍 시
작하는 것이 좋다. 초등학교가 지나면 이미 사람
의 성격이 거의 형성되기에 그 이전 초등학교 1
학년부터가 적절하다. 과연 초등학교부터 인간에
대한 교육이 적절 한가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

주제
인간의

수업내용
마음본성(선과 악), 생각본성(이기적. 이타

본성
인간의

적). 태도본성(부정.긍정)

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적인 인간조차도 알지 못

유형
인간의

하면 다른 어느 것을 공부한다 해도 그것은 사상

구조

DISC. MBTI, 기질도형
양심-몸- 마음-생각-몸- 오감- 환경

누각이다. 인생의 꿈과 비전, 자기 정체성을 확인
하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하려면 당연히
인간의 기초적인 공부는 필수다. 어릴 때부터 인
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사고가 요구된다.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된
다. 어린아이 일수록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인
“ 왜” 에 관심이 많다. 이것은 초등학교 시기가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공부하기 좋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만 어떻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접
근 하느냐 하는 것이 교사의 과제다.

1:1(학생과 학생) 하브루타
질문 - 체험나눔 - 토론- 글

주제
강의

친다. 첫째 본성이다. 본성은 타고난 것이다. 이것
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본성은 어느 것 하
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양면성이 있다. 즉 선과 악
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선함을 추구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악함을 추구한다. 이것이 인
간이 본질적인 영역이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형성
된다. 이런 뿌리속에서 인간은 사물을 보고 생각

인간수업 교과 과정표
교사

인간이 관계를 맺는 것은 크게 4가지 과정을 거

된 유형과 성향을 말한다. 이것은 성격으로 발전

2) 인간수업 전체 교과과정

제목
인간수업
행동수업
- 생각
- 감정
- 개념
- 두뇌
- 실행

-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과정

쓰기- 발표- 대화 -마무리
(1:1 짝을 맺어 학생들
이 주도하는 토론식수업)

한다. 인간은 생각과 감정을 거쳐서 마음으로 결
정하여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어린 초등부에서는 교사가 그림도표를 사용하여
실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어릴 때 부터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수정할
수 있다. 물론 생각에서 행동에 이르는 과정이 순
서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
략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3) 인간수업 내용
인간수업은 인간의 본질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

578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전 서울장신대 교수, 예즈덤교육연구원 원장 이 대 희

속에 그리고 수업에 임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4) 행동에 이르는 과정 수업 개요
주제
생각
(좌뇌)
감정
(우뇌)
개념
두뇌와

- 인간의 구조 다이어그램
인간구조 다이어그램은 인간의 생각에서 행동까

개념
실행

수업 내용
정보- 사고- 이미지- 개념
정보 -이미지 -감정
감정(정보.이미지, 감정) -생각(정보-사
고-이미지-개념)
우뇌 -좌뇌 -뇌량 (대화)-개념
감정 (정보,이미지,감정)- 생각(개념.사
고)- 의지(선택. 실행)

지 이르는 모습을 말해 준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서 중요한 자신과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① 생각수업

도움이 된다. 간단히 정리하면 인간은 크게 두 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은 오직 인간에게만

지로 구성되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영역과 눈

있는 특별한 능력이다. 인간은 생각으로

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영역이다. 다시 내적인 양

고 자연을 다스린다. 학교공부는 생각과 사고와

심, 마음이 있고, 외적으로 생각, 몸으로 구성되었

관련이 있다. 이것을 개발하여 자기의 일을 찾아

다. 양심과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인간의

창조적인 일을 모색하는 것이 공부의 목표다. 사

평가가 어렵다.

고력, 분석력. 분별력. 문제해결력 등은 모두 생각

생각과 연관된 사고(두뇌)와 몸

은 보이는 영역으로 인간의 평가가 가능하다.

창조하

과 연관이 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 생각하는 그것이 곧 자신이다. 생각하지 않
으면 그 순간 인간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수업은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
리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기
에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

키는 무지의 요인이 된다. 생각에 대한 프로세스
를 이해하면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산다. 인간은
사회적, 자연적 존재다. 공동체를 떠나고 자연과
분리되면 인간은 죽은 존재다. 인간은 주변 환경
을 오감을 통해 흡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인간을 이해 할 때는 인간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인간. 자연)을 포함한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
하다. 교사와 학생이 인간구조 다이어그램을 마음

인간의 생각과정을 보면 먼저 오감을 통하여 정
보가 들어온다. 그 정보를 우리는 나름대로 분석
하고 분별하여 결정한다. 그렇게 되면 정보에 대
한 이미지가 상으로 형성된다. 그것은 다시 우리
속에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형성된 개념은 모
든 것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이렇게 형성
된 개념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변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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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역으로 이미지와 사고와 정보가 다

정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시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개념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우

와 비슷한 경우를 맞이하면 형성된 감정으로 사

리는 이것을 가치관, 고정관념이라고 말한다. 이

람을 대한다. 사실과 상관없이 감정의 판단을 한

것은 때로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나쁜 것일 수

다.

있다. 잘못된 부정적 개념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
을 부정적으로 본다. 어릴 때 형성된 개념은 이런

또 감정은 우리의 오장육부와 관련이 있다. 우리

점에서 중요하고 그것은 평생 영향을 미친다. 사

의 몸의 장기가 제대로 작동하면 감정이 좋지만

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것은 이런 각자

그렇지 않으면 나쁜 감정을 형성한다. 배가 부르

의 개념을 이해하고 상호 조정을 하며 서로가 본

면 기분이 좋다. 그것은 위장과 연관이 있다. 소

질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갖지 못

화가 안되면 감정이 안좋다. 힘이 안나고 모든 것

하면 대화가 힘든 불통의 관계가 된다.

이 하고 싶지 않다. 감정은 우리의 몸과 깊게 연
관이 있다. 피곤하고 잠을 못자서 몸이 안좋으면
감정과 기분이 우울하다.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

는 음식과 주변 환경은 감정에 그대로 영향을 미
친다. 감정을 좋게 하려면 몸과 관련된 을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한다.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해도 즐거움이 없다. 아무리 합
리적으로 해야 할 목적을 설명하고 설득한다 해
도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

② 감정수업

동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은 사람의 욕구를 말한다. 사람은 욕구가 있
기에 사랑하고, 여행도 다니고 음식도 먹고, 공부
도 하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다.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은 감정 때문이다. 만약 감정이 없다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감정은 사

지금 학교는 모든 것을 숫자적으로만 평가를 하
다 보면 감정적인 요소는 제외하고 있다. 이런 점
에서 생각수업과 감정수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
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고 공감함으로 상
대방의 감정도 같이 이해하는 것도 같이 포함한
다면 균형적인 평가가 된다.

람 안에 있는 욕구로 우리를 생동감 있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한다.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안전

하게 거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
안에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것은 우리 속에 긍정적인 감정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결핍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
정이 생긴다. 감정은 사고 보다 쉽게 우리에게 영
향을 미친다. 이런점에서 보면 어릴때의 부모의
애착과 교사와 좋은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 적어

③ 개념수업

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감정을 형성하는 시기다.

사람의 행동은 이미 정해진 개념에 따라 결정한

이때 만나는 사람이 누구며 주변 환경이 어떠하

다. 사람마다 보이지 않게 형성된 자기 개념이 있

느냐에 따라 감정이 형성된다. 누구에게 심한 감

다. 개념은 우리 깊은 속에 각인되었기에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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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가 쉽지 않다. 때로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경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뇌량에 의해 좌우

우가 많다. 개념형성의 과정은

대부분 감정과 생

된다. 뇌량은 대화를 통해 좌뇌와 우뇌가 소통 하

각에 의해 형성된다. 그중에서도 감정의 영향이

면서 형성되는 영역이다. 활발한 질문과 토론과

많다. 오감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이미지로

대화는 생각과 감정이 교류하게 하며 총체적이며

형성되고 그것이 감정이 된다. 예를 들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한다. 이렇게 형성된

좋은

개념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은 좋은 이미지로 형성되어

은 이제 뇌에 새겨진다. 이렇게 뇌에 새겨진 개념

좋은 감정이 된다. 그것은 나중에 정보를 선택하

은 평생을 지배한다.

고 사고하는데 영향을 준다.

우리가 사고하고 느끼는 감정은 모두 뇌에 새겨

사고는 감정이 제대

로 된 것인지 분별하고 분석한다.

진 것들이다. 한번 뇌에 새겨진 개념은 다른 것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으로 고착화하는 경

사고는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정보를 바르게 분

향이 있다. 좋은 개념이 형성되면 좋지만 나쁜 개

별하려고 한다. 이렇게 감정과 사고가 일치되면

념이나 그릇된 개념이 뇌에 형성되면 자신과 다

그것이 이미지로 형성된다. 그리고 우리속에 개념

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

으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된 개념은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된다. 사람의 판단과 결정은 오랫동안 형

여기서 뇌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

성된 개념이 좌우한다. 사람마다 형성된 개념이

그것은 뇌에 형성된 개념은 우리를 계속 속인다

있다. 사람은 이 개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선택

는 점이다. 뇌는 경험된 것으로만 판단하여 계속

한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개념으로 산다고 볼 수

착각하게 만든다. 마치 컴퓨터가 저장된 것만 기

있다. 우리 깊은 생각 속에 많은 개념이 형성되어

억하고 그 외 다른 변수는 알지 못하는 것과 같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개념

다. 뇌는 정직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 응용하

이 판단 기준이 된다. 키 큰 사람은 가볍다는 개

거나 지각은 할 수 없다. 개념으로 형성된 뇌는

념이 형성되었다면 그는 키 큰 사람은 모두 가볍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 예를 들면, 로또복권 1등

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에 당첨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최고급 자동
차와 최고의 저택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

내가 원하는 대학

이나 직장에 당당히 합격하고, 직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 많은 연봉을 받고 해외여행을 다니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곧 뇌
가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 이루면 과연 행복할
까? 사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 부자로 살면 행
복하고 가난하게 살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변 정보에 의해 뇌가 만들어낸 속임수다. 사실
④ 뇌와 개념 수업

은 그렇지 않은데 몇가지 사실로 행복을 단정하
여 뇌가 나를 믿게 한다. 실제로 살아 보면 생각

생각으로 형성된 개념은 뇌에 새겨지는 과정을

지 않는 다른 변수가 많이 많다. 뇌는 그것을 보

거친다. 뇌에 깊게 형성된 개념은 인간의 행동을

지 못한다. 뇌는 오직 입력된 것만 알고 그것으로

결정하는 생각의 뿌리가 된다. 뇌량은 좌뇌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것을 우리는 착각의 뇌라

형성된 사고와 우뇌에서 형성된 감정을 서로 연

부른다. 우리는 거의 뇌의 착각에 속고 산다.

결한다. 뇌량이 발달 하면 통합과 융합 능력이 좋

의 판단만 믿고 그것을 진리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진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잡힌

얼마나 위험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해치는 요인

뇌

임을 뇌와 관계속에서 알 수 있다. 이런 뇌의 속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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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성찰하고
사람과 관계를 통해 배움을 지속해야 한다.

2.2. 관계수업 -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찾아온
⑤ 실행수업

다

감정과 개념과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생

1) 왜 관계인가?

각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가? 그것은 마음에
서 이루어진다. 정보와 자료들을 감정으로 받아들
이고 그것을 분별 있게 사고한 내용을 최종적으
로 선택하는 곳은 마음이다.
각의 결재를 받는 곳이다.

마음은 마지막에 생
마음은 의지가 일어나

는 곳이다. 판단된 생각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
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

은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상황이 있다. 그래서 대
부분 이 단계에서 망설이고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욕심이

다. 욕심을 부리면 선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좋
은 선택을 했다 해도 욕심이 들어가면 선을 넘게
되고 그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욕심은 마음속
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그것을 다루기 어렵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적은 욕심이다. 성공한 후에 욕심에 걸려 넘어지
는 경우가 많다.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과

미국의 카네기 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직무수행상
의 성공에 기술적인 지식은 15%이지만 인간관계
능력은 85%의 공헌을 한다“ 는 통계가 나왔다.
하버드대학 직업 조사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하버
드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 1500여명을 50년간 동일한 졸업생에게 5
년 단위로 20대에서 80대 노인까지 같은 질문을
했다.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행복의 조건을 한
가지만 든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때 가장 많은
대답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이었
다.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대학 의과 대학교수가 2
학년 264명의 생애를 72년간 추적하여 하버드 공
부벌레들의 인생 보고서 <행복의 조건>을 내놓
았다. 거기서 수재들의 행복과 불행을 갈라서게
한 요인은 학벌과 명예가 아닌 47세까지 형성한
인간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절제와 감사와 자족함이 필요하다. 인성과 성품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고를 해
도 마지막에 무너질 수 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인간 관계순이다.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다. 혼자 살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
는 모든 일은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서로 관계를 맺고 협업과 융합을 이루
는 것이 답이다. 위대한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
어진다. 인간관계 능력은 아주 중요하다. 사회에
서 실패한 사람을 보면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실
패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학교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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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장신대 교수, 예즈덤교육연구원 원장 이 대 희

관계를 키울 수 있는 현장이 아니다. 공부는 행복

서 “메타인지(Meta Cognition)”라 부른다. 메타인

을 위해서 한다. 혼자서 공부하면 행복도가 떨어

지는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해 생각하여 자신이

진다. 그러나 같이 공부하면 행복도가 높아진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과 스스로 문

유대인은 혼자서 아닌 짝을 지어 서로 마주보고

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자신의 학습과정을 조

질문과 토론을 하면서 즉 하브루타 방식으로 공

절할 줄 아는 지능과 관련된 인식”이다. 자신을

부를 한다. 공부는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우리는

제대로 인지하게 되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

공부를 통해 책과 지식과 관계. 사람과 관계. 자

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 그리고 상대

연과 관계를 맺는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방을 공부하는 자세가 된다. 이때부터 공부가 시

는 사람과 관계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면 새로

작된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운 시너지가 나온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뛰어나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마음을 갖고 서로 생각을 나눈다면 놀라운 일들

에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스

이 일어날 것이다. 함께 하는 법을 배울 때 여러

스로 공부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터득된다.

적용된다. 타인을 알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아

창의력도 알고 보면 얼마나 서로를 잘 연결하느

는 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냐에 달려 있다.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얼마나 가정, 학교, 이웃, 사회관계를

* 질문과 토론

좋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인간관계를 잘 하면 성
공과 행복이 동시에 찾아 온다.

1) 나는 누구인가?
1)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은 무

2) 관계수업 교과과정
제목
자신관계
타인관계
공동체관계

교사

엇인가?
1:1 (학생과 학생) 하브루타
질문 - 체험나눔 - 토론-

주제

글쓰기- 발표- 대화 -마무리

강의

(1:1짝을 맺어 학생들이 주
도하는 토론식수업)

2) 내 안에 숨겨진 약점을 알고 있는가?
3) 인간은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
정하는가?
5)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어떤 것
들이 있는가?
6) 경청하고 말하는가? 아니면 말하고 듣는가?

3) 관계수업 내용
① 자신관계 수업 - 정체성과 자존감

② 타인관계수업 -존중과 배려
타인은 또 다른 나의 존재다. 남이 아닌 자기 몸
과 같다. “자기가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

모든 공부의 출발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고 말한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한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선생님은 자신에 대해
서 알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대답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자신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
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고 말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교육학에

접하라”는 황금률이 바로 여기에 적용된다. 상대
방을 아는 것은 곧 자신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타인공부는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투영해보는 능
력을 말한다. 공감능력을 키우면 상대방을 잘 이
해하게 되고 그것은 인간관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친구와 같이. 가족과 같이 상대방의 마음
과 생각을 읽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
력은 인간관계를 좋게 한다.

마틴 부버는 “ 너'는

'나'를 만난다 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쪽에서 보
면 이는 '내'가 '너'에게로 다가가 '너'와 직접적인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583

특별기고 34 인간관계 행복수업을 통한 교육혁신의 실천적 제안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만남"이란 결국 "택하는

을 혼자 독차지 한다. 결국 모든 것은 함께 나누

것"인 동시에 "택함을 입는 것"이요, "능동"인 동

기 위함이다.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다.

시에 "피동"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학교

한국교육의 가장 큰 약점은 공동체성 부족이다.

에서 만나는 친구를 통해 “나”와 “너”에 대한 공

공동체와 같이 할 때 인간은 행복하다. 서로 주고

부한다. 공부와 책만 몰두하게 하고 사람과 관계

받는 공동체교육이 절실하다. 공부하는 이유는 자

를 소흘이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공부다.

신을 넘어 이웃과 사회와 인류에게 봉사하기 위
해서다.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하는 훈련

“ 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라는 말

이 어릴때부터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리더 역할을

이 있다. 이것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할수 있다.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상대편과 나의
약점과 강점을 충분히 알고 승산이 있을 때 싸움
에 임하면 이길 수 있다”는 뜻이다.

* 질문과 토론

여기서 승산

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상대방을 잘 이해하면

1. 공동체(가정,학교, 이웃, 사회, 국가)은 나와

인간관계를 성공 할 수 있다 는 말로 이해할 수

어떤 관계인가?

있다. 타인과 관계는 상대방을 얼마나 알고 이해

2.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가에 달려 있다. 즉 공감능력에 따라 인간관

3. 공동체를 위하지 않는 나의 이익은 어떤 결과

계가 결정된다.

를 가져다 주는가?
4. 공동체가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 질문과 토론
1,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이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2.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알 수 있는가?

2.3. 소통수업 - 서로 통하면 행복하다,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커진다

3. 경쟁이 아닌 상생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은 무
엇인가?

인간관계는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관계는

4,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숨은 마음을 읽을 수 있

이론이 아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소

을까?

통하는 삶이다. 소통수업은 <인간관계 행복수업>

5. 너(친구)는 누구인가?

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 부분을 얼마나 지

6.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공감할수 있을까?

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느냐가 인간관계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필자가 소통수업을 위해 제시한

③ 공동체 관계수업- 섬김과 나눔

수업과정들을 토대로 주제를 바꾸어 가면서 지속
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가능

공동체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우리를

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소통연습을 하자. 소

말한다. 우리는 함께 하는 공부보다 혼자 공부하

통의 왕도는 간단하다. 친구(사람)와 자주 만나서

는 것에 익숙하다. 한국교육은 도서관 칸막이에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를

들어가 혼자 책과 씨름을 한다. 하지만 유대인의

터득하는 것이다.

하브루타 교육은 서로 짝을 맺어서 서로 질문과

다른 다양한 주제를 응용하여 매일 30분씩 시간

토론하면서 공부한다. 공부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필자는 이것을 “ 기적의 만남 30분” 이라고 이름

맺는다. 공부를 통해서 공동체 상태로 들어간다.

을 정했다)을 내어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교

함께 공부한 사람은 나중에 성공의 반을 나눈다.

사와 학생이 소통연습을 해보자. 비록 짧은 시간

하지만 혼자 공부를 하여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

이지만 1년간 180회 정도가 대화가 쌓이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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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소개된 주제의 내용과

전 서울장신대 교수, 예즈덤교육연구원 원장 이 대 희

을 만약 6년 초등부 기간 동안에 지속할 수만 있

의 행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상대방을

다면 1000번 동안 다양한 만남을 갖게 된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사랑을 표현하고 물질을

렇게 되면 누구에게나 기적이 일어 날 수 있다.

나누면서 섬기게 된다.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을

한 아이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

나의 지배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사랑하며 섬

해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기는 단계로 나가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나를 위

한 것이고 결국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닌
1) 소통연습1 -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4
단계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을 다듬어 가고 성숙되는
데 핵심이 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상대방을 통해
서 깨닫고 그것을 채워 나가며 하나되는 것이 인
간관계의 비결이다.
누군가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순서다.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통해 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는
기회이다. 이것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유익한 것에 적용하느냐가 핵심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만 막상 실천 하

연습을 통하여 가능하다. 철과 철이 부딪치면서

려면 생각처럼 쉽지 않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빛이 아는 것처럼 이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과정

이것을 위해서 이해-깨달음 -수용- 나눔의 4단

이고 이것을 잘 이기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며 성

계를 숙지하고 적용하면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에

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4단계를 숙지하고 닥

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단계이다. 이해는 인간

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지속해보자. 어느 단

이 아주 복잡하다. 본성도 약하고 성향도 아주 다

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중간 점검을 통해 소

양하다는 것을 먼저 숙지해야 한다. 같은 것에서

통을 연습해 보자.

출발하지 말고 서로 다른 것에서 인간관계를 시
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다른 관점으
로 바라 보게 된다. 인간의 유형을 소개하는 다양
한 이론적 내용을 참조하여 사람을 다른 각도에
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
다는 사실을 알고 상대방을 배우는 자세가 중요
하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격
과 성향, 사회 문화적인 배경 , 가정과 환경적인
상황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잘
못된 나만의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상대방을 자주 만나면서 가슴으
로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지식
보다 마음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을 전체

2) 소통연습2 -좋은 인간관계 맺기 과정
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제
마음
감사
태도
대화
관계
관심
존중
배려
경청
공감
표현
나눔

소통 연습 1

1:1 짝을 지어 주제를 가지
고 7단계 프로세스로 소통연
습을 한다

적으로 바라보면 사람이 새롭게 보인다. 그리고
납득이 되면서 수용하게 된다. 여기에는 사람의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고 싶으면 직접 사람과 만

본질과 믿음이 전제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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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주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연습하는 만

험에도 응용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큼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생각만 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전천후 방법이다. 한번 익히면 평생 사용

직접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이것은 생각과 마음

할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한

과 몸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힘들다. 가장 좋은 소

다면 언어력이 좋아지고 공부능력도 커지게 된다.

통은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일이다. 학교에서 매일

가르침의 단계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으로

갖는 30분 시간을 통하여 위의 주제를 가지고 소

4-6학년이나 중고등학교 정도 사용하면 좋다. 이

통 연습을 하자. 소통을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주

단계까지 가면 스스로 공부할 뿐 아니라 교사역

제를 가지고 서로 질문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한

할까지 하게 됨으로 최상의 공부법이 된다. 의사

방법이다. 가능하면 7단계 소통의 과정을 따라서

소통뿐 아니라 소통으로 공부하는 능력을 얻을

대화를 훈련하면 좋다. 저학년은 모든 과정 중에

수 있다. 여기서 <이야기>는 상징적인 의미로

서 중요한 것만 선택하여 간단하게 적용해도 좋

시. 꽁트. 드라마. 책. 미술. 영화등 모든 본문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3) 소통 연습 3 - 6단계 소통법
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야기주제
양심
머리
성품
감각
몸
강점
관계
부모
자녀
교사
친구
선배

4) 소통연습 4 - 4차원 본질찾기

소통 연습 2

로 연습한다. 저학년은 이야

회
1
2
3

기-질문-대화

4

이야기-질문- 대화- 토론대화 - 발표의 과정을 단계별
로

단순하게

할수 있다
6단계 소통법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공부에도 그대
로 적용된다

6단계소통법인 <이야기/질문/토론/대화/발표/가르

5
6
7
8
9
10
11
12

종류

소통 연습 3

이야기

1:1 짝을 지어 이야기. 명언. 탈무
드등에서 선택하여 4차원 방법을
명언

통하여 숨은 본질을 찾아 가는 방
식으로 소통연습을 한다

탈무드

침>은 필자가 개발한 소통단계다. 오랫동안 임상
으로 검증된 것으로 교육현장에 사용하면 유익하

철학자 데카르트는 “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

다. 한국형 하브루타로 모든 공부와 대화에 적용

다” 고 말했다.

할 수 있다. 이것은 한번 터득하면 입학과 입사시

을 중심한 교육을 해왔다. 그 이후에 칸트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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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성비판> 에 근거한 이성중심의 교육이 지배

발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이것

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과 생각이 총체적으로

은 부모와 교상와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사용하면

이루어지는 시대가 이르고 있다. 지금 부터는 머

좋다.

리로 개념 분석을 넘어 마음과 지각으로 인식하
는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교육을 넘어 마음
과 영적으로 보는 통찰 교육이 될 때 미래를 준
비할 수 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를
보는 것은 통찰의 차원이다. <4차원 본질 찾기>
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영역
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탐구해 가는 방법이다. 숨
은 본질을 찾는 고차원 소통법이다. 단순히 보이
는 영역이 아닌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의 세계까
지 소통하고 싶은 사람에게 유용한 방법이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영역인 1차원은 우리가
보는 육과 물질 세계를 말한다. 보이는 세계와 보
이지 않는 영역은 2차원으로 보이는 세계속에 감
추어진 이면적 영역을 말한다. 인간으로 보면 생
각과 두뇌가 여기에 해당 된다. 말과 행동 속에는
숨은 의미가 들어 있다. 이것을 암시하는 힌트가
있는 데 이것을 찾는 과정이 2차원의 영역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영역은 3차원으로, 눈
에 안보이는 마음의 세계를 말한다. 사람의 깊은
내면에 감추어진 마음의 영역을 찾는 것이다. 사
물속에는 우리가 볼수 없는 컨셉과 원리가 숨어
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연관성을 갖고 보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숨은 원리를 찾는 것과 같다. 4

차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역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수 없는 영
과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역이다. 이 과정은
신비의 차원으로 사람과 사물의 깊은 곳에 있는
본인도 모르는 숨은 원리를 의미한다.
유대인은 오래전부터 파르데스식 통찰 공부법을
사용해왔다. 이것은 유대인이 오랫동안 토라와 탈
무드를

공부할

(PARDES))이다.

때

적용해온

공부법(파르데스

필자는 이것을 우리 교육과 인

간관계 소통에 응용 해 보았다. 심리학에서 사용
하고 있는 <조해리 의 창>과도 흡사한 이 방법
은 사람의 마음속의 깊은 것과 소통하는데 사용

Ⅳ. 수업 실제 방법
1. 당장 실천이 가능한 인성교육의 대안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인간관계 행복수업> 내용을
소개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학교

인성과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물론 필자
가 제시한 수업은 처음 시도로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즐거운 시간이 된다. 왜냐하
면 스트레스 받는 학과목이 아닌 자기 자신과 친
구에게 바로 적용되는 수업이기에 잘 운영하면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 <인간관계 행복수
업> 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실함을 돌아볼 뿐 아
니라 정체성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초등
학생부터 시작하여 적어도 6년만 꾸준히 실시해
도(물론 중고등학교도 가능하다) 자기 정체성을
찾을 뿐 아니라 타인을 공감하는 마음이 갖게 된
다. 인성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 마땅한 방법
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좋은 인성교육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간관계 행복수업>을 진행하면 인
성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시행착오의 어려움

이 있겠지만 지속한다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 할수 있다.
2. 현장수업의 실제- 토끼와 거북이 하브루타

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의 깊은 본질을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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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부 1학년 예를 들어 수업

게 하면 초등부나 유치원 아이들도 가능하다. 필

과정을 설명해 보자.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이 입

자의 경험으로는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토론

학했다고 가정하면 학생들은 많이 불안 할 것이

한다. 문제는 질문이다. 안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다. 학교에 처음오는 학생들의 마음은 불안하다.

말고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보자. 즐거움은 저절로

그리고 짝으로 정해진 친구도 생소하고. 선생님

생길 것이고 집중력 또한 놀랍게 나타날 것이다.

도. 다른 친구들도 모두 어색하다. 교사는 이런

이야기와 질문만 있어도 우리가 바라는 인간관계,

학생들에게 “ 여러분. 옆 친구와 소개하고 인사하

집중력. 사고력, 경청과 공감. 상상력, 창의력을

세요” 하며 첫 수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교사는

모두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터득하면 사교육없

친구의 궁금한 내용을 물어 보고

이도 충분히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대답을 하는

방식과 서로 역할을 바꾸어 대화의 시간을 갖는
다. 대부분 질문과 대화 훈련이 안된 초등부 아이

3) 한국교육의 미래, 교사에 달려 있다

들은 서먹하고 잘 진행을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
때 교사는 미리 준비한 쉬운 이야기를 들려 준다.

친구와 대화가 어려우면 필자가 개발한 <6단계

그리고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질문하면서 대화를

소통 공부법>을 참고하여 소통연습을 하면 좋다.

나누면 쉽게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다.

6단계 중에서 3단계(이야기-질문-대화)에 따라
하게 한다. 아니면 옆 친구와 같이 “ 나는 너에게

필자가 처음 모임에서 하브루타를 경험하기 위해

누구인가? 너는 나에게 누구인가? 우리 반은 나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래동

에게 누구인가? 선생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등의

화인 “토끼와 거북이“다. 이것은 어린이나 어른

질문에 답하면서 대화를 나도록 한다. 이런 과정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너무 쉽다고 여길

을 통하여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이야기를 들려주고 질문을

간관계가 좋게 된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통하여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 맞춤형으로 방법을 제시하여 서로 대화를 나

질문의 위대한 힘 때문이다. 필자는 이것을 대학

누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교수들을 비롯하여 부모. 교사, 천년. 대학생, 학

교사의 질문법, 대화법, 소통훈련등이 필요하다.

생. 어린이. 유치원 아이도 다양한 대상에서 시도

이 수업의 성공 요인은 교사에 달려 있다. 교사

해 보았다. 그 결과간단하지만 누구나 서로 공감

자신도 익숙하지 않기에 그동안 이것을 시도해

하기 좋은 이야기였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보지 못했지만 이제 부터는 교사연수를 통해서

따라 대화의 깊이는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렇게

훈련하여 각 반에 적용하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

질문할 수 있다. “ 왜 거북이는 토끼와 경주를 했

날 것이다. 필자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시행 해

을까요? 누가 보아도 질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본 결과 누구에게나 충분히 가능하다.

경기인데..” “ 왜 토끼는 거북이와 경주를 했나요?
누가 보아도 이기는 경기인데 ...”

두 가지 질문

이런 방법을 적용해도 좋다. 둘씩 짝을 짓고 공부

만 해도 이야기는 아주 다양해진다. 그리고 이야

하다 보면 둘속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 갈등이

기속으로 들어간다. 몰입이 되면서 다양한 이야기

있다. 그것을 하나씩 이야기로 들려준다. 그리고

를 하면서 소통을 하게 된다. 마지막에 “ 이 이야

그것을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실제

기는 처음부터 모순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

적인 문제를 가지고 함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갖

야기가 만들어 졌을까요?. 왜 사람들은 당연한 이

는다. “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야기로 생각하고 질문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나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 진정한 경쟁이란 무엇인가요?” 등등 각자 질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등등 질문을 가지

을 만들어 내면 수십개가 가능하다. 놀랍지 않은

고 서로 문제를 풀어가면 30분 시간이 금방 지나

가? 이런 이야기를 교사가 들려주고 서로 토론하

간다.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에 발표하고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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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시험 평가로 사용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정에서, 초등부와 중고등학교에서, 더 나아가 대

통하여 잘못된 인간관계를 점검 할수 있다.

학과 직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수업이다. 인간관
계가 부족한 모든 모임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전

4) 13세 성인식을 목표로 하라

천후형 교육이다. 그동안 우리교육은 뿌리가 없는
사상누각의 교육을 했다. 사람이 기초가 되지 않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 연습을 하면 친구사이

는 교육은 죽은 것이다.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은

가 좋아진다. 친구와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사람은 없고 과목만 있다. 교사는 없고 점수만 있

좋으면 학과공부는 저절로 즐겁고 흥미가 생긴다.

다.

그리고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다. 친구와 만나 대
화를 나누고 싶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6년을 할

인간을 살리면 공부도 살아나고 행복지수가 높아

수 있다면 생각지 않는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고

진다. 학생이 친구와 관계가 좋다면 학교생활은

자기정체성을 찾게 될 것이다. 유대인이 노벨상등

즐겁다. 또 교사와 학생과 관계가 좋다면 공부를

을 석권하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민족이 될 수 있

하고 싶어질 것이다. 공부가 아닌 먼저 사람을 만

었던 비결은 13세까지 이런 교육을 꾸준히 실천

나서 대화하고 싶어지는 그런 학교를 만든다면

한데 있다(가정과 학교)

유대인은 13세에 “바

누구나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다. 사람의 가치를

르미쯔바(성인식)”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학교를

서 검증을 받아 13세 이후에는 자기주도적 삶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보자. 적어도 초등학교 6년

살게 한다. 우리도 질문과 토론과 발표를 몸에 체

을 그렇게 기다려 주고 경청하며 공감을 서로 가

득하려면 자기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진다면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행복한 학

를 아는 사람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도 유

교로 발돋음 할 수 있다.

대인처럼 13세에 자기를 탐색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면 어디에

6) 당장 시작하라.

가서도 통하는 창의인재가 될 수 있다. 초등부에
자기와,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사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

어디서도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물고기를 잡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복잡하지 않다. 지금 있는

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터득하게 하면 평생

학교현장에서 핵심을 보고 교육을 다시 시작해

을 살 수 있다.

보자.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행복
하게 만들고 도와주어야 할지를 생각하면 답은
아주 쉽게 나온다. 우리가 왜 학교에 오는지? 왜

5) 매일 30분에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다

교사가 학생들을 만나는지? 본질적인 질문에 답
할 수 있다면 한국교육 개혁은 그렇게 어려운 일

<인간관계 행복수업> 시간은 부담 없이 참여하

은 아니다.

세상에서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다.

도록 30분정도 배정한다. 가능한 하루 시작하는

사람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다. 그렇다면 위대한

첫 시간 30분을 할애하여 간단하게 친구와 대화

사람들이 모인 학교에서 위대한 행복을 만들어

를 나누는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 이것은 하루 공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다.

부를 시작하기 전에 윤활유처럼 부드럽게 만드는

월리암 세익스피어는 “강력한 이유가 강력한 행동

역할을 한다. 관계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행복을

을 낳는다“ 고 말했다.

느낀다. 행복을 느끼면 상상력과 즐거움이 생기고

교사들이여, 세상에서 인간이 제일 중요한 존재인

창의력까지 발휘하게 된다. 간단한 수업이지만 지

가? 그렇다면 이일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해야

속적으로 매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30분만 실천

할 소명이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가

교육의 개혁속에 자신을 던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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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은 바를 일단 시작하라. 오늘 당장 시도해 보

보이고 거기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이

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생겨 행복을 느끼게 된다.

Ⅴ. 인간관계 행복수업이 주는 기대효과

3. 언어력과 공부력이 좋아진다
공부는 언어력이다. 언어력이 해결되면 공부는
쉽다. 언어력이 안되면 공부가 힘들다. 이야기와

1. 가능한 빨리 정체성과 인생비전을 갖게 된다

질문과 토론의 과정, 즉 <7단계 소통법>은 언어
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다. 친구와 같이 1:1와 전

자기를 아는 것은 모든 삶의 시작이다. 인생에

체가 하브루타 과정을 거하다보면 언어력이 길러

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잘 모르면서

지고면 부모가 걱정하는 학교 공부는 저절로 된

안다고 할 때다. 가능한 빨리 자기정체성이 확립

다. 이 수업을 통해 활발한 질문과 대화와 토론이

되면 인생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교사와 부모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

이것의 필요성을 알아도 막상 자녀와 학생을 가

대인들이 노벨상을 석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

르치려면 쉽지 않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이다. 가정밥상머리에

잘 모른다.

서, 학교에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

<인간관계행복 수업>은 인간의 본질

과 자신과 친구관계,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과 교

럼 큰 교육은 없다.

사. 그리고 부모등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
다. 이것은 기존교육에 없는 새로운 교육영역이

4. 자기주도력이 발달 된다

다. 이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의 진실을 알

피동적으로 공부하던 학교교육이 이 수업을 통해

게 되고 그것을 통해 정체성확립이 가능하다. 아

전체가 바뀔 수 있다. 매일

울러 그 속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강

업만 지속해도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길

의와 주입식이 아닌 질문과 토론을 통해 자기의

들어지고 말하는 공부가 됨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부족함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진

이 가능하다. 특히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면서

실하게 볼수 있다는 점이 수업의 강점이다. 그리

공부의 즐거움을 얻게 한다. 지속적으로 한다면

고 무지를 발견함으로 학생 스스로 배움의 동기

지금의 사교육을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를 갖게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 보다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 우

30분 이루어지는 수

리는 내 생각이 부족하다. 이것을 훈련하며 누구
2. 관계를 통해 인성교육이 해결된다

나 창조적인 사람으로 성장할수 있다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교육을
할수 있을지 생각하면 막막하다. 하지만

이수업

5.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이 생긴다

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인성교육

미래 공부의 핵심은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이다. 이

이 저절로 된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와 상대방

것을 키우지 못하면 인공 지능 세대에서는 도퇴

을 이해하는 길이 열린다. 특히 인간의 본성과 구

된다. 그러나 이 수업을 잘 진행하면 스스로 문제

조와

를 해결하는 힘을 얻게 한다. 아울러 창의력도 배

다양한 유형에 대한 탐구는 평생 자기를

돌아 보게 하는 뿌리를 제공한다. 인간관계능력을

양된다. 주어진 자기의 문제점과

길러 주면서 초등부 부터 사람과 관계를 좋게 만

심층으로 파악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수업이 잘

드는 유익이 있다.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루어진다면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은 시간이 갈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소

수록 커지게 된다. 특히 책 중심이 아닌 사람과

중한 지 알게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대화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로 어느 공부 보다

으로 점차 변화된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소통과 창의력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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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는 행동을

전 서울장신대 교수, 예즈덤교육연구원 원장 이 대 희

그는 국민의 힘은 외부가 아닌 내적에서 나온다
6. 공동체를 경험하고 통찰을 배운다

고 믿고 국민 성격개조운동과 농촌부흥 운동을

앞으로는 1인 가족이 많아지고 결혼인구가 줄어

일으켰다. 그는 “국민성으로 위대한 국가를 건설

지면서. 또 핵가족화 됨으로 공동체성이 약화가

하자”는 외침으로 학교를 세웠다. 지금으로 말하

심해질 것이다. 점점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반대로

면 국민인성 교육을 제창한 것이다. 나치 독일 치

공동체를 위한 시야가 적어지고 그것은 더불어

하의 유럽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을 내치지 않은

사는 사회를 이루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 전체를

나라가 덴마크다. 교육을 통해 형성된 덴마크의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력을 갖게 하고 아울

관용이 결과였다. 그 배경은 그룬트비가 세운 자

러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유학교가 뿌리다. 그룬투비는 권위적이고 일방적
인 학습을 지양하고, 이야기 와 대화 교육을 강조

7. 행복과 감사가 넘친다

했다. 배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학생들이 학교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 혼자 보다 둘이

에 오는 것을 좋아해야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

서

낫고 둘 보다는 많은 사람이 더불어 할 때

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를 가지고 학생

행복을 더 느낀다. 특히 대화를 통한 인간관계는

과 교사 사이에,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살아 숨

행복감을 더해준다. 그 속에서 사람의 소중함을

쉬는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

갖게 되고 서로 친구가 되어 배울수 있다는 것

히 그는 “ 학교에서 요구되어야 할 것은 강의와

자체가 감사 한 일이다. 지금 우리 교육은 이런

시험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호 대화이다"라고 말한

핵심 부분이 사라짐으로 행복과 감사를 느끼기

점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의 모델로 알려진 새마을 운
동은 덴마크 농촌부흥운동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Ⅵ. 마무리

그 결과 지금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것
은 전쟁과 가난으로 파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
“ 기적의 만남, 30분 ”

려내는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교육은 가져 오지 못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의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

것과 정신적인 것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받는 덴마크는 19세기 중반만 해도 전혀 달랐다.

데 물질적인 성장 모델은 가져왔지만 정작 중요

프러시아 전쟁에서 패함으로 아주 가난한 나라였

한 국민성 교육은 벤치마킹을 하지 못했다 그 결

다. 주변은 돌과 모래, 잡초만이 무성한 황무지였

과 우리 교육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고 그렇게 성

다. 국가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중앙은행은

장한 어른 세대 역시 관계와 소통에서 많은 어려

파산할 정도였다.

덴마크 국민은 좌절과 실의에

움을 겪고 있다. 그때 그룬투비가 강조한 자유학

빠질 수밖에 없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났다.

교 교육관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으면 하는 아쉬

어디를 보아도 나라의 미래를 찾을 수 없는 암울

움이 있다. 이야기와 대화와 질문과 토론으로 이

한 상황이었다. 이때 나타난 한 지도자가 바로 덴

루어지는 상호 소통의 학교의 가치는 지금도 유

마크 아버지로 불리는 그룬트비(Nikolai Frederik

효하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성이

Severin Grundtvig)였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

다. 인성교육은 학교 뿐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필

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는 이른바

요하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벗어나

‘3애(三愛)정신'을 통하여 전쟁과 가난으로

좌절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행복을 함께 꿈꾸는 가는

과 자탄에 빠진 덴마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

그런 교육으로 나라를 리셋해야 한다. 지금도 늦

다.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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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느리더라도 방향을 바르게 잡고 달려야 한

마틴 루터 -

다. 그 방향은 인간이다. 과목과 점수보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은 상호 대화
와 소통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교육으
로 가능하다. 인간이 행복해야 공부도 하고 싶어
진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인간관계에 있다.
오직 학교 가는 것이 공부와 성적에 매몰된 우리
학교를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며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행복한 학교로 만드는 것이 시급
하다. 작은 출발이지만 매일 아침에 사람이 만나
는 “기적의 만남, 30분” 을 통하여 한국교육의 혁
신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필자는 이것을 통해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 누구나 배우고 싶은 학
교” 그런 행복학교. 행복교육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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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이익. 진정한 강점. 진정한 영향력을 발견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으로 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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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157)

사회변화 속도는 종전의 산업혁명의 10배, 규모는

-----------------------

100배, 임팩트는 300배에 달할 것 이라고 예측하

행복(幸福, happiness : Happiness is a mental or

고 있다. 똑똑한 세상과 똑똑한 공장, 가상현실

emotional state of well-being defined by positive or

(VR) 및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해 현실과 가상

pleasant emotions ranging from contentment to intense

세계를

joy. A variety of biological, psychological, religious and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의 등장은

philosophical approaches have striven to define happiness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d identify its sources.)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원하는

면 173페이지에 달하는 정보의 량을 다루는 현대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인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 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

unlearning이 필요하단 역설을 맞이하게 되었다.

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를

어제까지의 주요 성공요인이 오늘은 장애요인이

의미한다. 그 상태는 주관적일 수 있고 객관적으로 규정될

될 수 있다.

수 있다. 또한, 행복은 철학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엄밀하

Complex, Ambiguous)시대 너무 많은 선택지와

다. 인간의 경우 만족감 외에도 성공, 웰빙 등 다양한 요소

집중적 연습으로 맞게 되는 행복은 어디에 있을

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2017 세계행복 리포트에 의하

까? 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생각의 속도

면 행복은 6개의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 GDP per

와 각도, 다양성을 망라한 융합으로 유연성과 근

Capita 2) 건강수명 3) 사회적 지원(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

력을 키워 가장 바람직한 연결이 절실히 필요한

도움) 4)신뢰 (정부, 기업의 부패가 없음) 5) 의사결정의

때다. 이제 대학들이 이런 환경에 선제적, 주도적

자유 6) 관대함 (최근의 기부)이 그것들 인데 실업과 사회

으로 앞서고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 목표와 방식

안전망에도 영향을 받는다. 더구나 불과 7년여 전인 2010

의 틀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기업가정

년 보급된 손전화(i-phone)의 보급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신을 갖춘 소통·공감·감성·창의적 발상을 겸비한

로 교육현장에서도 판이 급속도로 바뀌게 되었다.

융·복합형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지능정보기술인데,

사물인터넷(IoT)과

기계학

통합한

경험과

확장세계를

학습한

것을

열고

있고

하루 신문전

백지화해야

하는

VUCA (Vulnerable, Uncertain,

이다.

습,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빅

그야말로 정주영형 탐험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 전송이 실시간으로 이

기존의 판을 깨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뤄진다. 2016년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알파고

다.

와 인간의 대결, IBM 왓슨 인공지능이 의사를 능

결국 VUCA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는 3C형이다.

가하는 검진 정확도, 로봇은 인간의 지능을 학습

기출문제나 선다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째, 정

해 스스로 추론하고 생각하고 미래예측이 가능해

답이 없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다. (Creative

짐에 따라 인간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Problem Solving) 둘째, 아이디어를 자아내는 소
통을

10년 안에 현재 직업 절반의 사라질 것이란 예측,

잘하여

(Thought

집단지성을
-provoking

극대화

하여야

하며

multi

way

open

Communication) 셋째, 부서와 조직내부는 물론,
157) 이 주제발표문은 2017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을 맞이
해 발표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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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역을

뛰어

넘는

협업

(Collaboration

지오디스 윌슨 IBM SCM 지원 사업부 총괄전무 천 기 덕

within/across)능력을 겸비한 민들레 홀씨 같은

릇 대접 받은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자기가 준 사

씨(C)가 있는 인재가 되어야한다. 빅데이터 기반

랑보다 받은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

의 융·복합 복잡 문제를 동료, 이해당사자들과 지

다고 실토한 점에서 행복은 작은 마음에 있다는

식을 공유하며 상호보완적 소통을 통해 풀 수 있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사람인자는 좌측 삐

는 협업 능력을 겸비한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

침과 우측 내림으로 이뤄져 있다. 쉽게 삐칠 수

다. 무엇보다 기술의 급속한 변화 발전의 초지능

있고 또 내려 놓으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겸양의

사회, 초연결 사회의 선도자(spearhead)로 나서야

덕도 내포하지 않았을까? 저산 저 멀리 저 하늘

한다.

가에 행복이 깃든 곳이 있다고 하기에 남들 따라

다른 한편에선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한국인의

갔건만 눈물만 글썰글썽 되돌아 왔다는 구절은

4가지 고질병을 객관적으로 지적해준 외국기자의

“왜 사냐? 살아서 뭐하냐?”는 경종을 울리는 질문

말을 각성해서 듣고 없애야 행복해 질수 있다. 그

을 던진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 세상에서

것들은 :

가장 멍청한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평생을 다

1) 공짜 심리다. 대박이란 말과 “~했으면 좋겠습

바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요즘은 기

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가정법을 쓰니 정신차

아에 시달리는 인구는 약 10억명, 비만에 시달리

려 생각 해 보면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어제

는 인구는 20억 정도 라고 하니 먹고 이해가 되

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

고도 남는다. 필자는 젊은이들에게 ‘밋밋하게 살

하는 것을 정신병자의 증세다“ (Insanity is doing

지말고 미미하게 살’라고 말한다. 재미와 의미가

the

잘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but

혼합된

것을

말한다.

행복을

소위

쾌락

expecting different results.)라고 갈파한 “아인슈

(Hedonic 웰빙)과 의미(Eudaimonic 웰빙)있는 일

타인의 얘기를 곱씹어 봐야 한다.

로 갈파한 Shirley S. Wang의 연구와 유사하다.

2) 과거의 덫에 얽매어 산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 The relentless pursuit of happiness may be

주제가 전부 현재, 미래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

doing

us

more

것들로 일관 된다는 것이다. 3) 잘못을 인정하지

researchers say happiness as people usually

않고 자기반성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반면교사

think

로 삼지 않을 뿐 더러 그 원인을 타인이나 환경

positive

으로 돌려 핑계를 삼는다는 것이다. 4) 인간관계

physical health than the type of well-being

에서 이분법적 흑백논리에 젖어 타협과 양보가

that

없는 점이다. 양보는 곧 패배라고 여긴다. 2013년

activity. Researchers refer to this latter state

모 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첨예한 갈등 때

as “eudaimonic well-being.”

of it—the

harm

experience

feelings—is

comes

than

from

far

good.

Some

of pleasure

less

engaging

important
in

or
to

meaningful

문에 허비되는 비용이 최고 년간 약246조원에 이
른다고 하니 과히 천문학적이다. 돈만이 행복을

행복은 현재진행형 동사라 할 수 있다. 지금 여

좌우하지는 않지만 허비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

기에서 정성껏 임하는 나의 [순간경]을 대하는

한 행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자세 같은 것이다. 어쩌면 자리이타(自利利

입에 오르내리는 공자의 어록 논어를 한글자로

他)와 수처작주(隨處作主)다.

말하면 용서할 서(恕)다. 이것을 破字해 보면 마

처럼(接人春風) 푸근하게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

음 (心)과 같다(如)는 뜻이 된다. 역지사지로 생

처럼 (臨己秋霜)행하는 생각과 습관에 달려 있다

각 하면 이치는 간단하다. 그것이 곧 인이 아닐

고 하겠다. 이런 개인의 사고와 행동이 어울린 융

까? 人은 仁이요 후자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임

합과 개방 기반의 공고한 연결이 4차 산업시대의

을 글자가 말해 주고 있다. ‘100년을 살아 보니‘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이 도와주는

책을 집필한 김형석 교수의 압축된 행복론도 “더

사람이 성공을 넘어 가치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

불어 살 때가 행복했다”고 회고하였다. 밥 한 그

다. 아인슈타인이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가치 있

타인에게는 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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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 하지 않았는가? 가치는

수입과 고용의 경제적 변인들, 교육이나 가족생활의 사회적

같이 할 때 가치가 극대화된다. 그것은 문화이고

요소, 그리고 심신의 건강적 요소들이었다. 그 결과 공히 모

사회성이다.

든 나라에서 정신적 건강이 경제적 수입이나 고용 또는 신
체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SICS, 건강한 육

연결은 合連이요 또 合緣이되어 相生善緣의 눈

체의 건강한 정신 (A sound mind in a sound body.)이란

덩이 효과(Snowball Effect)의 행복을 이루게 된

잘 알려진 라틴어에서 보듯 영혼, 즉 생각하는 마음(心頭)

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인내천의 동학 사상이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의 열쇠이자 핵심임을 알 수

나, 단군의 홍익인간, 또 요즘 회자되는 CSR을

있다. 뒤에 소개 되겠지만 부처는 다만 당신의 생각 하는

넘어 CSV(Creating Shared Value)로 공유가치

마음에 있다고 老 스님은 설파 하였으니 종교와 국적을 막

창출과 맥을 같이 한다.

론하고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논어의 恕와 仁 이미 언

행복은 소유라기 보단 공유하는 것이 더 크고

급하였다. 인지단은 측은지심이 아니던가? 인지상정이요 공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기업이 계속성을 지

감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고 존경과 배려로 융합이 가능하

니 듯 (a going concern) 행복도 지속 되어야 하

고 교감으로 연결 될 수 있는 핵심이라 할수 있다. 이씨조

겠다. (going happiness)

선 500년 역사와 얼은 어떤가? 한 글자로 표현하면 愼獨이
가미된 “敬”이라 할 수 있다. 위로는 존경 내리로는 사랑이
있어야 감사하는 마음이 기초를 형성한다. 감사와 사랑도

II. 연구자료와 방법

큰 수양의 하나다. 원수도 사랑하란 성경의 메시지나 [’용서
본 자료는 최근 발간된 ‘World Happiness Report 2017

‘가 최고의 품격 보복]이란 말은 우리모두 반성하고 성찰

‘을 참조하였고 (Editors : John Helliwell, Richard Layard,

하고 닦아야 할 일이 많음을 웅변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and Jeffrey Sach, Associate Editors : Jan-Emmanuel De

“감사는 예의의 최고로 아름다운 형태다.” Gratitude is the

Neve, Haifang Huang and Shun Wang) 철학자, 종교인

most exquisite form of courtesy. -by Jacques Maritain고

(스님,

Technology전문가

말한 얘기를 들으면 엄숙해진다. 이 얼마나 눈부신 말이요

(Technology Driven Education), 미래학자들, Global 인재

멋진 생각인가? 가뭄 후에 단비, 時雨가 내리는 것처럼 사

개발(Talent Development) 전문가, 창조경제연구소 대가이

막의 마중물 같아서 듣기만 하여도 저절로 행복해진다. 마

자 전문가인 이민화 원장, 인사전문가, 행복에 관한 책들과

음의 행복이 고동치고 행복 연구 결과와 맥이 똑같음을 알

포럼 내용 등을 참조 하였다. 특히 전체적 세계적 관점의

수 있다. 반대로 가난, 저학력, 실업, 혼자사는 외로움, 육체

견해를 망라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영역의 견해와 지혜를 참

적 병과 마음의 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줄이느

조 하였다. 세계 행복의 기초, 중국의 성장과 행복, 아프리

냐가 관건이기도 하다. 모든 나라에서 마음의 병이 유래하

카, 미국의 행복, 일터에서의 행복, 행복의 주요결정요소와

는 우울증과 걱정장애를 어떻게 없애는가가 가장 강력한 효

불행을 다룬 보고서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다. 행복은 워낙

과를 발휘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영국에서 조사한 바에

내용이 주관적이어서 나름대로 객관적 data와 성적순은 아

따르면 엄마의 정신적 건강이 어린이들의 정서적 건강과 행

니지만 top tier군의 나라의 공통점과 관점의 변화를 소개

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예측하게 해 준다.

교황),

행복전도사,

교육

하고자 한다. 역시 행복은 긍정적인 감정이 자유와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괄목

결국 서구에서는 정신적 건강이 수입보다 더 중요한 행
복의 변인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할만한 것은 중국이 1990-2015년 동안 5배의 GDP가 성장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신적 건강이 중요하긴 하나 수입보

하는 동안 주관적 웰빙은 15년 동안 떨어졌다는 대목이다.

다는 덜 중요한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에서

행복이 노동시장의 커지는 의존도와 증가일로의 번민과 새

도 육체의 병이 정신적 병보다 더 불행의 근원인 나라는 없

로운 고민거리를 말해준다.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년기로 돌아간다면 어머니의 정

사람들은 - 특히 젊은이들 - 낙관적이다. 그러면 행복을

신 건강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분위기가 미래 성인의

결정짓는 주요 요소들은 무엇일까? 미국과 호주, 영국과 인

중요한 행복 예측 요소들이다.

도네시아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 하였다. 그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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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들은 실업자들보다 훨

되는 불편함의 해소 내지 편리함을 갈구 하는 인간생활의

씬 호의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평가한다. 과거 오랜 기간

진화는 가히 상상을 뛰어 넘는다. 태풍처럼 판을 완전히 뒤

실업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고용이 되고 나서도 상당기

집는 변화다. 속칭 익숙한 경험이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

간 지속되는 충격을 준다. 이 데이터는 증가일로에 있는 실

新常態의 비정상의 정상화다. 뒤집어 보고 거꾸로 보고 수

업이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고용된 사람들에게 까지도 부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 후에 터득되는 108전 109기가 덤으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값은 개

로 주는 전리품같다. 역량의 최고 아래바탕에 잠재 해 있는

인별 관점에서 나왔지만 거시적 경제 측면에서도 국가의 실

생각의 태도 (Thinkitude=Thinking Attitude)가 행복을 가

업률 수준은 전 세계에 걸쳐 웰빙에 부정적 역상관관계가

져 온다고 말하고 싶다. 필자는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잃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손으로 일하는 육체노동자들

않게 해 주는 말이 있다. ‘익숙한 듯 실패하고 당연한 듯

은 시스템적으로 낮은 수준의 행복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성공하라.’ 10년전쯤 스위스 할머니의 80인생 회고록이 기

것은 건설, 광업, 제조, 운송, 농사일, 수산업과 삼림업 등

억난다. 인생 80을 살고 회고해 보니 잠자는 시간, 식사하

노동집약적인 산업 전반에 걸쳐 똑같이 나타났다. 결론적으

는 시간 등을 다 빼고 보니 행복한 시간은 46시간이었다고.

로 일터에서의 행복은 일과 삶의 균형, 다양성, 자주성, 직

행복은 휘발성이 강해 삽시간에 사라지기 십상이다. 신승

업의 안정, 사회적 자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 등 수입

(辛勝, hard-earned)을 해야 맛이 더 오래가지 않을까? 간

이 좋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그들의 삶과

절하고 절박하게 염원 하던 것을 꿈일까 생시일까 구별이

일에 더 만족하고 있음을 예측 가능하게 해 준다.

안되는 지경에서 천신만고 끝에 얻어야 울림도 크고 좀 더

미국에서 행복의 복원 대한 보고서를 Jeffrey D. Sach가

길게 지속 될 것이다. 자수성가한 대표적 표상, Paul Myer

하였다. 미국의 경우 과거 10년 행복의 역사는 행복을 위한

의 얘기는 필자가 학창시절 접한 경구인데 아직도 절절히

사회적 기초를 강조하고 있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인생사

기억된다. 각본없는 드라마가 일어나는 것이다. ‘당신이 마

다리 (Cantril Ladder), 즉 0에서 10의 척도에서 0.51포인

음속에 그린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고 깊이

트가 낮아 졌음을 알수 있다. 수입과 건강수명의 두 가지

믿고 열의를 다해 행동하면 그것은 무슨 일이든 반드시 현

요소는 더 행복한 방향으로 이동 했지만 4개의 다른 사회적

실로 이루어진다. (Whatever you vividly imagine,

변인들은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약해진 사회의 지원,

ardently

개인의 자유, 줄어든 기부 그리고 정부와 비지니스에서 더

enthusiastically act upon, must inevitably come

많이 인지된 부패가 그것들이다. 전체 0.51포인트 낮아진

to pass.) 필자가 군대 시절 접했던 박술음 학장

수치에서 이 4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0.31포인트나 된다. 두

의 신조도 비슷하다. “인간은 각기 다르니 그 어

가지 긍정적 요소들은 겨우 행복도를 0.04포인트 올린 것으

떤 특징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60-70이면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행복지수가 떨어진 이유는

끝나는 인생이로되 이 주주에 한점 창조의 흔적

경제적 원인이라기보다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란 연민

을 남기려면 외길을 잡아 달릴 수 밖에 없다. 그

이 슬픔의 고통을 덜어 주는 환난상휼, 동병상련의 우리 조

래서 얻는 것이 무얼 것이냐고 따진다면 그러한

상 지혜를 긔뜸해 주고 싶다. (Misery loves company.)

태도는 허무이다. 인생이 허무라면 세상만사는 끝

desire,

sincerely

believe

and

장이다.“ Steve Jobs가 스탠포드대 졸업 축사에서
III. 행복론의 이모저모

한 얘기도 비슷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항상 목말
라하고 우직하게 갈구 하라. (Stay hungry, stay

행복연구 리포트나 여러 가지 언급된 사례에서 그 원천

foolish.) 행복도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란 자

은 마음임을 알 수 있다. 감사하면 행복해 지고 웃다보면

기 마술과 암시를 하고 계속 되물어야 한다. Are you

행복해 진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산다고 해서 눈 부상 입을

happy? 인생 일장춘몽인데 행복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뭔

일 없다 (There is no eye injury in looking at the bright

가?

side of the world.) 세상만사는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인
간이 상상(생각)하는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 단지 시간이

행복나눔 125운동을 펼치는 손욱 원장은 하루 1개의 선

걸릴 뿐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차별화로 야기

행으로 상생문화를 형성하고 한달에 2권의 책을 읽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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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감사를 써서 칭찬을 통한 창의적 문화구축 운동을 구
현하고 있다. 홈 플러스를 한국화 한 이승한 대표는 ‘신바
람’ 운동을 펼치기로 유명하다. 어떤 일을 할 때 고무되고
신바람나게 하면 더 잘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이것은 마치
매장에서 빠르고 신나는 음악으로 고객의 기분을 고취시켜
판매효과를 높이려는 마케팅 전략과도 유사하다. 행복을 위
한 휘파람을 부세요. 찬불가에도 성가대의 노래도 노동요도
태평성대의 궁중악도 다 행복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휘파
람 같은 것이다. 구전 마케팅이 얼마나 강력한가?
야쿠르트 아줌마, 미의천사 태평양 방판전문가 분들.
신명이 나서 일을 하면 시간이 빨리간다. (Time flies
when we have a blast.) 작은 행복의 축적이 티끌모아 태
산이 된다. (Many a little goes a long way.) 작은 량의 물
이 쌓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루기 어렵다. (不積小流
無以成江海) 간절함이 기절할 만큼 놀라운 일을 했을 때 기
적 또는 각본없는 드라마가 일어난다. 무료함을 달랠 좋은
비타민인 셈이다. 생각만 해도 감사할 일이다. 위대한 일을
하면 자기 충만감과 만족도가 높아진다.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다. 진정성 있는 자기정
체성을 찾는 노력을 하고 안전지대에 머물 것 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탐구할 필요가 있
다.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강점을 일깨워주어 행복하게 만
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www은 worldwide web이
아니라 이제 win-winw-win 모든 참여자에게 덕이 되는
전체적 가치조율과 덕망을 쌓아 올려야 한다. 내가 나눠주
는 것이 발효(發酵)되어 그 진가가 發效된다. 잘 듣고 마음
을 얻어 잘 주면 영혼이 튼실해져 난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다. 以聽得心의 최고수준 지혜다. 마음혁명으로 행복을 정박
하자. 문제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다.
하고 있는가? 2. 내가 하는 일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3.
가지고

있는가?

자신감은

自神感

소중한 일을 우선하는 방법과 자투리 시간 활용이 중요하
다. 인생 100세 시대라지만 잠자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 등
등을 제외하고 나면 과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시간이 얼
마나 될까? 시간을 가장 압축해서 쓰는 일중 하나가 독서나
강연을 듣는 것이다. 필자는 늘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물어
보라고 얘기해 준다. 샤르트르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출
생에서 죽음까지 선택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행복도
선택해야 할일 중 하나다.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을 못 느끼
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낄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상
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작은 일에서 행복이 싹트고 그
과정에 몰입하고 노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행복을 가져온
다. 선택한 후 몰입으로 집중하여 임하다 보면 영어문법의
to 부정사 결과적 용법과 같이 된다. “인생이 너무나도 아프
다면, 이것저것 다 해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감사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심리학자 이현수가 자신의 책 ‘오늘
도, 골든 땡큐’에서 했던 말입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중한 일을 먼저 합니다. Stephen R. Covey박사
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3번째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은 충만

그때마다 되물어 보자. 1. 나는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을
자신감을

행복도 습관이므로 자기 충만감과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이다.

감을 가져오고 편안함과 함께 성취감으로 감사라는 보너스
까지 줍니다. 감사한 생각을 가지면 감사할일이 자꾸 생깁
니다. 감사일기 쓰기도 행복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의 지혜와 下心
노자 상상의 근간을 이루는 上善若水는 정말 말 그대로
藥水다. 물의 지혜를 엿보고 배우자. 물은 만물을 이롭
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水善利 萬物而不爭)뭇사
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처중인지 소
오 處衆人之 所惡)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故幾
於道) 머무름은 땅을 이롭게 하고 (居善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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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씀은 연못처럼 그윽히 하여 (心善淵)사귐에

5.그는 나중에 자신에게 섬기는 재능을 주셨다는

는 어짐을 더하고 (與善人)말로는 믿음을 더욱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굳건히 한다(言善信). 바름으로 정치를 맑게 하고

6.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재능 하나만 가지고

(正善治) 일은 능히 풀리게 하며 (事善能) 움직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수많은 재능을

임에는 때를 가린다. (動善時) 다투지 않으니 (부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는 재

유부쟁 夫唯不爭)고로 허물이 없느니라. (故無尤)

능을 가진자들을 인맥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도

공자도 물을 예찬하였다.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

해결 할 수 있는 해결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

아하고,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仁

다.

者樂山 智者樂水) 물이 가지는 역동적 변화와 산
이 가지는 고요함과 넉넉함을 말하는 것이다.

7.그는 조직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승진
도 하였다. 그 사람 밑에는 지식인, 재능인이 그
의 지시를 받기 위해 늘 대기하고 있었다. 아무

물의 7가지 덕목을 보자. 수유칠덕(水有七德) 1)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겸손(謙遜)의덕, 2) 막히

것도 할 줄 모르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이렇
게 유능한 인재가 된 것이다.

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智慧)의덕 3) 구정물도
받아주는 포용(包容)의덕, 4)어떤 그릇에나 담기

연잎의 지혜

는 융통(融通)의덕 5)바위도 뚫는 (水滴穿石) 끈
기와 인내(忍耐)의덕 6)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

[연잎의 지혜]집착을 피하고 때를 아는 연잎의

는 용기(勇氣)의덕, 7)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

지혜

는 대의(大義)의덕” 이것이 인간에게 과분한 ‘수

빗방울이 고이면 연잎은 물방울의 유동으로 일렁

유칠덕’이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물처럼

이다가 어느 정도 고이면 수정같은 맑은 물을 미

사는 것(上善若水)이라고 했다. 수유칠덕을 갖춘

련 없이 쏟아 버린다. 연잎은자신이 감당할만한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살펴보자.

무게만을 싣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비워 버린

1.자신에게 어떤 재능도 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

다. (영어 속담에도 Don‘t bite more than you

이 있었다. 그래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보면 늘

can chew. 아래 소개하는 을지문덕 장군의 점잖

부러움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은 지혜가 돋보이는 점이 비슷하다.) 만일 욕심을

2.아무런 재능도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더 내어 받아들이면 잎이 찢어지거나 줄기가 꺾

아야 하나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나에게도 무엇

이고 말 것 이다. ‘연잎의 비움의 미학을 지혜’에

인가 재능을 주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이

감탄하게 된다. 비움, 배움, 채움, 나눔의 미학이

것 저것 조금씩 해보았지만 제대로 되는 것은 없

여기에 있다. 욕심이란 것은 변덕이 심하고 바닷

었다.

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욕심

3.그러던 어느 날 눈을 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았다. 이윽고 내가 재능
을 가지진 못했지만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를 섬기는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진실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섬겼다.
4.그의 진실한 섬김을 받은 많은 재능 있는 자들
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누구
도 가지지 못한 재능을 가진 인맥을 가지게 되었
다. 그 자산으로 든든한 발판이 되어 주었다.

은 우리 영혼과 육체를 누른다. 삶이피로하고 고
통스러운 것은 놓아버려야 할 것을 쥐고 있기 때
문이다.
혁신과 개선의 가장 큰 제1원칙도 불필요한 것
을 버리는 것이다. 이는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
가 침몰할 때 가장 무거우면서 소용이 없거나 가
치가 적은 것부터 버리는 jettison과 같은 원리이
다. 좋은 것을 담기위해 먼저 그릇을 비우고 채워
야 한다. 악기는 비어 있기 때문에 울리고 비우면
내면에서 울리는 자신의 외침을 듣는다. -법정스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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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수를 P+(5×E)+(3×H)로 공식화하였다. 행복지

---------------------------

수를 산출하는 4가지 항목, 각 항목은 0점에서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주는 시가 주는 지혜

10점까지 척도(scale)을 부여 하였다.

[ 與隋將于仲文詩 ]

①나는 외향적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

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

이다.(

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

②나는 긍정적이고,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에서 비

戰勝功旣高(전승공기고)

교적 빨리 벗어나며 스스로 잘 통제한다.(이상 P

知足願云止(지족원운지)

지수) (

그대의 신기(神奇)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③나는 건강·돈·안전·자유 등 나의 조건에 만족한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다.(E지수) (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④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만족함을 알고 그만 두기를 바라노라.

내 일에 몰두하는 편이며, 자신이 세운 기대치를

)

)

)

달성하고 있다.(H지수) (
만족을 알고 그칠때를 아는 (知足知止)현명함이
인간의 욕망을 코치하는 스승이란 생각이 듭니다.
전략에도 우회전략(Detour)이 있는가 하면 돌격대 과감
히 맞서는 돌격대형 전략이 있습니다.(蛙操戰法)
필요시 당당하게 맞서는 전략도 유효하다. (Stand tall,
go for it!)

)

*나의 행복지수 P+(5×E)+(3×H)=?
①과 ②를 더한 점수에 ③점수의 5배, ④점수의 3
배를 더하면 행복지수가 산출되는데, 만점인 100
점에 근접할 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
다.

비워서 찾는 행복
최근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미증유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내우외환이다. 독일의 Carl Busse (1872-1918)는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마침 매년 석가 탄신일에 연등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은 일

①가족, 친구, 자신에게 시간을 쏟을 것,

종의 ‘놓음 (방하착)’으로 터득하게 되는 묘한 이치와 같다.

②흥미와 취미를 추구할 것,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과 인생상담사

③밀접한 대인관계를 맺을 것,

코언(Cohen)은 2002년 행복공식을 만들어 발표

④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였다. 이들은 18년 동안 1,000명의 남녀를 대
상으로 80가지 상황에서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⑤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것,

만드는 5가지 상황을 선택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⑥현재에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

결과 '행복은 인생관·적응력·유연성 등 개인적 특

것,

성을 나타내는 P(personal), 건강·돈·인간관계 등

⑦운동하고 휴식할 것,

생존조건을 가리키는 E(existence), 야망·자존심·

⑧항상 최선을 다하되 가능한 목표를 가질 것 등

기대·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higher

8가지에 힘쓰도록 강조하고 있다.

order)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
였다.
이들 3요소 중에서도 생존조건인 E가 개인적
특성인 P보다 5배 더 중요하고, 고차원 상태인 H
는 P보다 3배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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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기성찰과 미미한 생활과 더불어 사는 인
간관계 현재에 집중하는 지금까지의 행복론 범주
를 벗어나지 않는다.

지오디스 윌슨 IBM SCM 지원 사업부 총괄전무 천 기 덕

카네기행복론은 어떤가?

사람사는 집에 사람이 와야 하고 늘 너무 감사하
고 만족스런 마음으로 차근차근 천국으로 가는

행복은 성취가 아닌 마음먹기다. 즉 mindware로
서 자기 성찰과 배려로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복지수높이는 방법을 행복학연구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를

보면

인간관계

(relationship)를 중요한 요건으로 꼽는다. 필자는
이것을 RQ Relationship Quotient)즉 관계지수라
부른다. AQ(Adversity Quotient 간난지수)를 잘
다듬으면 관계지수가 좋아지고 그것은 곧 AQ
(Attraction

Quotient)로

선순환

하는

이른바

AQ-RQ-AQ의 윤회론이다. ‘관계’는 혼자 만들어

계단처럼 사는 것이다. 세상이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느냐고 너무 좋아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신명나게 사셨기 때문이다. 좋아하지 않을수 없게
만드는 인간관계의 구축이다. 재물과 권력을 하찮
은 것으로 여겼음은 물론이다. 씨 하나를 심고 정
성을 쏟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농사전문가, 다복
한 대 가족을 이끄신 가족경영 전문가이자 모든
이와 거리낌 없이 어울리는 4차 산업혁명의 전형
적 실천가였다. 情주고 내가 웃네. 정은 마음이
(心) 푸르러야(靑) 情이 생긴다.

지지 않으며 혼자만의 행복도 존재하기 어렵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듯 가방끈 순도 아니다. 여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회구성

행이라도 시켜 드릴려면 “그 허튼일을 왜 하느냐”

원과 더불어 행복을 지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

고 하면서 소탈함속에 행복이 있음을 강조하셨다.

다.

어찌보면 당신생각엔 거져굴러 들어 오는 복과
행복을 주체하기가 버겁다 할 정도의 겸허함과
부지런함을 철학으로 가지고 사셨다. 알려진 대로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행복론

안중근, 정주영, 김구선생의 모토와도 상통한다.

100년 가까이 연륜이 쌓인 경륜의 철학자 김형석

“일근천하무난사 백인당중유태화”다. 한결같이 부

교수의 견해도 그 궤를 같이한다. 그는 더불어 산

지런하면 어려운 일이 없고 백번참는 인내를 지

인생이 행복하다는 소탈한 지론을 가지고 있다.

닌 집안에 큰 화목이 있다. 勤和가 요체다. 어울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의 속도와 각도가 예전의

림속에 터득되는 創은 보너스다. 창을 해자(解字)

1.2.3차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해보면 곳간과 칼이다. 즉 도구를 사용해서 곳간

요체는 융합과 초 연결이다. 둘 다 어울림(mingle

을 채우는 일이다. 갈고 닦은 노력으로 곳간을 쌓

with)과 “The 佛於(유일한, 부처를 찾는 간절함

는 것이다. Stephen R. Covey 박사의 성공하는

을 바라는데 있다)”하는 개방적 포용과 협업의 간

습관에서도 그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있는바 감

절하고 돈독한 관계에 있다” 할 수 있다. IQ

정구좌(Emotional Bank Account)를 쌓아야 한다.

(Intelligent Quotient), EQ(Emotional Quotient)

즉 저축하는 것이다. 관계지수 쌓기의 저축이다.

를 망라한NQ(Network Quotient)를 공고히 하는

속담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대단한 지혜가

것인 셈이다. 사랑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중

압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는말이 고와야 오

점을 둬야 관계지수가 좋아질 수 있다.

는 말이 곱다 (What goes around, comes back

소위 오상(五常)이라고 하는 인.의.예.지.신이 그
튼실한 바탕이 될 수 있다. 경청(傾聽)으로 진정
성 있게 敬聽하고 무재7시의 으뜸, 和顔施로 사람
들을 대하고 기쁜일엔 진심어린 축하를 해 주는
일이다. 향약의 4대덕목도
행복지수 높이기의 대표적 지혜라 할 수 있다.(*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필자는
어머니의 인생관이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즉

around.)라든지 심은대로 거둔다 (As ye sow, so
shall ye reap.)등이 그것이다. 가장좋은 친구를
사귀는 첩경은 자신이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이다.
논어는 어떤가?
己所不欲 勿施於人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역지사지의 아주 단순하고
기본을 웅변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 보통사람들은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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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이해하거나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

TC2

where

Effort,

T=Time,

C2

=

분이다. 이렇게 보면 행복은 도처에 늘려 있는 셈

Concentration (집중, 몰입, 열반)

이다.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줍고 닦고 나누면 되

*Concentration is the ability to keep your

는 것이다.

thoughts and attentions on one fact until you

눈사람효과(Snowball Effect)나 물결효과 (Riffle

know it thoroughly.

Effect)처럼 나물수록 커진다. 가치의극대화는 더

진제스님의 후(吼)는 “행복 할려면 항상 베풀어

불어 “같이”하는데 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성공

라”이다. 그리고 ‘참나찾기’를 위해 끊임없이 물어

한 사람보다 가치있는 사람이 돼라”고 조언 한 것

야 한다. 모든 갈등과 분쟁, 전쟁 등은 ’인간의 마

도 같은 맥락이지 않은가? 카네기의 행복론은 어

음‘에서 비롯된다.

떤가?
김형석교수의 장수 비결과 행복론
불교의 행복론과 소동파의 品格 餘裕觀

"행복은 선택과 노력의 댓가입니다"

일체유심조, 8정도에도 그 개념이 들어 있다. 대
자대비하신 부처는 어떤가? 부처가 영산에 있다

세상은 나와 다른 사람이 공존 (我, 非我之 共存)

고 멀리서 구하지 말게나. 부처는 단지 그대의

이다. 이것은 영감에서 나오는 공감이다. 상선약

[생각 하는 마음]에 있을 뿐이네. (佛在靈山

수와 함께하는 [“爲”善上手]다. ‘ME’ 를 거울에

遠求,靈山只在

莫

汝心頭)

비추면 ‘WE’가 된다. 초등학교서 배운 첫 단어가

내 마음의 부처이다. 내가 부처가 되면 뜻하는 바

나, 너, 우리 아닌가? “지구촌 우리”안의 공동체

를 이루는 성불이요 행복하지 않는가? 세상은 공

의식 함양이 제대로 자리 매김 해야 인프라 기반

활하고 마음은 풍요로와 노자 上德若谷처럼 내맘

의 질서, 의식 더불어 사는 인간사회가 구현 될

을 골짜기 처럼 비우면 더 많은 것을 담을 그릇

것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불안하다. 선각의 철학

이 되는 것이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원하는 것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을 쥘 수 있다는 이치다. 달도 구름도, 제 닉네임

이것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인 푸른솔도 그 향기와 존재는 내 마음으로 무한

아프리카 속담, “아이 한명을 키우려면 마을 하

정 가질 수 있고 향유할 수 있으니 오곡백과 삼

나가 필요하다” 우리조상의 향약, 계, 두레, 품앗

라만상이 다 내것이 아닐까? 소동파의적벽부에

이, 상부상조 등등 모두가 인간의 관계, 사회성,

나오는 강상지청풍과 산간지 명월은 取之無禁 내

인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살다보면 문제가 생기게

가 다 가져도 말리는 이 없고, 用之不竭 그들을

마련이고 변화무쌍한 지식정보 사회에선 변화환

다 쓰도 소진되지 않으니 내 마음은 부자가 되는

경(PEST

것이다. 생각하는 머릿속 부자, 공감하는 마음속

Technological)이 더 더욱 복잡하고 불분명한 미

부자가 되면 민첩한 실행이 따라붙어 더불어 나

증유의 문제들이 도래 할 수 밖에 없다. 문제해결

누고 향유하는 공동체 부자가 되지 않는까? 진부

의 가장 쉬운 해법이 구전으로 알려 종합지를 동

(陳腐)한 얘기 같지만 그것이 眞富다! 마음이 최

원하는 것이다.

:

Political,

Economic,

Social,

고부자인 것이다. 富를 파자 해 보니 집안에 한결

병은 알리란 옛말과 그 맥을 같이한다. 원활한

같이 (一) 입을(口) 즐겁게 할 밭(田)을 경작(노

개방적 소통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소통이 되

력)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

면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면 해법이 보인다. 가장

(福)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랴? 행복, 너무 흔해

좋은 해결책은

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업이다. 지금까지 존재 하지 않았던 문제에 정답

다. 행복의 상대성 이론을 수식화 해 보자. E =

이 없는 해법으로 창의적문제가 풀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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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선택과 집중으로 몰

다. 행복의 격이라고 할까?

입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개방과 공유를 통한 선택
지를 넓히고 협업을 위한 소통, 소통을 통한 협업
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열쇠는 사용 할수록 빛난

양에서 질로, 질에서 격으로 진화

다. 원활한 소통은 배려와 존중의 행복한 내면의
마음에서 나온다 할 수 있다. 샘의 물이 정갈하면

우리 인간 삶의 변천사를 보면 농경시대의 농부

그것이 원료가 된 부산물은 당연히 맛나지 않을

근면성 시대엔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까? 이것이 주장 하고픈 “행복샘물론”이다.

소위 량이 지배적인 시대였다. 그러던것이 산업혁

상탁하부정,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믿음

명의 도래와 함께 질의 개념이 도입 되었다. 대량

직한 진정성 리더십과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가

생산으로 어느 정도 량이 차게 되었다. 양질(良

관건이다. 행복의 마중물, 그 중심은 나다. IBM 3

質)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갈구하게 된 전환점이

대 가치중 하나가 “신뢰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개

다. 양질(良質)은 量에서 質로 바뀐 것이다. 질도

인의 책무다.” Individualism을 바탕으로 개인의

이젠 IOT, ICT, Big Data, Bio, AI, Robot,

존재가 튼실해야 조직이 강건하고 이는 마치 우

Cloud, AR, MR, Mobile, Medical 등의 등장으로

리 몸의 세포와 같아서 나의 존재가 이웃 세포에

소위 SMART everything의 시대가 되었다.

영향을 끼치는 공종 공생의 관계가 된다.

특히Smart factory의 구현과 실시간 소비자의

공감(Empathy Quotient)이 커질때 공명이 커진

피드백을 받음으로 인해 군더더기가 많이 사라지

다. 사람의 삶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다. 물론합

게

창을 하는 구성원으로서의 독창능력의 독창성도

(supply push, technology push)에서 수요의 끌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합창할때 화음이 크고 깊

어당김 (demand pull)으로 그 주인과 축이 바뀌

은 것처럼 행복도 같은 이치라 생각한다. 삶은 부

었다. 끌림의 미학이다. 꽂히는 끌림 (intriguing

단히

pull)이 없으면 존재가 어렵게 된 것이다. 필자는

심신을

단련하는

과정이다.(Sharpen

the

saw.)
불가분의 심신이 합창하는 partnership여정인 것
이다. 몸은 마음,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요 영혼
은 그 집 (sweet home)안에서 더욱 토실해지고
굳건해지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더 나은 반
쪽(better half)인 셈이다. 행복역량도 결국 ASK
(質問, 바탕질, 물을문)다. 어떤 생각과 마음의 태
도를 갖느냐(Attitude), 잘 가꿀 것이냐, 잘못 가
꿀 것이냐 (Skill), 현명하고 수월하게 가꿀 것이
냐 멍청하고 어렵게 가꿀 것이냐(Knowledge)의
문제로 귀결된다 할 수 있겠다. 그것은 김형석 교
수가 설파하는 선택과 진솔한 노력의 댓가이다.
No pain, No gain, 種豆得豆, 種瓜得瓜이다.

되었다.

이것을

즉

종전의

공급으로

마력(魔力)같은

밀어내기

매력(魅力)지수

(Attraction Quotient)라 칭한다. 끌리는 그 무엇
을 넘어 홀리는 매력이 있어야 차별화가 가능하
고 고객의 충성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앞서 말
한

간난지수(간난을

극복하는

힘,

Adversity

Quotient) 관계지수(Relationship Quotient) 매력
(魅力)지수(Attraction Quotient)의 선순환구조이
다. 즉,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그러
면 나를 찾게 되어 관계지수가 높아지고 그것은
더욱 돋보이는 매력지수가 되고 다시 더 어려운
일을 해 내는 자양분이 되어 계속 순환하게 된다
는 개념이다. 이것이 서로에게 상생선연(相生善
緣)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름길이

아닐까?

(Longest shortcut)

Know pain and know gain in order to gain
what you imagine. 땀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4차 산업시대엔 평범한 노력

교학상장(敎學相長)처럼 행복의 授受相成(주기

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니다. 통하는 노력이어야만

때문에 받게 되는 것으로 서로 서로 이롭게 이

한다. 끌림이 있는 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룸)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마라. 그러나 알고 보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603

특별기고 35 글로벌 행복리포트와 행복지수 높이기 실천 방안

면 다 사소한 것이다. 행복한것 에 목숨을 걸지

발달로 현존하는 것 중 2020년까지 약500만개의 일자리가

마라. 그러나 알고 보면 다 사소한 것이지만 행복

없어 질 것이란 예측이 있다. 이제 인간사이의 경쟁이 아니

을 일구는 것들이다. 이런 논리를 펴면 지나친 비

라 기계, 로봇과도 소통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약일까? 일견 생각해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다.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때

된다.

로 더욱 경악을 금하지 못할 일을 생생히 보지 않았는가?

(Birth-Choice-Death) 사상가 샤르트르의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공감을 자아내는 일은 로봇이나

다. 필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마디 했다. 요

AI가 도저히 따라 올수 없는 영역이다. 모두가 행복 해

람에서 무덤까지 숱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사

지는 공감 연습, 행복한 삶을 위한 공감 연습!

결정

‘공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共感은 空感이

까지

선책의

과정이

연속선상에

인생이다.(Cradle-

있게

Determined

Decision Making – Tomb)

다. 그러나 공감을 연습해야 한다는 인식은 부족

이렇게 도처에 늘려있는 행복한 결정이 너무 쉬

한 것이 현실이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감 연

운 것은 아닐까? 어머니가 늘 하던 말씀, “그것도

습』은 공감을 누구나 연습할 수 있는 하나의 기

안하고 뭘 바래?” 정주영 회장의 “해보긴 해봤어?

술로 삼아야한다. 심리상담 전문가이자 공감 대화

”Nike의 ‘Just Do It!” Execute or you will be

전문가인 김환 교수가 풀어 쓴 책에서 모두가 행

executed! 행복은 행하는데 있다. 결국, 心, 심지

복해지는 공감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고, 공감리더

곧은 心이 그 심오한 요체다. 마음챙김, 마음뺏기,

로 나아가자고 주장한다.‘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

마음먹기와 마음 맞추기에 대한 마음혁명, 공감대

는 질문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형성의 현재진행형이다.
행복지수1위인 부탄왕국 행복의 비결은?

“여보게, 젊은이, 복사꽃이 왜 아름다운지 아는
가? 곧 시들어버리기 때문이야. 인생 너무 욕심내
지 말게나.” 한마디로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三毒)을 제
거하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탐(貪), 즉 욕심을 없애는 것이
그 요체다. 욕심은 번뇌의 온상이다. 행복을 수학적 분수로
표현하면 “현실에서 실현 된 것을 바라는 바로 나눈 것”으
로 표시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분수를 알아야 하고 자기 주
제파악이 되어야 행복 할 수 있다는 우스갯 말이 있지 않은
가?
‘국민 총행복’, ‘행복지수’라는 말이 있는 나라가
부탄왕국이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나 연인의 사
랑스러운 미소, 친구와의 훈훈한 우정 등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대부분은 가격이나 그 가치
를 매기기가 어렵다. 하지만 행복한 사회를 만들
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한 부탄 국왕의 ‘국
민총행복지수를 보자.
일자리, 일터의 행복
국민 총행복 지수가 국민 총생산보다 더 중요하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된 일자리 예상을 보면 4차산업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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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超 경쟁으로 다.바.빠름에 임하는 임전대세, 즉
히말라야 동쪽에 인구 1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음자세다.

나라가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부탄의 국왕이 처

행복은 소소한 데서 찾아온다. 마음의 평정

음으로 만든 개념이다. 1972년, 17살이라는 어린

(Apatheia)심은 笑笑幸福來, 웃으니 행복이 온다

나이에 왕이 된 부탄 국왕 ‘지그메 싱예 왕추크

는 것이다. 125행복 전도사인 손욱 행복나눔 회

(Jigme Singye Wangchuck)’는 통치의 근본정신

장은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한

을 고민하였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같이 ‘경제적

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부’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

중 1위다.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삼풍백화점, 와

다. 부를 얻은 소수는 편안한 삶을, 나머지 대부

우아파트 붕괴, 세월호 침몰 등은 대표적인 안전

분은 고통과 빈곤, 소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수칙 부족으로 야기된 사고다. 세계의 인정을 만

파악 후 ‘국민 총행복지수(GNH,Gross National

큼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안전`과 같은 질적인

Happiness)’가 태어났다. 34년 동안 부탄의 국왕

대부분의 인식개선은 아직도 부족하다. 안전이 없

은 결정을 내리기 전, “어떤 것이 부탄의 국민을

으면 행복은 멀어진다.

행복하게 할까?”라고 자문하였다. 설정한 목표는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중 “인간 욕구에서 바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환경 보호, 문화

탕에 의식주와 안전의 욕구가 있다”면서 “안전은

진흥, 그리고 좋은 통치에 두었다.

사회의 기반이고 생존에 필요한 안전 그 전체로

그 결과 2010년, 유럽 신경제재단(NEF)이 발표

삶의 가장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 국가별 행복지수 조사에서 1인당 국민소득 2

손 회장은 품격높은 국민이 되려면 1주1선(1주

만 달러의 대한민국은 143개국 중 68위, 국민소

일에 한번 이상 착한일 하기), 1월 2독(한 달에

득 1,200달러인 부탄은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

2권 이상 책읽기), 1일 5감(하루에 5가지 이상

다. 국민 100명 중 97명이 행복하다고 대답한 덕

감사하기)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감사는

분입니다.

연습이 가능하고, 하루5개씩 감사를 3개월 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체질이 된다” 고 주장한다. 행복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은 마음가짐인 것이 재확인 되었다.
`안전과 긍정, 감사`가 선순환하고 안전한 일터가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탄의 행복비결, 알고는 있지
만 실천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보다 눈앞에 드러나는 부를 쫓는 체면 문화
와 남과 비교하는 사촌이 땅 사면 배아픈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은 것 같다.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글로벌 기업들은 안전에
관한한 각별하고도 철저하다. IBM은 교육 참가자
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비상구와 대피
법이다. 또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황금률로 삼는다. 그냥 체크만 하
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직접 인터뷰룰 하고 재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값싸게 즐거움을 얻는

난이나 기타 사고에 시나리오별로 복구프로세스

사람이다.

를 마련해 두고 있다. 4차산업이 화두가 되면서

– 헨리데이비드 소로

물론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

조직내, 조직간의 융합과 소통, 협력의 중요성이

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덕

커지고 민첩한 상시 대응체계(3A's : Anything

목이다. “어떤 것이 나를,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할

Anywhere, Anytime)와 회복탄력성 (Resilience)

까?” 우리가 세상을 좀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위한 궁리를 계속하자.
안전한 행복, 안전한 일터 행복 전도사의 바램과

3초경쟁(超연결, 超융합, 超지능)으로 다.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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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바름, 빠름)를 필살구현 하는 전쟁같은 경
쟁에 임하는 마음자세다. 기술 확산 속도는 증기
선이 121년, 전기 82년, 민간항공 43년이었다.
간 이식은 18년, 인터넷은 7년에 불과했다. 2007
스티브 잡스가 I-phone을 선보이며 아이팟(MP3
플레이어), 휴대전화, 인터넷 통신기능을 하나로
융합한후 일어난 변화를 상기해 보자. 현재 논의
되는 많은 기술의 확산속도는 매우 짧아질 것이
자명하고 후발국은 준비할 여유시간이 거의 없음
을 시사한다.
불타는

갑판위의

상황(Burning Platform)에서

침몰할 건가 수영 할 건가의 기로에 놓여있다.
(Sink or Swim)
한국의 행복지수 현주소는 어떤가? 58위, 청렴도 순위
52위와 비슷하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숫자로 표현하여 생활의
만족도와 풍요로움을 지표화한 통계가 행복지수
다. 이것은 국내총생산(GDP)등 경제적 가치, 삶
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실업률, 자부심, 희
망, 사랑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산출한 지표다. 주거환경, 소득, 일자리, 공동체
생활, 교육, 환경, 정치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치안, 일과 삶의 균형 등에 일정한 점수를 매겨
도출한 자료다.
경제성장만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반성, 행복지수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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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후 OECD 발족으로 경제발전과 회

빈곤가정비율 등 물질적 행복은 2등

원국 국민소득이 늘고, 질병이 감소하는 등 회원
국들은 경제적 회복을 하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병, 자살 등 사회문제 역시 심각해지면서
각국 정부에서는 국내 총생산(GDP)만으로 측정
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고,
OECD의 행복지수 평가가 만들게 되었다.

우리나라 학생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5월1일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활용
해 전국 초·중·고교생 7,3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조사
대상인 22개 OECD 회원국 중 20위(88점)를 기

<2016년 발표 세계행복지수 국가별 순위>

록했다. 한국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국가는 벨기에

2015년 기준 2016년 발표된 한국의 행복 지수는

(86점)와 체코(81점)뿐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전년 대비 11단계 떨어진 58위 수준이다. 앞서

해 조사에선 22개 국중 꼴찌였다. 올해 조사에서

세계행복지수 보고서에서 국가와 사업의 부패도

행복지수 1위는 오스트리아(116점)였고 이어 스

여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대목이 있었다. 2016년

페인(115점), 노르웨이(112점), 네덜란드(111점)

국가 청렴도는 52위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의미하

순이었다. 주관적 행복지수는 학생에게 건강 상

다. 문제는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조사국중

태, 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등을 물어 조

꼴찌라는 것이다. World Happiness Report에서

사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빈곤 가정 비율이나

제기 되었듯이 엄마의 정신 건강과 초중고 시절

교육 자재·책 보유 비율 등으로 조사한 '물질적

환경이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행복지수를

행복지수'에선 핀란드(118점)에 이어 2위(115점)

예측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조사에 의하면 청소

에 올랐다. 우리나라 학생중 수면 부족을 경험한

년중 20%가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스트레스를

비율은 초등학생 24.4%, 중학생 37.6%, 고교생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큰 폭으로 늘었다.
자살 충동을 세 번 이상 경험한 '자살 위험 집단'
비율이

초등학생

5.6%,중학생

6.5%,

고교생

9.1%로 나타났다.'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에 대한 질문엔 연령이 낮을수록 '화목한 가정'이
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돈'이
라는 응답이 늘었다. 초등학교 4학년생은 행복의
요소로 40.7%가 '화목한 가정'을, 5.2%가 '돈'을
청소년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꼽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생은 33%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 학생, OECD 행복지수는 꼴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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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ar Wild (1854~1900) "진정한 행복은 물질
아닌 마음에 달렸다.
행복지수의 순위를 살펴보면 경제력과 행복은 반
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디 : Happiness is what you think, what you

경제력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그러

say and what you do are in harmony.

나 경제력이 다가 아니다.
결론과 제언
국민의 97%가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 부탄
행복은 달리기, 학습처럼 가슴 뛰는 일로 평생유
인구 70만 명의 작은 나라 부탄. 부탄은 국민소득
은 2,000달러도 안되고 90년대 처음으로 TV가
보급되었다. 하지만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다.

지 되어야 할 현재진행형이다. 가슴이 뛰지 않으
면 이미 지나간 과거다. 나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
하는가? 나 자신을 굳건히 믿는가? 내가 나여서
정말 감사한가? VUCA시대, 가장 확실한 神은 자
기자신이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자 우주의 중
심이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힘(hymn)이고 행복

프란시스 교황이 보는 행복론 : 겸손, 친절, 여유

으로 가는 길이다.

있는 삶

행복은 “나 스스로 짓는 업보로서 부지런하고 절
박한 마음에 묻어온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더불어 살고 같이 어울려 나누는데 있습
니다. 그 중심엔 마음 心이 ("마음가짐, 마음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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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이 자리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Scores and Non-Cognitive

인생의 단계 : 1) Do 2) Get 3) Being!

Skills: Evidence from Primary School Teachers

존재의 과정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사람은 누

in the UK. CEP mimeo.

구나 나그네 인생 그 종말에 들이 마신 공기도
갚지 못하고 떠나는 빚을 의식한다면 무한정 베
풀어도 부족할 뿐이란 생각입니다. 幸福倍加의 원
리이다. 결국 행복도 선택이고 습관이다.

인생

[5]

Jefferson,

T.

(1809).

Letter

to

Maryland Republicans: in
The

Writings

of

Thomas

의 단계를 말하는 논어의 인생 마무리 “종심(從

Jefferson(1903-1904) Memorial Edition

心:가슴이 시키는 것을 따름)”으로 행복론의 결론

(Lipscomb

을 가늠하고자 한다. 오직 바라는 대로 마음 먹은

Vols.,Washington, D.C: ME 16:359.

대로 (오바마 從心所欲 不踰矩라.

[6]

종심소욕이 불유구라) :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

F.,Powdthavee, N.,&

노라. 우리 모두 이것을 내 마음의 금강경으로 새
겨 뜻을 꼭 이루는 행복학도가 됩시다. 지금, 여
기서! (Now and Here)

the

and

Layard,

Bergh,

R.,

Clark,

editors)

A.

E.,

20

Cornaglia,

Vernoit, J. (2014). What Predicts a Successful
Life? A Life[7]

Course

Model

of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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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디스 윌슨 IBM SCM 지원 사업부 총괄전무 천 기 덕

when we can do true something.)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 When we
don't know anymore where we are supposed to go.)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It's the start
when the true travel has just begun.)
자, 이제 스스로 되뇌어 보세요. 이렇게 약속하면서...나는
내 삶을 매일매일 발명하고 또 발명한다. ("I invent
happiness and reinvent/renovate it myself
바보처럼 “유한한 실망을 하지 말고 무한한 희망
을 버려선 안 된다.” -마르틴 루터 킹젊은이여, 희망을 Job아라.
그래야 행복이 반기지 않을까? 그것은 당신이 선
‘나는 지금 행복하다. 고로 나는 지금 존재한다
‘란 말로 결말을 내고 터키시인의 희망으로 떠나

택하는 인생!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보인다.

는 여행...
“진정한 (행보)여행“으로 마음을 다듬자.
나짐 히크메트의 시, [진정한 여행]
by Hikmet Nazim
나짐 히크메트 (1902-1963)

-터키혁명시인 - 감옥

에서 지음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The most

- 끝 -

magnificent poem hasn't been written yet.)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The most
beautiful song hasn't been sung yet.)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The most
glorious day hasn't been lived yet.)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The most
immense sea hasn't been pioneered.)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The most
prolonged travel hasn't been done yet.)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The immortal
dance hasn't been performed yet.)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The most
shine star hasn't been discovered yet.)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When we
don't know any more what we are supposed to do.)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It's time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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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미래교육연구회 회장 조 규 태

창의적 교육연구회 운영과 교사 행복감의 관계
조규태 | 하이브리드미래교육연구회 회장
Ⅰ. 머리말

연말에 정산하느라 수업을 제대로 못하였다. 돈에
따른 행정문서가 폭주하고 선생님들의 마음에 학

대한민국 교육의 전망이 어둡다. 지난 2009년

생은 사라지고 정산서만 달랑 남았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수 많은 교사들은 적어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의한 선생님들이 하나 둘

부정적 전망을 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의 전

모여 하이브리드영어교육연구회를 결성하고 이것

망을 밝게 할 방법을 고민하였다. 그 고민의 결론

이 다시 하이브리드미래교육연구회로 성장하게 되

은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자는 데 여러 선생

었다.

님들이 공감하고 연구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교육예산을 집중투자하여 관

Ⅱ.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련 예산이 지자체에 넘쳐났고 학교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화려한

방안이 어두우면 촛불을 켜야한다는 의지가 생긴

타이틀을 가진 핵심사업이 사실은 현장의 공감을

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칠흑같은 밤바다라고

얻는 데 실패하였다. 돈을 쓰는 데 급급했다. 장기

할까. 두렵기까지 하였다. 깨어있는 교사들은 생존

적 계획이 없었고 근시안적이고 대증적 정책으로

을 위하여 희망의 등대를 찾아 헤맸다. 엄혹한 현실

현장은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이 우리들을 미래교육연구회라는 타이틀을 주었다.

이벤트성 정책이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밤이 깜깜할수록 별이 빛난다고 하였다. 2009년 새

아니다. 그 모든 것이 행정중심의 문화가 교육부,

해벽두에 별들이 하나 둘 모였다. 실타래처럼 뒤엉

교육청, 학교에 까지 깊숙하게 젖어 있기에 생긴

킨 난맥상의 대한민국 교육을 위하여 통쾌한 해법을

문제라고 판단한다.

찾으려 깨어있는 선생님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모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행정이 아닌 교육적 접근
이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고 학생이 배움에 몰입

다. 끝장토론을 하였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이브
리드라는 키워드였다.

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교육적 접근이다. 이를 해

하이브리드의 어원은 잡종이다. 교육에서 잡종이

결하려면 현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언해야한다.

란 개념은 공부를 잘 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 하는

연구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한다. 연구회의

학생이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게

가장 큰 특징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율적

되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패자가 늘어날 수밖에

연구를 통한 현장교육이 느끼는 어려움과 가능성

없다. 승자 또한 결국 패자가 되는 것이 경쟁의 논

을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

리이다. 일방적인 소통이나 독주를 배격하였다. 쌍

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

방적 소통과 모두 승리하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옛

은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

날에는 못된 친구와 사귀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이

지고 연구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일부 맞는 말이나 모든 경우에 맞는 말은 아니다.

돈이 넘쳐나는 현장이 얼마나 비교육적인지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임대 아파트를 배격하고 담을

2008년 경기도 영어지원예산을 보고 알았다. 대략

쌓아 경계를 세우는 것이 사회적 인심이다. 하이브

1000억이 투입되었다. 돈이 넘치면 현장의 선생님

리드는 물듦의 교육이다. 부자와 빈자가 함께 공부

들과 학생들이 신나야하는데 돈 쓸 계획을 세우고

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꿈꾼다. 하이브리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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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소사이어티(Hybrid Society)를 추구한

다.

다. 여기서 Hybrids라고 축약하여 브랜드화하였다.

Hearing 경청의 리더십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

이것은 하이브리드미래교육연구회가 추구하는 가치

리사회는 수직적 의사소통이 문화로 정착되어 사

이고 비전이며 실천적 전략이기도 하였다.

회 도처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항공기 추
락사고도 그렇고 모든 직장에서 비민주적 의사소

Ⅲ. 하이브리드 미래교육연구회의 비전

통은 미래지향적 사회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주장, 지시, 명령에서 공감, 경청으로 라이프

하이브리드 미래교육 연구회의 회원들은 대부분

스타일을 혁신해야한다. 지금의 시대는 물질적 보

평범한 선생님들이다. 대학의 박사급 연구원도 아

상보다 심리적 보상, 그것도 충분한 심리적 보상

니고 교육청의 장학관이나 연구관도 아니다. 하지

기재(Great Rewards)를 제공하는 따뜻한 사회가

만 매우 작고 힘이 약한 존재이지만, 현장에 있기

되어야한다. 이를 위하여 이반일리히의 삶을 닮을

에 가장 학교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를 잘 알고

필요가 있다. 그는 소박하고 자율적 삶이 행복을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교육을 진

가져다 준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서 우

단할 수 있고 이들의 걱정이 진정한 나라걱정일

등을 해야 성공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사교육이

수도 있다. 작지만 힘을 모으면 커지고 기적은 얼

만연한지 모른다. 하지만 건강한 삶과 따뜻한 사회

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가 되려면 완벽함보다 약간은 기우뚱한 균형이 용

성호 이익 선생

은 그의 저술 곽우록(藿憂錄)에서 산 속에서 데굴

인되어야한다.

데굴 굴러다니는 도토리조차 나라를 걱정한다고

Why 질문하는 삶을 추구한다. 학교시험이 학생

하였다. 하물며 대한민국 교사들이야 말하면 무엇

들을 정답에 목을 매게 만들었다. 정답이 없는 수

하랴.

업을 싫어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창의성이 점점

Hybrid society는 화려함보다 소박함을 추구한

죽어가고 있다. 원래 답은 질문 속에 있는 것인데,

다. 복잡함보다 단순함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대한

질문경험이 없으니 수동적 학습에 익숙할 수밖에

민국은 돈과 학벌을 목적으로 부도덕함을 아무렇

없다. 틀린 질문이 틀린 답을 만드는 것처럼 학생

지 않게 생각하며 사는 삶을 용인하였다. 돈만 많

들은 답만 추구하다 결국 틀린 답만 만나게 되었

고 학벌만 좋으면 과거에 군대를 안갔다 와도 엘

다. 암기식 수업을 창의적 수업으로 바꾸어야한다.

리트라고 쳐주고 중요한 공직을 차지하였다. 그 결

이를 위하여 토론수업을 깊게 연구하였다. 문제를

과 사회는 점점 더 부조리하고 불행에 빠졌다. 이

해결하려면 교과서를 찾지 않았다. 토론을 통하여

제는 시대가 부조리한 엘리트가 얼마나 세상을 힘

합리적 결론을 찾았다.

들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Gap year 휴식과 성찰을 추구한다. 우리는 너무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과거

헐레벌떡 살아왔다.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학생은

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나는 서민출신이다라고

진도나가기에 빠져있다. 그것이 얼마나 우매한 것

하면 믿었다. 하지만 겪어보니 그것이 껍데기이고

인지를 교과서가 끝나고 알게 되었다. 교과서가 끝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서민 대통령

나고 모든 지식도 함께 잊어버린다. 망각하려고 배

은 호세무히카 대통령이나 필리핀의 막사이사이처

운 것처럼 말이다. 장기기억에 남는 수업이 아니면

럼 약자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는

그것은 수업이 아니다. 천천히 가르치고 천천히 배

사람들이었다. 경험을 해보니 그것이 진리라는 것

우는 수업을 설계하였다. 온작품 읽기를 통하여 급

을 알게 되었다.

하게 않게 공부하고 공부가 끝나면 학생의 뇌 속

Health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건강한 삶은 일과

깊은 곳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수업을 디자인

휴식이 조화로운 삶이다. 지금까지 우린 자신의 능

하였다. 삼남길이 있다. 이 길은 신라, 고려, 조선,

력에 비하여 150%를 일하였다. 사회구성원 대부

대한민국에 살았던 백성들이 오고 가던 길이었다.

분이 피로한 삶을 살고 있다. 이름하여 피로사회이

아픈 역사인 임진왜란도 이 길을 통하여 왜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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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들어 왔었다. 보부상들도 이 길을 통하여 생계를

들었다. 눈치 보는 학생으로 만들었다. 부모의 생

유지하였고 이도령 또한 이 길을 통하여 과거를

각, 행정에서 공문, 힘 있는 자의 생각, 시대적 유

보러 갔고 어사가 되어 금의환양한 것도 이 길을

행과 패션 등에 너무 민감한 사람으로 길렀다. 나

통하여 오고 갔다. 우리 연구회는 삼남길을 여행하

보다 남에게 몰입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였다. 다산 정약용의 유배길을 걸었다. 하루 종일

있단 말인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흔들어 깨

이 길을 걸으며 상념에 젖었다. 왜 가르치고 왜 선

운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돕는다. 인생

생이 되었는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죽을 것인

의 감독이 되도록 돕는다. 강요하는 사회와 부모가

가. 또한 교사로서 하루 생활을 기록하는 필드노트

있어 학생들은 자신을 포기하였다. 배우로서만 사

를 작성하였다. 교사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해

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하지만 배우로만 살게 되면

야한다는 뜻에서 참회록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죽게 되었을 때 후회한다. 인생의 감독으로 살지

것을 나누었다. 이번 여름에 독일연수여행을 가는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유도 바로 휴식과 성찰을 위해서이다. 이것은 멋

Brain 뇌를 움직여 생각을 깨운다. 수업시간에

진 도전이면서 동시에 우린 할 수 있다는 외침이

활달하게 움직이는 경험으로 채우도록 노력한다.

다. 함께 외치면 기적이 일어난다. 펜싱선수인 박

수업이 과거엔 지식을 암기했지만 이제는 몸으로

상영이 관중석에서 할 수 있다고 외친 한 마디에

겪는 것이 학습이고 배움이다. 지금까지 지식암기

금메달을 따지 않았던가. 우린 늘 긍정의 에너지를

수업이 뇌를 죽이는 수업이었다면 이제부터 미래

선택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산다.

는 경험을 제공하고 활동적 수업을 통하여 뇌를

Believe circle 신뢰의 원을 만든다. 우린 모임에

깨우는 수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수업시간에

서 늘 신뢰의 원을 만들었다. 신뢰는 기적을 만든

많이 웃게 한다. 웃어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

다. 지금의 사회는 신뢰가 있는가. 신뢰가 매우 낮

기억에 오래 남는다. 놀이를 중심으로 즐겁게 수업

다. 교회가 참으로 많다. 그런데 사회는 왜 신뢰가

한다.

침식되고 저신뢰 사회인가.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Smile 배움에 웃음이 빠질 순 없다. 사람이 만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실에서 우리 연구회 회원들

서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 웃어버리면 일이 쉽게

은 각자 신뢰를 쌓는 일을 시도한다. 가위 바위 보

된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다. 웃을

를 하여 승자를 뽑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

수 있는 일을 의도적으로 만들면 일이 훨씬 쉽게

위를 낸다고 미리 말하고 게임을 한다. 실제 많은

성취된다. 이것은 적극적 삶의 태도이며 버스를 탈

학생들이 처음엔 선생님을 믿지 않고 선생님이 가

때, 운전기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위를 내겠다고 말해도 주먹을 내지 않는다. 어떤

작은 행동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행복하

학생은 말한다. ‘선생님을 믿어야지.’ 아주 작은 활

게 만드는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동이지만 신뢰를 가르친다. 어떻게 신뢰를 가르칠

늘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것인지 경험을 공유한다.

Specialist 전문가의 눈을 가지도록 한다. 전문가

Beling 존재론적 교사를 추구한다. 우리는 지금

는 많은 책을 읽어야한다. 많은 글을 써보아야한

까지 교사로서 부족한 것만 탓하였다. 학생으로서

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아야한다. 그래서 900 프로

부족한 것만 탓하였다.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젝트를 하였다. 300권의 서적을 읽고 300개의 칼

반성을 강요하며 살았다. 그러나 우리 연구회는 이

럼을 쓰며 300명의 전문가를 만나면 세상에 나가

미 선생님은 충만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서 전문가라는 소릴 들을 수 있다록 보았다. 그래

수업에 임한다. 학생은 이미 충만한 배움이 있다고

서 시작한 것이 이 프로젝트였다. 전문가는 연구실

믿고서 학습에 임한다. 이것을 일깨우는 일은 쉽지

에만 있으면 안된다. 현장을 찾아야한다. 그리고

않다.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한다. 이러한 사회통념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해야한다. 현장을 지원하는

은 가족의 가치가 되어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봉사활동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전문가와 비전

타자의 욕망에 무조건 맹종하는 수동적 인간을 만

문가의 차이는 특별한 능력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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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자신감을 회복할 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

하려는 생각은 무척 위험한 생각이다. 평화를 깨뜨

다. 남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힘으

리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생각이다. 위험하다.

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한다. 스스

Discussion 비경쟁토론이 미래교육의 방향이다.

로 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스스

수직적 관계 속에서 결코 충분한 의사소통이 일어

로 극복하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자산이

날 수 없다. 수평적 관계 속에서만 충분한 의사소

다. 전문가는 스스로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통이 일어난다. 대한민국 사회가 어려운 이유는 소

주변의 친구들을 모아 연구한다. 토론한다. 세미나

통의 부재이다. 종속적인 성향의 사람은 비판이 없

를 연다. 현장을 둘러 본다. 경험자를 만나 인터뷰

다. 무조건적 순종만 있다. 돈이 있고 권력이 높은

하고 실패가능성을 줄인다. 하지만 진정한 전문가

사람은 치켜 세운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돈이

는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에 봉사라는 것이다. 소외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돕는다. 그들을

계층은 여행을 한 경험이 거의 없다. 이들을 위하

위한 정책을 세운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한

여 여행사업을 할 수 있다.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다. 장애인은 전철을 갈아타려면 비장애인이 5분이

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있다. 교육자로서 봉사

면 갈 일은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0분 이상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 적이 있었다. 수원시 주

이 걸려 환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개

간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였다. 사회복지사 혼자 다

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커뮤니티가 장애인을 위

수의 장애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렵다. 이때 많은

한 지도를 만들어 세상의 빛이 된 일이 있다. 대한

봉사자들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회가 봉사활동에

민국 사회의 어려움은 무엇때문일까. 다양한 이유

참여하게 되었다.

가 있지만 소득양극화, 청년실험, 출산율저하 등

Dream 꿈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꿈은 빠
르게 실현될 수도 있지만 천천히 실현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토론의 부재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꿈은 누가

Innovation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는 남

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찾는 것이 꿈이다. 내가

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의 변화이고 혁명

하고 싶은 일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밤을 새

이다. 진리의 열쇠를 사람들은 밖에서 찾는다. 하

워 일을 해본다. 밤을 새워도 그 일이 즐거우면 그

지만 진리의 열쇠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안

일은 분명 좋아하는 일이다. 하지만 밤을 새워할

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혁명적 변화를 추구한

때 일이 힘들면 그것은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 책

다. 학교의 혁명적 변화는 선생님이 잘 가르칠 수

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다. 세월호 선장이나 회사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학생이 잘 배울 수 있

경영자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책임감이 있는

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학교 속에 문맹자

사람은 자신만의 꿈을 가진 사람이다. 꿈이 없는

가 많다. 그 문맹자를 구제하는 것이다. 매년 엄청

사람은 무책임하기 쉽다. 깊게 배우고 깊게 생각하

난 예산이 투여되지만 문맹자 구제 소식은 들리지

는 사람이 큰 꿈을 이룰 수 있다. 꿈을 가진 사람

않는다. 혁명적 변화란 죽도록 노력해야 평범하게

은 배우가 되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사회가 아니다. 평범하게 노력해도 잘 사는

설계하고 싶어한다. 배우가 아닌 감독이 되고 싶어

사회이다. 따라서 약자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도

한다.

자가 되어야한다.

Diversity 다양성을 추구한다. 남들이 무슨 옷을

Immersion 체험을 통한 몰입이다. 체험만이 삶

입고 무슨 자동차를 사고 무슨 맛집을 가는지에

을 바꿀 수 있다. 옛날에 말썽꾸러기 제자가 있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 남들처럼 해야

다. 아무리 타일러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다. 그

행복하고 남들과 다르면 힘들어 한다. 그러나 과연

런데 정신지체아 장애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녀오고

그것이 정답인가. 다름을 용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

나서 180도 달라진 적이 있었다. 체험이 그렇게

코 리더가 될 수 없다. 세상에는 수 많은 인종, 종

중요하다. 우리 연구회는 연탄봉사체험을 사제가

교, 생물, 주거, 예술이 있다. 그것을 하나로 통일

다녀왔다. 장애인보호시설 봉사체험을 가족단위로

616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하이브리드미래교육연구회 회장 조 규 태

다녀왔다. 자전거체험, 한강건너기 체험 등 다양한

은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강

체험을 하였다. 체험은 학습의 몰입을 낳는다.

원도 백운산에서의 추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때

Interview 인터뷰활동을 한다. 독일에 가서 학교

영국의 네셔널트러스트 보고서를 번역하였다.

선생님, 시민봉사단체 회원 등 많은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한다. 4대강 반대운동을 했던 리더를 만
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는다.
삶의 현장이고 역사의 현장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
를 듣는다.
Rocal Community 마을공동체를 추구한다. 마을
이 지구의 중심이다. 흔히 도시가 지구의 중심이라
고 착각한다. 마을은 함께 자녀를 교육한다. 마을
에 모래알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있다. 과거 마을은
흩어진 모래알이 아니었다. 찰진 진흙처럼 시골스
러웠다. 누구네집 아들이고 딸이었다. 육아도 지금
처럼 돈을 주고 하지 않았다. 앞마당에서 뛰어 놀
면 오다가다 보면 그만이었다. 마을에 대소사가 있
으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지금은 어떤
가? 누가 죽었는지, 누가 싸웠는지, 누가 좋은 일
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
는 마을공동체를 답사하고 그들과 꾸준하게 유대

2011년 Hybrids 정기모임은 한일국제교류가 있
었다. 운산초 학생들과 일본 전국 미술대회 수상자
학생이

한일청소년문화교류를 하였다. 지역신문과

일본의 아시히신문이 함께 보도하였다.경기교육방
송에서 우수 연구회 탐방 보도가 있었다. 2012년 우
광혁 한예종 자택 펜션에서 가족캠프가 있었다. 이
때 녹색악기를 만들어 불었다. 2013년 DMZ평화생
명동산에서 정성헌 이사장 사택에서 가족캠프가 있
었다. 삼남길 힐링도보여행이 있었다.

를 가지고 연대를 이어오고 있다. 하남시 고미학교
와 푸른교육공동체가 그것이었다.
Ⅳ. 창의적 연구회 운영
2009년 Hybrids정기모임은 영어교육의 예산낭비
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화성시의 영어
예산과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선택에 관한 문제를 다
루었다. 여기에서 다양한 외부 전문기관과 사설연구
단체를 연계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
다. KERIS(한국학술정보연구원)과 함께 디지털교

삼남길에 관한 정기모임 후기를 여기에 소개한다.
“와~! 드디어 해냈어요!”

과서를 활용한 공교육 강화방안을 국회세미나실에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화성시와 화성오산

맑음터 공원 빨간 부스 안에서 마지막 인증도장을

교육지원청이 지원하고 우리 연구회가 주관하여 영

찍고 나온 이들이 탄성을 질렀다. 삼남길 경기구간

어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우수한 영어교육 프로

(제1구간에서 제5구간까지) 총 37km의 끄트머리

그램을 소개하여 현장이 질높은 영어교육을 할 수

제5구간은 오나리길이며 종착지점이 바로 맑음터

있도록 도왔다.

공원이다. 이틀에 걸쳐 걸으며 마침내 완주한 성취

2010년 Hybrids정기모임은 강원도 백운산에서

감은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그 무엇이었다.

가족캠프를 시작하였다. 연구위원과 유대를 강화하

경기도하이브리드영어교육연구회(HEEA)는 우리

기 위하여 가족이 함께 모여 놀고 쉬면서 교육에 대

조상들의 옛길인 삼남길 걷기를 올해 공부로 정하였

한 걱정과 자녀양육의 문제 등 자연스럽게 속에 담

다. 두 발로 옛길을 걸어보고 그 길에 얽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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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집하여 영어수업에 활용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까지 수많은 지명이 마치 현대판 랩처럼 쏟아져 나

참여하였다.

온다. 그 세세한 지명들을 두 발로 걸어보았다고 생

지지대고개에서 시작하여 의왕시, 수원시, 화성

각하니 감회가 남달랐다.

시, 오산시 등 4개 시를 통과하여 13시간을 걸었다.

옛길을 걸으니, 미래교육이 그림처럼 그려졌다.

첫 날은 용주사까지 걸었고 다음 날은 세마대를 거

교사로서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 동안

쳐 맑음터 공원에 도착하였다. 삼남길 걷기는 첫 날

나는 부끄럽게도 체험이 부족한 교사였다. 석고화된

부터 날씨와 체력 모두 간단치 않았다. 아침엔 쾌청

지식을 입으로만 전달한 적이 많았다. 머리로 이해

하다가 오후가 되면서 갑자기 빗방울이 굵어지고 겨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에게서 학생들이 무슨 애국을

울(?) 바람이 불었다. 순간 일행은 당황하여 그만

애국으로 배우고 과연 효를 효로 배웠을까! 오감으

돌아갈까?' 망설이는 이들도 있었고 실제 포기한 이

로 삼남길을 체험하고 나니 가슴으로 가르칠 수 있

도 있었다.

는 선생님이 되었다. 교과서로만 가르쳤던 선생님에

평소 걷기운동을 안하다가 모처럼 오랜 시간 걷는

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것을 걱정하였다. 관절에 병이 날것만 같으니 중단

우리 할머니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광주리를 이고

하고 다음을 기약하자는 말도 있었다. 차가운 바람

아침, 저녁으로 걸었던 삼남길을 두 발로 걸어보고

에 미처 장갑을 준비하지 못한 회원들은 손이 곱아

마음으로 느껴보고서야 나는 비로소 한국인이 된 느

얼어붙는 것만 같다고 했다. 어떤 분은 춥다고 빨리

낌이다. 한국인의 얼을 몸으로 체험하니 교사로서의

걸었고 어떤 분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눈치를 보았

허전한 정체성이 채워졌고 아주 조금이지만 부끄럽

다. 5시간 도보 이후 회원들의 얼굴표정에서 변화무

지 않은 선생님이 된 듯하다. 이번 삼남길 모임은

쌍한 갈등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회장으로서 발걸

나에게 적지 않은 위안을 주었다. 다음 삼남길 도보

음을 더 빨리하여 앞서 걸었고 은연중 '반드시 완주'

여행은 정약용의 유배길이다. 기대가 된다.

를 암시하였다. 말은 안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엔 정약용 유배길을 다녀온 후기이다.

내 무릎도 쉬었다 가자고 말하고 싶을 만큼 통증이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가며 뉘이 부르는~♬’

왔다. 하지만 흐름을 멈출 수 없었다. 신기한 일은

매달 한 번씩 삼남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의 아

함께 걷는다는 생각만하면 아프다는 생각이 감쪽같

름다운 길 100선 가운데 으뜸인 강진 정약용유배길

이 잊혀졌다.

을 걸었다. 어느 길가에 청보리밭이 바다처럼 펼쳐

길 중간쯤 짙푸른 숲길이 눈을 시원하게 하였고

졌다. 누구 먼저였을까? 가곡 보리밭을 여기저기 흥

들판의 시원한 바람은 일상의 시름을 봄눈처럼 녹였

얼거렸다. 흔들리는 보리물결을 바라보며 집에서 쉬

고 발걸음을 깃털처럼 가볍게 했다. 스탬프가 하나

는 것보다 나와서 걷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생각

둘 찍힐 때면 모두 아이들처럼 좋아하며 시키지 않

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새벽 5시에 출발은 쉽지 않

았는데도 함성이 합창하듯 터졌다. '흔들리지 않고

았다. 운산초에서 25명의 경기도 하이브리드영어교

꿋꿋하게 완주한 자신을 대견해하며' 얼굴 가득 싱

육 연구회(HEEA) 회원들이 버스를 타고 출발하였

글벙글하였다. 삼남길 도보여행은 길을 걸으며 사람

다. 너무 새벽이라 걱정했으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

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길동무를 만들어 주었다.

이 참석하였다. 밤잠을 설치며 새벽 3시에 도착한

가장 좋았던 것은 길동무와 걷다 보니, 쓸데없는 걱

분, 남편이 잠 안자고 대신 깨워 준 분 등 새벽 출발

정들에 메인 나 자신을 잠시나마 내려놓게 해 주었

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었다.

다.

정약용유배길(전라도 삼남길 6코스) 걷기는 훌륭

이번 도보여행은 삼남길을 직접 고증한 박사급 전

한 길잡이 덕분에 멋진 트레일 워킹이 되었다. 채화

문가를 길잡이로 하고 길 위의 강의를 들은 것이 색

석 도보여행전문가는 참가자가 편하게 길을 걸을 수

달랐다. 길 굽이마다 역사적 이야기를 들었다. 춘향

있도록 페이스를 조절하며 길을 안내하였다. 특히

전에 보면,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다산 수련원 앞에서 준비체조를, 김영랑 생가에서

되어 춘향이를 보러 급히 내려갈 때 서울에서 남원

정리체조로 뭉친 근육을 풀었다. 깔끔하고 개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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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미래교육연구회 회장 조 규 태

다. 강진의 향토사학자 두 분이 안내하였다. 다산동

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직무연수로 바쁘게 지내는

호회 윤동옥 회장이 길 위에서 열강하고 다산수련원

경우도 적지 않다. 연수운영을 총괄하는 나는 도착

이창재 원장이 지역의 사람들을 소개하였다. 그래서

시각을 맞추기 위하여 마음이 바빠졌다.

인지 처음 간 강진이 오래 전 친구처럼 정다웠고 환
대를 받았다는 고마움이 들었다.

이번 연수는 한국인의 삶과 이야기를 영어동화로
만드는 것으로 작년에 이어 제2기 연수였다. 학기

전라도 삼남길 6코스는 한마디로 ‘오감을 자극한

중 토요일 5회, 방학 중 1주일 연속 5회로 총 10일

도보여행’이었다. 초입의 두충나무숲은 수채화가 연

동안 16명의 강사와 4번의 야외체험으로 60시간 직

상되어 감탄사가 나왔다. 다산초당의 마루에 앉아

무연수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드디어 8월 9일 연

정약용의 애민정신을 들었다. 길이 없는 듯 길이 나

수가 마무리되고 헤어지려 할 때, 한 연수생이 나에

타나는 ‘앨리스 길’을 걸었다. 동백 숲에서는 백양사

게 다가왔다. 바로 ‘4시 반 여선생님’이었다. ‘처음엔

와 얽힌 백성의 삶을 강의로 들었고 떨어진 동백꽃

의무(?)로 참석했는데, 점점 마음을 울리고 나태해

으로 하트를 만들고 기념촬영 하였다. 길의 끝자락

졌던 저의 일상에서 번쩍 무언가 마음에 쐐기를 박

인 초동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은 허영석 선생님이 대

는 충격이 왔어요. 제 삶을 바꾼 첫 번째 연수였어

형 배낭을 풀 때, 무척 궁금해 하였다. 가뜩이나 모

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가 목말라할 때쯤, 그 배낭에는 아이스박스가 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제자들만 가슴에 담고 살았던

왔고 시원한 맥주와 과일가 가득하였다. 나누어 먹

선생님들이 이번 연수를 통하여 관심의 대상을 넓혀

으며 모두 감동하였다!

사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다. 이름만

목표만을 생각하며 걷는 것이 등산이라면, 도보여

들어도 알 만한 강사도 있었지만 스스로 하고 싶은

행은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날 모두의

일을 선택하고 젊은 시절 치열한 삶을 살았고 그 덕

미션은 ‘참여한 사람이 모두 친해지자’였다. 앞서거

분에 스스로 성장했다고 말하는 평범한 재야학자도

니 뒤서거니 짝을 바꾸며 미션을 수행하느라 바빴

만났다. 연수가 끝나고 개인별 감상을 들어보았다.

다. 유배길 내내 사람들은 다산이 얼마나 백성을 사

‘하남시 한성백제유적을 다녀온 후 우리 역사에

랑했는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의 백성인 시

대한 무관심에 대하여 반성했어요. 공주와 부여에

민들은 다산의 염원처럼 주인공으로 사는가? 아직

비하여 300년 이상 더 오랜 동안 수도였으나 한성

미완성인 것 같다. 교육자로서 그 과제 해결의 책무

백제가 조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성이 느껴졌다. 이번 도보여행의 건배사는 ‘오늘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각성의 파도가

좋습니다!’였다. 출발 전날 일기예보는 비소식이 있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노력과 의지가 미약했고 편안

었으나 당일은 쾌청하였다. 보통은 비가 온다면 걱

함에 안주했던 자신이 좋은 엄마이고 선생님이었는

정하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좋다고 말한다. 비가 오

지를 되묻게 되었어요. 도전하는 내가 되고자 결심

면 없던 사랑도 생긴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

한 이 순간 내 마음의 힐링을 느낍니다.

이다. 긍정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경
기도 하이브리드영어교육 연구회이다.

매일이 기다려지고 모든 과정이 추억에 남았어요.
NTTP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그것

하남시 푸른교육공동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프로

을 없애주신 경기도하이브리드영어교육연구회에 감

그램을 공유하였다. 60시간 직무연수를 할 때 이곳

사드려요. 자연학교에서 신선한 충격,...그 모두가

에서 600년 한성백제를 배웠다. 그 후기를 적는다.

진한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지체되나요? 4시 반까지 돌아가야 하는
데.’

왜 연수생들은 환호할까? 선생님들은 머리로 배
우기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연수를 원하였다. 처음은

야외체험활동으로 들꽃공부를 위한 버스투어를

서먹했지만 팀별로 한 개의 동화를 협력하여 만들며

할 때의 일이었다. 한 연수생이 어쩔 수 없이 연수

서로 생각을 나누었고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친해진

를 신청했고 집에 아이들밖에 없어 불안하다는 설명

것 같다. 동화를 쓸 수 있을까? 두려웠던 마음이 없

까지 덧붙여 재촉하였다. 선생님들에게 방학은 재충

어지면서 동화가 작가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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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마음만 먹으면 시도해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

는 것과 같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땀 흘려 농사를

뀌었기 때문이리라.

지어 보아야 음식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설명과

인간에 대하여 무한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래
서 동화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함께 이곳에서 재배한 유기농산물로 식사를 마련하
였으니 잔반이 없도록 하라고 부탁하였다.

되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긍정의 에너지를 생성

식당 밖으로 나오니 저녁 해가 서산에 걸려 여름

하는지를 가슴으로 배웠다. 세상이 아직도 살맛나는

노을을 만들었다. DMZ 인근에서 사격연습하는 소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올 겨울 인도의 오지마을로

리가 빵~!하고 나지막하게 드문드문 전하였다.

이번 여름에 만든 영어동화책을 가지고 나눔 여행을

DMZ평화동산의 원형 광장에서 아이들이 고대하던

떠난다. 제자들이 말한다. 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처

보물찾기가 열렸다. 반전이 있는 쪽지, 장기자랑, 미

럼 열심히 사는 우리 선생님, 짱이라고.

션수행하기 등 보물찾기 3.0으로 재미를 더하였다.
어둠이 내리면서 숙소인 서화재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달빛을 따라 조심조심 과수원을 지나가는데
반딧불이가 하나 둘 나타나 모두가 탄성을 질렀다.
이어진 한여름 밤의 별자리 공부는 아이들과 어른은
물론 반딧불이도 함께 하였다. DMZ 별밤이 깊어질
수록 모두의 꿈도 커져갔다.
7시 반 명상원에서 정성헌 이사장의 아침 특강과
즉문즉답이 있었다. 사회지도층의 검소한 생활과 솔

우리 연구회는 분단의 현실을 공부하였다. DMZ
평화생명동산에 다녀왔고 그 후기를 남겼다.
“3조 보트가 바위에 걸리자 한 쪽이 물속으로 잠
기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 고영남, 최정우 선생님이 조류에
휩쓸려 내려갔어요.”
“만약 보트가 전복되었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어요.”
“저희 1, 2조는 전혀 위기상황이 없어 좀 재미가
없었어요.”
강원도 인제 내린천 레프팅 중에 일명 이빨 바위
에 걸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실제 위기상황에 관
한 대화였다. 무사했기에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

선수범을 강조하였다.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그는 차관급 연봉 1억 5천만원을 거부하였고 기관
장 관용차량마저 교육용 미니버스로 대체한 일화를
소개하였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새벽 농사일을
하고 밥 먹을 것을 권하였다. 이것이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는 삶이며 순응하지 않는 환경운동가는 자신
은 물론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제1차 한
강의 기적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이룩했다면 제
2차 한강의 기적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여 만들자
고 제안하였다. 사회지도층이 에너지 절약에 철저하
지 못하기에 세상에 쓴소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한
이유로 세상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
워하였다.
오후엔 한국DMZ평화동산차량으로 제3땅굴과 을

되었지만.
매년 8월이면 하이브리드영어교육연구회는 여름
가족캠프를 간다. 스릴(?) 레프팅을 마치고 가족캠
프 장소인 한국DMZ평화생명동산으로 이동하였다.
오후 5시 도착 후 짐을 풀고 식당에서 한데 모인 26
명의 참가자들은 여유로운 저녁식사를 하였다. 김치
하나만으로도 깊은 맛이 느껴졌다. 식당 입구의 만
사지일식완(萬事知一食碗)이란 글귀가 궁금하여 물
으니, ‘밥 한 끼 먹는 이치를 알면 만사의 이치를 아

지 전망대를 견학하였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서화
재로 작별인사를 하러 갔다. 정성헌 이사장은 보여
줄 것이 있다며 반바지 차림으로 6.25때 사용했던
실제 탱크 앞으로 우리 일행을 안내하였다. 포신에
꽂은 꽃이 무궁화와 진달래꽃이며 남북한의 국화인
데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뜻이라고 설명하
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탱크에 올라가 놀라고 했
다. 탱크 위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가슴에 담으
며 한반도가 평화, 생명, 미래의 땅으로 밝아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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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미래교육연구회 회장 조 규 태

염원했다.
미래교육연구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관악
산에 올라 새로운 성장을 다짐하였다.
지난 4월 4일 토요일 관악산에서 제26차 경기도
하이브리드 미래교육연구회 연구위원 워크숍을 겸
한 등산모임이 있었다. 2015학년도 연구위원 공모
에 합격하신 20여 명의 선생님들이 모여 등산을 하
며 멤버십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에 관한 서로의 관심
과 생각을 나누었다.
“회장님, 계곡물 소리가 기분 좋아요! 단비에 흠
뻑 젖은 관악산을 보며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여
기 길섶에 야생화 보세요. 위로가 되네요. 정말 행복
합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
사가 되고 싶어요. 자연 속에 들어오니 마음이 열리
고 감성이 풍부해진 느낌입니다. 하나 같이 멋진 분
들입니다. 함께 해서 기뻐요!”
“오늘 스님들 해우소가 개방된답니다. 완전 재래
식 변소입니다. 깊이가 20미터 쯤 되는 것 같아요.
신선한 충격 받아보세요. 하하하!”
대략 4시간 등산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짧게 느껴
졌다고 하였다. 미래교육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있
었고 관악산 에피소드가 많았다.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교과서보다 체험이 미래교육이다. 최신판 교과서
라도 과거의 지식일 뿐이다. 삶의 과정 속에서 배우
는 생생한 체험이 진정한 공부이고 지식이다. 교과
서를 배우는 이유는 시험을 위해서다. 나중에 잘 살
기 위하여 일정기간 감수해야하는 공부는 공부에 대
한 혐오감을 갖게 하고 학습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
하게 할 수 있다. 교과서 공부가 그런 공부이다. 세
상을 살아가려면 지속적 학습이 요구되며 앎과 삶을
하나로 융합한 체험교육이 배움을 즐겁게 한다.

우리 연구회는 즐거운 배움 만들기에 정성을 쏟아
야한다. 관악산을 등산하고 나서야 관악산을 알게
되었다. 밧줄을 타고 신나게 내려갔는데 막다른 절
벽을 만났다. 순간 모두 절망하였다. 때마침 전문 산
악인을 만나 안전할 수 있었다. 자칫 추락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다. 만약 우리가 교과서 같이 편안한
둘레길을 걸었다면 과연 이런 에피소드를 만날 수
있었을까?
실험정신을 가진 교사가 되자.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과거에 배운 것으로 가르치려는 교사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고와 행동을 실험적으로
시도해야한다. 시험이 두렵다고 시험을 치르지 않는
다면, 시험에 실패한 것보다 더 치명적인 실패를 자
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악산 등산은 우리에게 그
야말로 좌충우돌이었다. 하지만 좌충우돌이었기에
머리로 배울 수 없는, 몸으로만 배울 수 있는 소중
한 경험이고 기회가 되었다. 도전이 성공이다.
걸어도 걸어도 종착지점이 나오지 않았다. 김경민
어린이가 힘들다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자 선생님
들이 번갈아 경민양을 엎고 다시 걸었다. 그리고 마
침내 서울대 공학관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였다. 힘들
때 우리들은 서로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
었다. 만약 확신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탓했을지 모른다. 하산하면서 우리는 학생의 성장가
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 교사가 되자고 다짐하였
다. 성장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교사는 학생의
무능이나 노력부족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비난의 논리에 빠지면 실패하고 기대와
확신을 가지면 성공한다는 것을 관악산에서 배웠다.
이번 등산의 성공은 혼자가 아닌 여러 회원들의
보살핌 덕택이었다. 교사에게 공동체를 통한 정보
교환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해주었다. 앞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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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교육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앞으로 발표, 토론,

사교육이 만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론화하는 문화를 만들고 미래교육의 한국형 모델

정부가 진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

을 탐색할 것이다. 학습공동체를 통하여 미래교육의

기 때문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는 진로에 대한 불안

전문성을 높여 교권의 권위를 확보할 것이다. 미래

과 공포 때문에 학원수강이라는 자구책을 마련한 것

사회는 변하는 데 교권을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

이다. 정부가 정확한 병원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메

하면 권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르스 휴업과 같은 학부모의 자구책을 강력하게 실현

두 발로 걸어서 마침내 최종 목표점인 콩나물 국

한 것과 일맥상통한 상황이다.

밥집에 도착하였다. 기분 좋게 국밥에 막걸리를 한
잔하였다. 관악산 등산은 끝났지만 미래교육에 관한
담론은 계속 이어졌다. 다음 Monthly Meeting은 라
비돌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를 바란다.
메르스사태와 세월호사태에 대한 담론이 정기모
임에서 있었다. 그 후기를 여기에 적는다.
사람이 살면서 순풍에 돛 달듯이 순탄하게 살면
좋으련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보
다 적은 것 같다. 짧지 않은 교직생활에서 필자 또
한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가끔씩 과거를 회상하
노라면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부끄러워 얼굴이 붉
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실패와 역경의 시간이 자
랑스러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작년은 세월호로 힘들었고 올해는 메
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나라 안이 시끄
럽다. 어두운 터널을 연속적으로 지나고 있다는 생
각에 안타깝고 속상한 생각이 든다. 삶이 오뚜기 인
생이라면 대한민국 또한 지금은 어려워도 역사적 진
보의 한가운데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역경은 감당
할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실패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땀과 눈물 없는 진보
와 성장은 헛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땀과
눈물의 진정성은 철저한 자기성찰이고 행동적 변화
이다.

정기모임을 가졌다. 여기서 4-5명씩 분임을 만들고
마시멜로와 스파게티면으로 교육비전탑 쌓기 프로
젝트 활동을 하였다. 50분 정도 진행된 팀워크 활동
의 결과 2가지 교훈을 팀원들 스스로 발견하였다.
첫째, 다른 팀과 경쟁에서 이기려고 탑의 높이만 신
경 쓴 팀은 중간에 탑이 무너졌다. 부실한 기초는
성급한 마음과 욕심이 자초한 결과였다. 목적에 집
착하여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실패하였다. 둘째, 다
른 팀원의 의견을 유독 잘 경청한 팀이 있었다. 모
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프로젝트 내내 소통을 즐기
는 모습이 보였고 상기된 얼굴이 놀이할 때 그 모습
과 같았다. 그들은 처음 우려와는 다르게 높은 비전
탑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을 디자인하고 리드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땜질식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체질 개선 요구이다. 25년산 영국스카치가 아니라
100년산 프랑스 와인처럼 미래세대를 위한 긴 안목

2016년 또 다른 재난이 닥칠 수 있다. 그래서 대
비하여야한다. 필자는 첫째 투명성, 둘째 민주성, 셋
째 예측 가능성 있는 공직사회가 될 것을 요구하고
싶다. 그것이 국민에게 잃어버린 정부의 신뢰를 다
시 회복하는 길이다. 정부가 메르스 병원명단의 공
개를 거부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예측 가능
성이 없어지자 불안한 학부모들은 학교에 휴업을 요
구했고 그것은 일종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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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예측 가능한 공직사회로
지금의 그것을 재구조화하기를 바란다. 처음부터 병
원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협
조를 구했다면 아마도 IMF 금모으기처럼 지금의 큰
난관을 가뿐하게 돌파하고 국제사회의 칭찬과 신뢰
라는 반사이익까지 덤으로 얻었을 수도 있지 않을
까!

하이브리드미래교육연구회 회장 조 규 태

특히 리더를 임명할 때, 현장에 밝고 국민의 소리
에 민감한 분을 임명하였으면 한다. 세월호 때 해양

뗏목을 완성하기까지 70% 공정은 학생들이 하였고
30%는 전문가와 마을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

경찰청장은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번 메르스

특히 패트병을 활용한 친환경적 뗏목 만들기는 독

에서 장관은 보건을 모르는 연금전문가였다. 현장에

특한 발상이었다. 마을환경자원으로서 북한강을 깊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는 데, 우리 공직사회는

이 탐구하면서 얻은 결과였다. 학교에서 100미터도

왜 현장과 국민의 소리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을 콘

떨어지지 않은 북한강이었지만 학생들에게 그것은

트론타워의 수장으로 임명하는지 나의 좁은 소견이

무관심한 수많은 강 중 하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만 답답할 따름이다.

뗏목수업을 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다. 북한강이 얼

1년이 365일인 것은 365번의 기회와 희망이 있

마나 재미있고 소중한 마을환경자원이며 동시에 수

기 때문이라고 한다. 메르스 사태가 대한민국 성장

도권 주민들의 소중한 식수라는 점도 몸으로 절실하

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기회가 희망이 되고 대한

게 공감할 수 있었다. ‘친환경’이라는 미래가치를 학

민국의 도약이 되려면 리더의 자세가 중요하다. 타

생 자신의 삶에서 쇠말뚝으로 각인하는 위대한 업적

자에 대한 존중과 자기겸손을 가진 리더는 어디에

(?)을 창조하였다.

있는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불편을 듣고 24시

한 달 내내 진행된 뗏목 수업 프로젝트! 1~4학년

간 A/S한다는 결의로 즉시 그 불편을 해소하는 공

후배들은 5, 6학년 선배들의 재미있는 공부들을 한

직자의 열정이 무엇보다 간절한 지금이다.

달 내내 지켜보면서 가슴을 두근거렸다. 꿈이 생기

우리 연구회는 미래형 수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는 소리이었다. 톱질하는 형과 누나를 보면서 나도

실천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 여기에 적는

빨리 고학년이 되고 싶다고 말하였다. 고학년 학생

다.

들은 학교에 빨리 가고 싶었고 재미있는 수업이 기

마을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다려졌다.

있어 여기 소개한다. 지난 여름에 선생님과 제자들

뗏목 수업은 평생의 자산으로 남을 추억과 자랑거

이 협력하여 뗏목을 만들고 그것으로 북한강을 건넜

리를 만들어 주었다. 처음엔 10%만 관심을 보이던

던 일이 있었다. 하이브리드 미래교육 연구위원인 J

사람들이 이제는 전교생, 부모님, 마을주민, 119아

선생님이 그 주인공인데 그를 인터뷰하였다. 지난

저씨 등 90% 이상이 관심과 걱정을 하였고 최대 관

일이 개고생(?)이었다고 격을 낮추어 겸손하게 첫

심사인 핫 이슈가 되었다.

마디를 하였다. 하지만 이야기보따리가 풀리며, 계

J 선생님은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벽에 직면하였

획부터 리허설과 뒷이야기까지 듣는 내내 많은 이들

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아무리 뜻

의 눈을 반짝이게 하는 감동의 물결이 있었다.

이 있는 일에도 호불호가 갈리고 반대의 소리도 적
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강을 반나절 사용하는 것
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설득하고 협조를 부탁하느
라 길고도 긴 시간을 보내야했다. 교사가 잡무 때문
에 수업에 몰입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었다.
문제와 곤란을 해결하는 과정에 관한 J선생님 이
야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끝내는 고난을 뚫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는 마무리 말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함께 이야기를 듣던 우린 그

일명 ‘뗏목으로 북한강 건너기 프로젝트’였다. 어

자리에서 박수를 치며 J 선생님을 환호하였다.

떤 뗏목이지? 우선 학생들 스스로 뗏목을 디자인하
였다. 나무 등 재료 구입 후 톱질하고 조립하여 물
에 띄웠다. 하지만 여러 번 실패하였다. 최종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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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보고 창안한 안완배 감독님 인터뷰를 하는 것이
다. 이것은 필자가 실천하는 900프로젝트의 일환이
기도 하다. 900이란 미래교육에 관한 300권 독서,
300명 명사인터뷰, 300개 칼럼 쓰기를 합친 숫자이
다. 기다림 끝에 나무 탁자 위에 붉은 색 약통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무실로 사용하는 천막에서 인터
뷰가 이루어졌다. 그곳은 줄지어 늘어선 130여 개
의 셀러용 천막 대열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전방을 지
요즈음 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교육과정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하지만 실천에 직면하면 늘 차가울
수밖에 없다. 이런 때에 J선생님의 뗏목수업은 교사
의 가슴에 열정을 되살리고 마을교육과정에 관한 흥
미진진한 스토리임에 틀림없다. 삶을 가꾸는 교육,
그 자체였다!
우리 연구회는 삶의 현장을 방문하여 배운다. 양
평에 있는 리버마켓은 삶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었

원하는 야전사령부 같았고 그 주위를 상수원보호구
역인 북한강이 흘러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란 노
래의 제목이 더 잘 어울리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1시간 이상 이어진 치열한 해설과 솔직한 토크에
서 느낀 것은 가슴 벅찬 감동이었다. 독특한 헤어스
타일의 그는 리버마켓을 설명했지만 필자의 마음에
는 양평 문호리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며 재미있게
만들고 꿈꾸며 놀고 있다는 자랑으로 들렸다. 오산
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오산만의 문화를

다.
인생은 역전승, 이 말이 오늘처럼 실감날까. 오산
을 출발하여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으로 가는 내내
장대비는 점점 굵어지고 빗소리가 차의 지붕을 천둥
소리처럼 때렸다. 과연 오늘 마켓이 열릴까? 하지만
점심식사를 하며 한 숨을 돌리니 나의 걱정을 비웃
듯 싱그러운 가을 날씨가 되었다. 반전이 있는 하루

만들고 주민들의 재능과 장점을 맘껏 자랑할 수 있
는 그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았다. 여기 문
호리 주민들은 그것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이면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나
날들이 적지 않은 법이다. 돈이 될 만하면 거미줄처
럼 연결된 이해관계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관행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였

였다!
주차 후 잔디와 산책로로 정비된 북한강변을 10
분쯤 걸으니 리버마켓의 입구를 알리는 큰 그림이
멀리서 보였다. 병아리 그림이 솟을 대문처럼 나부
꼈다. 경기도 하이브리드 미래교육 가족들은 그 병
아리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행사 시작할 때
사진을 미리 찍지 않으면 늘 후회했기 때문이다. 돌
아보니 역시나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다. 그는 꿈을 실현하려면 뚝심이 필요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자신의 가치가 옳다고 믿으면 포기하지 말
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성공적인 마켓 운영 노하우는 주최와 주관이 없는
마켓운영이라고 하였다. 주최와 주관은 일종의 권력
이고 그것은 부조리라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이 그
의 철학이었다. 공무원과 관변단체들은 권력지향적
인 성향이 다소 강하다. 돈과 권력은 외양이 화려한
행사는 만들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 지자
체가 기획하는 마켓은 행사 종료 후 남는 사람은 없
고 엄청난 쓰레기와 부조리한 관행만 남는다.
하지만 리버마켓은 행사가 끝났으면 참가자인 셀
러들이 남아 자신들이 생산한 쓰레기를 스스로 가져
가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삼삼
오오 토론한다는 점이다. 행사 쓰레기를 시청 청소
과에게 일임하는 지자체 주관 행사와 크게 다른 점

오늘 방문 목적은 리더마켓(River market)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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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미래교육연구회 회장 조 규 태

리버마켓은 끝났는데 늦은 시간까지 마을 주민들

함께 하도록 돕고 학급운영과 직장생활에서 받은

이 떠나지 않고 토론하는 것이 놀라웠다. 소위 끝장

상처를 보듬어 주는 커뮤니티이다. 연구회가 특정

토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은 각자 자

주제를 깊게 공부하는 면도 있지만, 자신의 이야기

신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 과정에서 주인의식이 살

를 소탈하게 풀어내고 다른 동료의 아픔을 경청하

아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문화로 만들었다. 돈을 보

며 치유를 받고 용기를 얻는 장점도 있다. 대화는

고 셀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떠났다. 토론이 자기

얽힌 감정을 풀어주고 참기 힘든 현실을 잘 인내

정화시스템으로 작동하였다.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

하도록 내공을 불러넣어 준다. 자신이 그린 삶의

은 '마을 주민이 함께 준비하고 남아서 토론하며 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학교에 복귀하여

영하는 민주적 마켓'이었다. 21세기 가장 절실한 동

더 멋진 삶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용기도 준다.

행의 리더십을 학습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다양한

결국 선생님들의 상처받은 자존감이 치유되면서

인생의 배움터 중 한 곳이었다.

교사를 살리는 연구회가 된다. 교사가 교실이 어렵

화려함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리버마켓을

다면 학생도 어렵다. 교실에서 상처받는 학생들에

둘러싼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거 없는

게 힘이 되는 교사의 모습을 공부한다. 학생들에게

해코지부터 이도저도 안 되면 빨갱이로 몰아넣기까

친절하고 고마운 선생님이 되기 위한 실천강령을

지. 하지만 경기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양평군의 한

정하고 함께 노력하였다.

지역장터에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이면 경기, 인천, 서

1. 작은 감동이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활달한 의

울에서 4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었다.

사소통을 좋아한다. 교실에서 활기차게 대화한다.

마켓이 열리는 날은 가슴이 뛴다. 지역 주민들은 물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은 학생들의 모델이 된다. 학

건을 만들고 팔면서 용기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생 개개인의 장점과 단점, 개별 학생들의 열망과

배웠고 지역 학생들은 사람중심 경제를 몸으로 체험

고민, 가정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교육적 환경 등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팔면 행

소상하게 파악하고 부모처럼 애정관 관심을 표현

복하다는 확신을 오감으로 느꼈다.

하다. 개별 학생들의 현실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문

수제 옷 가게에 들러 아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

제를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각 학생들에게 적합

견했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해 아쉬워하며 발길을

한 교육적 처방을 니리며 적절하게 조치한다. 교사

돌리는데 그냥 가져가고 나중에 계좌로 송금하라고

의 이러한 애티튜드는 모든 언행을 통하여 표현되

하였다. 유기농 빵을 가위를 잘라 시식해보라고 주

며, 그 결과 작은 친절이 큰 감동을 만들 수 있다.

는 게 아니라 통째로 맛보라고 했다. 돈에 매몰된

2.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기로 하였다. 학생의

세상에서 사람 꽃의 향기를 보았다. 바로 여기 리버

이름을 불러주는 이유는 학생이 소중한 존재라는

마켓에서.

것을 깨닫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존재감이 커질 때, 교사의 행복감도 동
Ⅴ. 교사의 행복감

시에 커진다.
3. 편안한 교실, 안전한 교실이다. 공부는 그 자

내 인생을 바꾼 사건이라면 하이브리드미래교육

체가 불안을 야기한다. 불안을 없애는 수업이 최고

연구회를 만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선생님들이

의 수업이다. 불안하지 않고 평화로운 수업이 학생

있다.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 만큼 책

과 교사를 동시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한다.

임감을 느낀다. 어떤 면이 강점이기에 연구회에 참
석한 선생님들은 행복감을 느낄까.
학교는 다른 조직과 같이 협력적인 성격보다 혼
자 외롭게 개인플레이를 하는 성격을 가진다. 공문

4. 학생들이 뭔가 배운다는 생각이 들도록 정성
껏 수업을 준비한다. 수업 시간에 놀이를 통하여
나도 모르게 배움이 장기기억으로 남도록 연구한
다. 그래서 체험활동중심의 수업을 연구하고 있다.

도 혼자하고 학급의 문제도 혼자 해결한다. 하지만

5. 적절한 피드백이 없는 수업은 성장 또한 없

연구회는 혼자를 함께로 바꾼다. 고립된 선생님을

다. 학생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잘 하는지를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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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발견하도록 자극한다.
6. 교사가 전문가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손으로 들어오면서 악화되었다는 루소의 말이 오
버랩된다.

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구회를 운영하며 가장 큰 철학은 스스로 결정

행동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미묘한 의미를 간파할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수평적 관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한다. 연구회에서 소통하는

계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며 교사로서 이런 공

것은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공부하

부 저런 공부를 주도적으로 하였다. 학교 밖의 시

는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교사는 수업의 효율성도

민단체, 정부기관, 복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

없다.

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위에서 학생들을 가르

7. 행복한 전문가는 입문할 때의 전문성이 아니

쳤다. 장애인이해교육을 하기 위하여 장애인봉사활

다. 입문 후의 전문성이다.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동을 하였다. 약자를 위한 배려를 가르치기 위하여

있으면 의사이지만, 환자는 의사에게 면허증 소지

사제가 연탄봉사를 매년 하였다. 결론은 교사 나

이상의 조건을 요구한다. 행복한 교사는 구비된 전

자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연

문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책임과 봉사를 기반으로

구회에 참여하고 있다.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면

한 실현된 전문성에서 나온다. 실제 교실에서 학생

불행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남에게

한 명 한 명에 대하여 책임과 봉사를 실현했는지

잘 하면 어느 순간 평화와 행복이 내 삶의 한 가

에 따라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

운데에 와 있었다.

다.
8. 연구회를 운영하며 지식의 전수와 축적에 몰
두하고 있는 현실을 성찰한다. 미래의 선택은 지식
의 전수가 아니다. 지식의 이해와 창조를 소홀히
취급하는 학교 현장을 반성하는 것이다. 연구회에
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지식을 창조할 것
인가의 문제이다.
8. 대한민국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한 학교는
가능한가? 행복사회의 비밀은 무엇인가? 행복한
교사는 누구인가? 그 해답은 공론화에 있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연구회가 그 공론화의 광장
이라고 본다. 우리는 연구회를 통하여 훌륭한 교사
가 되기를 원하는 동시에 인생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기지로 학교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공부를 하도록 가르치려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학기제,
과도한 사교육과 공교육 정상화, 인성교육진흥법,
누리교육예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대학구조조정과
대학의 자율성, 자사고 문제와 일반고 위기 등 잠
시도 조용할 날이 없이 시끄러운 대한민국 교육현
실이다. 그 해답은 간단하다. 모든 아이들은 예술
가로 태어난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 예술성을 지키
지 못한다. 이미 학교는 행복한 곳이다. 그러나 사
람들이 시험공부에 몰입하면서 그 행복은 사람들
로부터 사라지고 있다. 태어날 땐 선했으나 인간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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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지려면 질문하세요”
김정완 | 탈무드원전연구소 소장

서론.

법을 삶에 적용하려면, 법적인 마인드도 키워야
한다. 물론 아주 어려운 문제는 그들의 상담자이

유대인의 행복의 원천, 율법

자 선생인 랍비에게 많은 부분 의지하는 것도 사
실이다.

유대인의 행복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 18년간

유대인들은 율법을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이

유대인들을 탐구한 결과 내린 결론이다. 이방인들

들면 질문한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생사화복의

이 보기에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이 얼핏 고통스

근원이기 때문에 잘 지키는 이들에게는 생명과

러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율

행복이 보장돼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겐 죽음

법은 행복의 원천이다.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과

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중요한 율법을

맺은 계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계약서다. 그

허투루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계명을 하나하

계약서엔 613개 조항의 구체적인 계명들이 실려

나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은 반드시 필요

있다. 그러니까 행복을 맛보는 방법이 613가지나

하다.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질문을 막지 않

된다는 것이다.

는다. 자칫 질문을 막았다가 그 질문을 해결하지

2011년경 미국 LA에서 만난 한 랍비도 같은 말

못해 율법을 어긴다면 그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

을 했다.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을 지키기 때

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안식일 율법을

문에 그들의 신인 하나님을 만나는 613개의 하늘

들 수 있다. 안식일 율법을 고의로 지키지 않거나

로부터 내린 줄이 있다고. 계명을 지키면 곧 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죽는 형벌 곧 석

줄을 당기는 것과 같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형(石刑)을 당한다.

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글에서는 유대인들의 행복의 근원인 율법을

순간만큼 유대인들에게 행복한 일은 없다는 의미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질문에 집착하는 이유를

다.

살펴보고 유대인들의 사례를 참고로, 우리 문화에

계명의 수가 613개나 되니 온통 삶이 율법으로

서 질문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철될 수밖에 없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613개

질문의 가치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또한 한국에서

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질문의 문화가 사라진 이유를 찾아보고 질문의

또 다른 계명들이 수천 가지다. 행동 하나하나,

문화가 형성됐을 때 개인과 사회의 행복에 미치

생각의 갈피갈피를 율법이 모두 관여한다고 해도

는 긍정적인 영향도 알아보고자 한다.

과언이 아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잘 배우고 제

본론.

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율법을 지키
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네비가 운전자에게 길을

율법실천을 위해 질문의 문화를 발전시킨 유대인

알려주듯이 누군가 유대인을 일일이 따라다니면

들

서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지켜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삶의 모든 면에서 율법을 지키려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질문은 그들의 생활 곳곳에서 발견

경우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율

된다.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일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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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다보면 질문으로 점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고 서두에 말했다. 아브

아니다. 한 유대인 아이가 엄마랑 편의점에 들렀

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신의 백성이 되기

다. 마침 초콜릿이 먹고 싶었던 아이는 초콜릿 바

로 결심한 유대인들은 그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

를 집어 들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묻는다. “엄마,

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율법을 지

이건 코셔야, 아니야?”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키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심지어

할 음식계율이 코셔율법인데, 먹을 수 있는 음식

집에 있는 바가지도 복 받고 짐승들도 복 받는다.

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구분돼 있다. 유대인 아

만약 지키지 않으면 저주나 죽음이 그들을 기다

이는 코셔가 아니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

리고 있다.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초콜릿을 먹기 전에 엄마
에게 꼭 확인을 받는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다.

유대인 13세 아이의 바르 미쯔바

엄마는 “그건 코셔가 아니야, 코셔 초콜릿에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면 교육을 통해 토라와

러이러한 코셔마크가 붙어 있단다. 그 마크가 새

각각의 계명들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 13세까지는

겨진 초콜릿을 찾아오렴.”하고 말한다.

부모가 전적으로 아이를 책임지고 교육시켜야 한

맥도날드를 지나고 있는데 마침 배가 고팠던 유

다. 그 이후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12세(여

대인 아이는 엄마에게 이번에는 치즈버거를 사달

자 아이) 또는 13세(남자 아이) 생일 때 치르는

라고 조른다. 그러자 엄마는 치즈버거는 코셔가

유대인 아이들의 바트 미쯔바(Bat Mitzvah, 여자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자 아이가 묻는다. “왜 치즈

아이) 또는 바르 미쯔바(Bar Mitzvah, 남자 아

버거는 코셔가 아니야?” 코셔율법에 의하면, 유대

이)는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적 책임에서 벗어나

인들은 유제품과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없다. 그런

는 날이기도 하다. 그날부터는 부모의 도움 없이

코셔율법 규정들을 유대인 엄마는 자세히 설명해

혼자 힘으로 토라를 배우고 익혀서 율법을 삶에

준다.

고스란히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날을 위해 유

그뿐이 아니다. 이스라엘 우주비행사였던 일란 라

대인 부모들은 13세 이전에 철저하게 아이가 스

몬이 우주왕복선을 타고 90분마다 지구 궤도를

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최선

돌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랍비들에게 했

을 다한다.

다고 한다. "우주왕복선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보통 유대인 정통파 아이들이 3세가 되면 히브리

싶은데, 지구 시간으로 계산해서 7일째 안식일을

어 알파벳을 배우고 5세가 되면 토라를 배우기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시작한다. 10세 때는 토라의 첫 번째 주석이라 할

돌므로 일곱 바퀴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켜야

수 있는 미쉬나를 배우고 남자 아이들의 경우 15

합니까? 그리고 지구 시간으로 계산해서 안식일

세가 되면 미쉬나와 게마라가 함께 있는 탈무드

을 지켜야 한다면 어느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

를 배운다. 여자 아이들은 보통 미쉬나까지만 배

니까?" 이에 랍비들은 지구 시간을 기준으로 안식

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을 지킬 것과 그 기준 위치는 우주선이 발사된

토라의 주석서 중 하나인 탈무드는 율법을 제대

캐이프 칸나버럴로 하라고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할 책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토라를 공부할 때 반드시 지

거기에는 랍비들의 율법의 구체적 계명에 관한

켜야 하는 2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수많은 질문과 토론이 아주 세세히 기록돼 있다.
율법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율법을

1. 반드시 질문하라.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런 해석

2.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공부하라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질문은 필수다. 특수
하고 구체적인 삶에 일반적인 원리인 토라를 적

이 2가지 원칙을 하나로 합치면 질문하고 토론하

용하는 데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며 토라를 공부하라는 말이다. 유대인들에게 행복

유대인 아이들은 탈무드를 배우면서 아주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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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37 행복해지려면 질문하세요

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법을 배운다.

하나하나의 계명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새기고 나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을 지키는 데 반해, 비

면 결코 계명이 하찮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달랑 7개의 계명만 지키면 되었다. 한

계명을 머리와 가슴 그리고 온몸에 체화시키는

번은 한국에 있는 유대인 랍비 오셔 리츠만에게

과정이 탈무드 교육이다. 방법적 핵심이 하브루타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다.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을 가지고 대화·토

물었다. 그러자 랍비는 약간 정색하더니 이렇게

론·논쟁하는 것이다. 하브루타는 성경 신명기 6장

말했다. “왜 굳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가? 유대

4~9절에 제시된 교수학습법으로, 지금으로부터

인들은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너희들 비

35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유대 종

유대인들은 달랑 7개의 계명만 지키면 된다. 나

교학교 예시바에서 그 원형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같으면 7개의 계명을 지키겠다. 굳이 고생을 사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방법을 한 번도 버린

할 이유가 뭔가?”라고 답한 적이 있다. 이런 이유

적이 없다. 늘 친구와 함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에선가?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기독교

설명하고 토론하며 토라의 지식과 지혜를 이해하

인들처럼 전도하지 않는다.

고 서로를 점검한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비유하면 군대의 특수부대

하브루타는 지난 2012년 부천대학교의 전성수 교

와 일반부대를 연상하면 쉽다. 공수부대와 UDT

수가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

(해군 특수부대)와 같은 부대는 그들만의 특수훈

라>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한국에 처음 알려지게

련과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되었다. 전성수 교수를 도와 필자도 그 책을 쓰는

특수부대와 같다. 그들은 613개의 계명과 그 계

데 관여했다. 필자가 관여한 부분은 질문만들기

명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수천 개의 추가 계명

부분이다. 2011년께 필자와 고 전성수 교수는 함

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비유대인들은 노아의 계

께 하브루타를 연구하고 보급하기로 결정하고 책

명이라고 불리는 7개의 계명만 지키면 된다. 노아

을 썼다. 물론 공저는 아니다. 다만 전성수 교수

의 7계명은 다음과 같다.

가 책의 초고를 주고 필자에게 조언을 부탁하기

1.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에 질문 만들기 부분을 포함하면 좋겠다는 의사

2.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지 말라.

를 표시했고 구체적으로 질문 만들기 사례와 요

3. 살인하지 말라.

령을 제시했다.

4. 강도와 절도를 하지 말라.

필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필자의 기자

5.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지 말라.

경력도 한몫했다. 필자는 미국 이민생활 중에 미

6. 산 채로 동물을 먹지 말라.

주중앙일보 시애틀 지사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

7. 법원을 포함한 사법 시스템을 갖춰 6개의 계명

에서 기자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필자가 익

을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라.

힌 기술 중에서 질문 만들기가 있었다. 기자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촘촘하고 구체적인 율법을 지키

보통 질문 목록 만들기를 연습한다. 특히 인터뷰

기 때문에 신앙과 삶은 전혀 괴리가 없다. 저런

를 앞두고는 인터뷰 대상 관련 자료들을 섭렵하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사는 유대인이 불쌍하다고

면서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목록을 만들어서 인터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우다. 전혀 그렇지

뷰에 대비하곤 한다. 따라서 필자에게 질문 만들

않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삶에서 적용

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도록 아주 세세하게 훈련 받는다. 습관이 되면

필자가 전성수 교수에게 질문 만들기를 제시한

율법도 멍에가 아닌 공기처럼 가볍게 느껴지기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유대인의 하브루타는 탈

마련이다.

무드를 놓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토론을
하려면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문

탈무드와 하브루타

화 속에서 질문의 문화가 사라진지 오래다. 질문
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하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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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를 하려면 이런 문화를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된

식에 언론들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 덕에 엄청

다. 질문 없는 한국의 문화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

난 속도로 하브루타가 한국교육에 접목되기 시작

야 할까?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와 질문하는

했다.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마침 2015년 교육과정에서 각 학교에 참여수업이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독려되고 활발하게 보급되면서 거꾸로 수업 등

필자는 당시 유대인 교육이 한국에 충분히 알려

여러 참여형 수업과 함께 하브루타도 학교 수업

졌다고 생각했다. 유대인 교육이 하브루타로 인해

의 기본 교수법으로 채택되어 한국의 공교육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졌을 뿐, 이미 한국에는

변화시키고 있다. 바야흐로 교실에서 학생들의 질

1970년대부터 퍼져 있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

문과 왁자지껄 떠들면서 토론하는 수업이 가능해

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진 것이다.

것이 급선무였다. 질문을 터부시하는 문제를 해결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하브루타가 제대

질문의 힘

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질문의 문화가 먼저 형성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율법준수 의무 때문에 질

은 질문의 힘이다. 유대인들에겐 질문의 문화가

문의 문화가 이미 3500년 전부터 형성돼 왔다.

잘 발달돼 있다. 그들에게 질문은 권리이자 의무

질문이 던져지면 당연히 누군가는 대답할 것이고

다. 어떤 질문도 서슴지 않는다. 그것을 ‘후츠파’

서로 다른 생각들을 나누다보면 토의와 토론도

라고 하는데, 뻔뻔하다는 뜻이다. 유대인들은 율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뻔뻔하더라도 질문하라고

는 질문이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니 거의 모

장려한다. 자칫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질문을 어떻

든 국민이 질문에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 한다. 아

게 막는다는 말인가? 생사화복이 달린 율법을 준

니,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을 사갈시한다. 그런 문

수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화 속에서는 하브루타가 아무리 좋아도 보급될

그러기 위해서는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이 필수라

수 없다. 한국에 어떤 식으로든 질문의 문화를 조

는 것을 앞에서 이미 말했다.

성해야 했다. 필자는 이 일에 사명감을 느끼고 있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부모들은 학교에 가는 어

다. 그래서 필자의 또 다른 타이틀이 ‘질문의문화

린 자녀에게 반드시 선생님께 질문하라고 당부한

운동가’이다.

다. 질문에 자녀의 생사가 달려 있다는 걸 너무나

다행히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져 그의 책에 필자

잘 알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생각

가 제시한 부분이 들어가게 되었다. 필자는 그런

하지 않지만 여전히 질문이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제안을 받아준 전성수 교수에게 지금도 깊이 감

그들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깊이 인식하고 있다.

사하고 있다. 그 책이 나가고 나서 반응이 폭발적

거기에 비하면 한국 부모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

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질문을 만들고 이야기를

으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생님께 질문하라는

하니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정말 많은

것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와 토론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다. 특히 교사

유대인 교육과 한국 교육의 극명한 차이다.

들의 반응은 너무나 뜨거웠다. 학생들이 질문하기

사실, 유대인들은 질문을 종교적으로 이미 장려해

시작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질문하다니, 이게

왔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없다. 그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숨죽이며 마냥 듣고 필기하

들이 질문을 장려하는 문화를 갖게 된 것은 순전

기 바쁜 아이들이 질문을 한다고? 처음엔 믿기지

히 율법 때문이지만 질문의 문화 때문에 시대에

않는 일이었다. 가정에서도 하브루타를 실천하는

상관없이 뛰어난 민족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질

부모들은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즐겁다고 말했다.

문은 배움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에 튼튼한 민

한국에 유대인의 뛰어난 학습법이 보급된다는 소

족이 배움에 실패할 확률은 그만큼 낮다. 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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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선천적으로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질문을

으며 따라서 율법 준수 실패에 대한 처벌로 죽음

잘하는 게 아니다. 질문하니까 뛰어난 민족이 된

을 당하거나 매를 맞는 등의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수도 있다. 탈무드에는 질문하는 데 부끄러워해선

유대인의 질문의 문화의 효과는 3-4년 전에 방

안 된다는 당부가 여러 곳에 보인다.

영된 KBS <공부하는 인간> 편에 등장한 유대인

“질문하는 데 부끄러워하는 자는 제대로 배우지

릴리 마골린을 통해서도 명확해진다. 사실 릴리

못한다.”

마골린은 생물학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다. 한국

“질문하려면 호랑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

에서 미국 유대인 가정으로 입양된 입양아다. 그

유대 교사들은 학생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도록

는 현재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세계 최고 기업으

늘 배려한다. 어떤 질문도 허용한다. 물론 주제에

로 손꼽히는 구글에 입사했다. 그 프로그램에 등

상관없는 질문을 할 때조차도 절대로 쓸 데 없는

장한 그의 양아버지 힐 마골린은 유대인 특유의

질문했다고 꾸중하지 않는다. 질문한다는 것 자체

질문식 교육을 시켰다. 때때로 질문놀이도 했다.

는 너무나 소중한 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릴리에게 질문하도록 늘 격려하고 가족
간의 대화도 질문의 방식이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질문의 문화

릴리 마골린이 유대인 가정에 입양되지 않고 한

유대인들의 질문의 문화를 참고로, 필자는 율법의

국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그는 천덕꾸러기를 면하

행복론보다는 질문의 행복론에 주목한다. 왜냐하

지 못했을 것이다. 고아원에서 살다가 나이가 차

면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그다지

면 고아원을 나와 혼자 생활해야 했을 것이다. 학

피부에 와 닿지 않을뿐더러 율법을 강조해봐야

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부모

소용없기 때문이다. 율법은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

가 없다보니 남들보다 무시 받고 천대받는 아이

이다. 그 율법이 설사 비유대인인 우리가 지켜도

로 자랐을 것이다. 언감생심 그가 하버드대와 구

생명이 주어지고 복이 넘쳐난다 해도 우리의 삶

글을 꿈이나 꿀 수 있었겠는가? 현재까지 릴리

에 적용하기 어렵다.

마골린이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필자는 유대인의 율법을 결코 강조하지 않는다.

은 유대인 양부모의 철저한 유대인식 하브루타

그것이 유대 신앙의 원류이며 그것을 통해 많은

교육 덕분이었다. 유대인식 교육의 핵심은 질문하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해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기다. 특히 유대인 사회 어디서나 질문을 늘 격려

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하고 장려하는 질문의 문화가 릴리 마골린의 성

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필자가 강조하는

공의 원동력이었다.

것이 바로 질문이다. 더 나아가 질문의 문화를 만

필자는 이것을 지켜보면서 유대인 교육 특히 질

들어야 한다. 질문이 학교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된

문의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

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풀어왔다. 학창

었다. 다만 필자가 하브루타를 보급하는 데 앞장

시절 시험공부를 위해서 손수레 하나쯤 가득 채

서고도 굳이 하브루타보다는 질문을 강조하는 이

울만한 문제를 풀었을 것이다. 그런 문제들이 우

유는 한국에 하브루타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리에게 좋은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이나

는 질문의 문화가 먼저 확산돼야겠기에 그렇다.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 현재 그런 식

질문의 문화가 없이는 하브루타는 성공하기 어렵

의 무작정 문제풀기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슬

다는 것이 필자의 한결같은 주장이고 진단이다.

기롭게 대처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학교는 질문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4C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

지고 있다. 학교는 말 그대로 집중해서 배우는 곳

다는

이다. 배움이 있는 곳에 질문은 필수불가결한 요

Creativity(창의역량),

소라는 것이 유대인의 인식이다. 질문하지 않으면

Communication(소통역량), Critical Thinking(비

제대로 배울 수 없고 율법도 올바로 지킬 수 없

판적 사고역량)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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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Collaboration(협업역량),

탈무드원전연구소 소장 김 정 완

그런데 이 역량들을 기르는 데 질문의 문화면 충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

분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나중에 살펴보겠

구나 잘 안다. 이것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지만 질문 안에 이미 이런 가치가 포함돼 있기

생각이 없다. 다만 유대인이 질문을 특히 강조하

때문이다. 질문은 생각의 씨앗이고 소통의 시작이

는 데는 교육학적 가치를 넘어서 더 높은 가치가

다. 또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늘 의문을

있을 거라 생각했다. 오랫동안 관련 서적을 뒤졌

품고 질문해야 한다. 협업 역량도 질문에서 이어

지만 아쉽게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

지는 토론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여담이지

래서 몰입사고를 통해 질문이 지닌 중요성을 스

만 필자는 여기에 Character(인성역량)도 포함시

스로 탐구하기로 했다.

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

이를 위해 필자는 “질문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

는 #미투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 관련 잘못

까?”라는 질문을 몰입사고 방식으로 집중하며 그

된 과거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유명인들이 너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세월이 7년이나 이

나 많다. 여성을 대하는 기본 인식이 잘못된 인성

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질문의 가치

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성역량은 미

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을 정리해서 이번에 내

래에 더욱 필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미

놓은 책이 <질문 잘하는 유대인 질문 못하는 한

투에 걸려들면 꼼짝없이 사람들의 비난을 살 수

국인>이었다.

밖에 없다.

EBS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중 <말문을

게다가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교육은 더

터라> 프로그램에서 하브루타가 본격 소개되었

이상 설자리가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 소득 3만

다. 거기에서 질문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불이 넘어가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일보직전

한 대학생이 의도적으로 교수에게 많은 질문을

에 있다. 선진국은 말 그대로 프론트 라인에 선

하게 해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이

나라다. 앞선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사고방식이

었다. 그 실험에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자주하

필요하다. 뭔가를 머리에 담아내는 교육은 더 이

는 학생을 흘겨보거나 한심한 듯 쳐다보는 장면

상 의미가 없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거의

이 자주 등장한다. 대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교

모든 지식의 창고와 연결되는 시대에 머리에 담

수가 “질문 있으세요?”라는 요청에도 전혀 질문하

아두기만 하는 교육이 무슨 소용인가?

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런 질문 실험이 아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니더라도 우리에게 질문은 그다지 반가운 존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도전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아니다. 질문은 부담스럽고 하기 어렵다는 의식이

선진국은 더 이상 만들어진 길을 따라 걷는 나라

팽배해 있다.

가 아니다. 길을 개척하는 나라다. 없는 길을 만

또한 질문하는 사람조차 좋아하지 않는다. 질문하

들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질문이 필요한지 모른다.

는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 꼬치꼬치 캐물으며 귀

뒤를 졸졸졸 따를 땐 이미 증명된 길을 걷기에

찮게 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등, 질문하는

질문이 그다지 필요치 않았다. 그렇지만 맨 앞에

사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이런 환경

서면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어떤 길이 옳고 그른

에서는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너무나 당

지, 좋고 나쁜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때마다 우리

연하다. 학교현장이든 가정에서든 사회 직장에서

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든 질문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질문이 왜 행복

는 게 현실이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과 관련돼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차례다. 필

말씀 잘 듣는 것”만이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잘

자는 약 7년 동안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앞서도

하는 사람으로 추앙받는다. 찍소리하지 않고 시키

언급했듯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에

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대해서는 답을 얻을 수 없었다. 교육학적 측면에

승진하는 길이었다.

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다. 교육의

질문하면 찍히기 십상이다. 심하면 종북좌파로 낙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633

특별기고 37 행복해지려면 질문하세요

인이 찍히기도 한다.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

지기 때문에 질문과 토론을 기본 교수학습법으로

장하거나 옳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면 그는 직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장에서 내쫓기기 일쑤다. 우리 사회에서 갑과 을

조선시대 사림파들은 중국과 달리 선조 8년(1575

의 관계는 명확하며 갑은 갑질을 서슴지 않는다.

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붕당정치를 실시했다. 각

을이 질문하면 갑은 그 을을 가만두지 않는다.

각의 붕당은 임금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우리 사회의 트렌드가 점점 바뀌어 #미투 운동도

에 따라 지금의 여당과 야당의 역할을 하며 정부

벌어지면서 을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이제 부당한

정책을 토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세월이

것을 지적하며 갑들에게 질문하면 더 이상 불이

자그마치 225년이다. 붕당정치가 종언을 고한 것

익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

이 대략 정조가 붕어한 해(1800년)를 시점으로

는 것 같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문제를 제기했

본다.

다가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일을 더 이상 걱정하

조선의 선비들은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많은 시

지 않아도 되는 걸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간을 공부에 투자해야 했다. 임금 앞에서 전시를
볼 때는 유학의 원리들을 적용해 나라의 정책에

질문이 사라진 이유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책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조선의 교육기관은 서당, 향교, 서원 등 지방교육

질문의 가치를 말하기 전에 질문이 왜 우리 교육

기관과 함께 중앙교육 기관인 한양의 성균관이

이나 사회에서 사라졌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서당에서야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질문에 능한 나라가 없

니 토론보다는 천자문, 사자소학을 암기하고 풀이

었다. 조선이 대표적이다. 물론 지배층을 두고 하

를 익히는 곳이었지만 향교와 서원 그리고 과거

는 이야기다. 조선은 유교의 한 갈래인 성리학을

급제자들이 공부하는 성균관은 철저하게 질문과

국가철학으로 삼아 건국된 나라다. 고려 말기 신

토론의 교육을 실시했다.

진사대부들은 고려의 국교인 불교의 부패상을 너

조선의 성리학자들 중에 정치를 떠나서 가장 격

무나 많이 봐왔다. 그것을 대체할 철학으로 성리

렬하게 서로 토론한 사람은 바로 이황과 기대승

학을 도입하면서 유교적 이상사회 구현을 목표로

이다. 그들은 사단칠정을 놓고 무려 8년간이나 서

하였다. 유교적 이상사회는 군주는 민을 사랑하고

신교환을 하며 논쟁을 벌였다. 그것은 리(理)와

민은 군주에게 복종하는 사회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氣)에 대한 깊은 논쟁이었다. 리가 먼저인가,

계급이 엄격히 구분돼 있어서 그 계급과 신분에

기가 먼저인가를 두고 벌인 그런 논쟁은 사실 세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유교적 이상사회가 구

계 역사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인 유

현된다고 믿었다.

신론과 유물론이다. 유신론은 주리론에 해당하고

조선의 교육은 성리학을 양반계급을 중심으로 내

유물론은 주기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세상

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군주와 함께 다스리

은 원리와 물질로 이뤄졌는데, 어떻게 조합되고

는 계급인 사(士)는 특히 성리학적 소양을 반드

있으며 어떤 것이 다른 것에 더 막대한 영향을

시 갖춰야 했고 그걸 시험하는 것이 과거시험제

행사하는 것을 두고 많은 논쟁이 오고갔다. 주리

도였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성리학적 소양과 학문

론 입장에서는 리가 존귀하고 기는 비루하다는

을 갈고 닦기 위해 질문과 토론을 장려했다. 그도

‘이존기비론’을, 주기론 입장에서는 리는 일반적이

그럴 것이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

고 기는 특수하다는 ‘이통기국론’을 주장했지만

을 탐구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실제로 성리학의

달리 어떤 결론이 났다는 소식은 없다. 너무나 팽

원류인 공자의 유학도 이와 같았다. 사서삼경 중

팽해서 어떤 것을 우위에 두기도 어렵다.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손꼽히는 논어는 공자와
제자들의 문답형식으로 돼 있다. 성리학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원리와 원칙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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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당정치를 당파성론으로... 일제의 식민사관

탈무드원전연구소 소장 김 정 완

조선의 선비들은 늘 질문과 토론으로 학문을 연

때문이다. 서울대 박훈 교수가 쓴 <메이지유신은

구했지만 이런 전통이 끊어진 것이 바로 일제에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책에 따르면, 임진왜란

의한 한일 강제 합병 이후다. 일본 제국주의자들

이후 일본을 지배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이 조선민중을 호도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바

막부는 사무라이 계급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

로 식민사관이다. 식민사관에는 조선의 아름다운

다. 사무라이들은 전쟁이 벌어질 때나 힘을 발휘

붕당정치의 전통을 당쟁이라 폄훼하며 당파성론

하는 계급이었는데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이어

을 주장한 뒤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배척했다. 식

지자 뒷골목 깡패가 되는 등 사회를 어지럽히는

민사관은 말 그대로 역사를 식민지적 관점에서

세력이 되었다. 에도막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보는 사관이다. 식민사관이 지금은 철지난 이

위해 하급무사들을 하급관리로 쓰기로 결정하고

론으로 생각하나 전혀 그렇지 않다. 식민사관은

무식한 사무라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1790년대부

여전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터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도입했다. 그 전에는 일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

부 극소수의 학자들만이 성리학을 몰래 공부하고

유키가 했다는 망발은 우리의 뇌리에 박힌 식민

있었다. 하급무사들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공부하

사관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잘 드러내고 있

기 위한 학파와 당파가 생겨났고 그들 사이에 끊

다. 그는 한국을 떠나기 전 고별사에서 이렇게 저

임없는 질문과 토론의 문화가 형성됐다.

주를 퍼부었다.

점차 이들 사이에 에도 막부의 독재정권을 깨뜨

“일본은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리자는 음모가 진행됐고 그 중심에 지금의 야마

장담하건대, 조선이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영광을

구치 현의 전신인 조슈번의 요시다 쇼인이 있었

되찾으려면, 제 정신을 차리는데 100년보다 훨씬

다. 1859년에 에도막부에 의해 처형된 그는 앞서

더 긴 세월이 걸릴 것이다.

나의 일본은 조선인

2-3년의 짧은 기간에 100명에 가까운 제자들을

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지교육(식민사

길러내 에도 막부를 붕괴시킬 세력을 형성했다.

관)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결국 조선인은 서로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하급무사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

세력들은 1868년 마침내 에도막부를 붕괴시키고

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

메이지천황을 권력의 중심에 놓고 메이지유신을

국 일본의 식민지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단행해 일본이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졌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

다. 물론 그들은 나중에 요시다 쇼인의 주장에 따

다.”

라 정한론과 대동아공영론을 기치로 조선을 몰락

여기서 잠깐 역사가 뭐 그리 중요한가? 라는 질

시키고 1937년엔 중일전쟁을 일으켜 세계에 엄청

문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으로 <한국통사>

난 해악을 끼쳤다.

를 쓴 박은식은 역사와 국어를 국혼이라 하고, 다

사무라이들의 이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조선을

른 물질적인 것들을 국백이라 했다. 그는 한 나라

점령한 일본은 한사코 조선 사람들을 교육에서

의 정신세계는 국어와 국사를 어떻게 다루느냐로

배제하려 했으며 교육을 시키더라도 충량한 일본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고난의 역사를

신민으로 키우려 했다. 일본은 식민사관을 주입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재 신채호도

조선인의 혼을 저급하고 천박한 민족의 혼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그도 “역사를 잊은

바꿔치려 했다. 그 중의 하나가 당파성론인 것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말로 역사의 중요성을 강

앞에서도 언급했다.

조했다.

일제가 당파성론이라고 비하하긴 했지만 조선은

조선의 지배자인 일본은 질문과 토론의 문화가

붕당정치가 있었기에 225년을 더 유지할 수 있었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다고 역사학자들은 주장한다. 붕당정치가 한참 진

고 있었다. 그들 스스로 질문과 토론 문화를 통해

행될 때는 국왕도 함부로 신하들을 어쩌지 못했

독재정권인 에도막부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었기

고 신하들은 상호간에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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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책을 시행하려 했다. 대표적인 것이 모든 세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

금을 쌀로 통일하는 대동법이었다. 그러다보니 왕

음을 말해준다. 그런 이유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도 신하들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을 건실하

친일파들 그리고 독재자들은 피지배 민족이나 피

게 유지할 수 있었으며 관리들의 부정부패도 해

독재 국민들에게 절대로 질문과 토론식 교육을

소할 수 있었다. 조선이 실제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키지 않는다. 진실과 정의가 밝혀지면 그들의

시작한 것은 붕당정치가 사라진 정조 사후다. 외

존립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척의 발호로 관리들 사이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

밝혔듯이 이를 간과한 정권이 바로 일본의 에도

고 삼정의 문란과 매관매직이 성행해 민란이 전

막부 독재정권이었다. 깨끗한 민주세력만이 질문

국적으로 극성을 부렸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서

과 토론의 교육을 장려할 수 있다. 그들에겐 감출

양세력과 일본세력이 침투하면서 조선의 몰락을

죄악이 없기 때문이다.

재촉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 분위기에서 누가 감
히 질문하겠는가! 심지어 질문이 넘쳐나야 할 학

광복 후 친일파 청산의 실패

교에서조차 질문이 없다면 사회에서는 오죽하겠
는가? 이제는 질문의 문화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광복 후 대한민국의 교육이 여전히 주입식 교육
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은 친일파의 득세와 관

질문의 가치

계가 깊다. 친일파들은 원칙적으론 이미 해방공간
에서 다 처단됐어야 옳았다. 하지만 일제에 협력

조선시대 선비계급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회복

하고 독립 운동가들을 잡아 죽이는 등 민족에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그들은 해방 후에도 이승

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사람은 무언가에서 가

만을 중심으로 한 한독당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치를 발견하면 반드시 사고와 행동에 변화를 가

일제로부터 누렸던 권력과 부를 그대로 또는 더

져온다. 한 예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전국에 흩

강력하게 움켜쥘 수 있었다. 특히 1961년 친일파

어진 문화재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력에 의한 5.16쿠데타는 4.19 혁명으로 숨죽이

어떤 시골집에 우연히 들른 문화재 전문가가 마

고 있던 친일파 세력에 날개를 달아준 사건이었

루에서 주인집의 점심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마

다. 이후 친일파 청산은 영구히 막혔으며 친일파

침 마루 아래에서 밥을 먹고 있는 개에게 눈길이

들은 이미 극우반공주의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대

쏠렸다. 개밥그릇이 범상치 않았던 것이다. 푸른

한민국의 혼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

빛이 도는 것이 귀한 문화재임을 직감한 그 사람
은 개주인에게 싼 값으로 그 개밥그릇을 얻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고 그 수치심 때

연구소에 와서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13세기쯤

문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린

만들어진 고려청자임을 알게 됐다. 그는 그 그릇

다. 친일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친일의 죄를

을 깨끗하게 닦아 박물관의 유리 안쪽에 전시해

들추는 세력이나 개인들을 빨갱이로 몰아가고 사

두었다.

회 전체를 레드콤플렉스로 몰아넣었다. 학교 교육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물건의 가치를

도 이런 역사적 맥락과 사회 분위기와 별반 다르

아는 사람은 그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

지 않다. 친일과 독재 치하에서는 질문과 토론의

그릇의 가치를 모르는 개주인은 개밥그릇으로 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었다.

고, 가치를 아는 문화재 전문가는 박물관 전시실

사람은 누구나 모여서 질문하고 토론하면 진실과

에 둔다.

정의를 깨닫게 된다. 그것이 유학에서 말하는 사

어떤 이방인이 유대인 랍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단(四端)이다. 사단에는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

“왜 유대인 여자들은 요즘 여자들 같지 않게 꽁꽁

지심, 시비지심이 있는데, 시비지심은 곧 우리의

싸매고 다닙니까?” 유대인 여자들은 만 3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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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무드원전연구소 소장 김 정 완

정숙교육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긴 치마와 긴 팔

는 질문을 받아도 당황하지 말 것은, 세상의 많고

옷을 입어야 한다. 더욱이 결혼한 여자들은 머리

많은 질문에 전부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에 스카프까지 둘러야 한다. 이런 복장 규정 때문

않는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기 바란다. 우리는 질

에 유대인 여자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

문에 모두 답해줄 수는 없다. 모른다고 솔직하게

자 랍비는 “당신은 귀한 것을 어떻게 보관하십니

답하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아는 것에 대해

까?”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선 충분히 설명해 주되 모르는 것은 그것을 잘

마찬가지로 질문도 그 가치를 알아야 사람들이

답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면 된다.

질문하거나 받을 때 귀하게 여길 줄 안다. 필자는

어떤 이가 나에게 질문해온다면 반갑고 행복하게

그 가치를 알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질문을 받아주면 된다. 그리고 질문해줘서 고맙다

지금부터 말하는 질문의 가치는 전적으로 필자가

고, 감사하다는 말도 빼놓지 말기를 바란다. 더욱

몰입사고를 통해 찾아낸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질문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

어떻게 행복과 관련돼 있는지 살펴보겠다.

다. 유대인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유월절 전날, 한 여자가 자신의 손자를 랍비

인정과 존중의 가치

니슨 텔루스킨에게 보내 질문하게 했다. 그녀는
시나몬 구입하는 걸 깜빡 해서 시나몬 없이도 하

1. 질문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질

로스를 만들어도 되는지 궁금했다. 랍비 텔루스킨

문을 한다는 것은 질문을 받는 사람을 인정하는

은 슐한 아루흐(유대인의 율법책)를 서가에서 꺼

행위다. 당신이 질문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하는

내 들더니 몇 분을 공부하느라 지체했다.

지 잘 생각해보라. 누구나 그 질문에 답해줄만한

마침내 그가 그 책을 덮더니 그 아이에게 말했다.

사람에게 할 것이다. 내가 만약 양자역학에 대해

"할머니에게 말하거라. 올해는 시나몬 없이도 하

궁금하다면 인터넷에서 양자역학의 대가를 검색

로스를 만들어도 된다고. 다만 내년에는 꼭 잊지

한 다음 그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전화로

마시고 부림절 이후에 곧바로 유월절 시나몬을

궁금한 것을 물어볼 것이다. 또한 성경에 대해 궁

사셔야 한다고 전해라." 랍비는 옆방으로 가더니

금하다면 아무나한테 물어보지 않는다. 내 질문에

거기서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와서는 "이걸 네

정확하게 답해줄 신학자나 목사에게 질문한다. 그

할머니에게 전해 드려라. 좋은 날 보내시라는 말

건 곧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도 전해주렴."

질문한다는 것은 또한 답하는 자의 의견을 경청

사실 그 질문은 슐한 아루흐에서 다루지 않는다.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왜 아

또한 랍비 입장에서는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는

니겠는가?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궁금한 것

쉬운 질문이었다. 다만 랍비는 그가 그 질문을 심

을 알려줄 사람의 의견을 결코 귓등으로 듣지 않

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그

고 온 신경을 집중해 들을 것이 분명하다. 경청은

여자와 그녀의 손자가 다음에 질문할 때 부끄러

최고의 존중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다. 따

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라서 만약 행복이 인정과 존중을 포함한다면 우

질문자가 당신에게 인정과 존중을 베풀었다면 당

리는 질문을 통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

신도 질문자에게 그렇게 대하라. 질문의 가치는

게 인정과 존중의 가치를 가진 질문을 하는데, 질

여기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찬란한 빛을 발한다.

문을 받는 부모나 교사, 상사 또는 동료가 질문을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한다면 얼마나 질문에 대해

겸손의 가치

무지한가? 질문을 받음으로써 인정과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스스로 행복을 걷

2. 질문은 겸손이다. 탈무드에서 지혜를 얻으려면

어차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허리를 굽혀야 한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 탈무

설령 질문이 어렵거나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

드 피르케이 아보스에는 “누가 지혜로운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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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다.”라고 밝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는

히고 있다. 모든 사람 중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가? 하지만 집안 분위기를 누구나 질문할 수 있

못난 사람, 어린이, 어르신 할 것 없이 모두 망라

는 분위기로 만들면 아이들은 쉽게 마음의 문을

돼 있다. 당신이 어린이에게 뭔가 묻는다면 당신

연다. 질문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격려하는 것은

은 대단한 사람이다. 질문은 겸손의 가치를 포함

소통의 기본이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

하고 있어서다.

는 사람이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고백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소통의 첫 발걸음이다.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 고백은 결코 쉽지 않

질문을 소중히 받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대

다. 부끄러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

화가 된다. 대화 속에서 경청을 해주면 소통의 가

나 잘 아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잘 모르는 자

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부모가 질문해도

리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질문은 그런

마찬가지다. 아이들에게 지시하고 강요하는 것보

낮은 곳으로 스스로 가겠다고 자원하는 것이다.

다 질문하고 자율과 선택의 자유를 주면 아이들

질문을 하려면 그런 수치감을 이겨내야 가능하다.

은 스스로 부모가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질문을 할 때 호랑이와 같

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질문하는 집안은 언

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하고 “부끄러워

제나 소통이 원활하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하는 자는 배우지 못한다.”고 일갈하기도 하지 않

다.

는가. 질문은 크나큰 용기가 필요하다. 질문을 듣
는 모두가 ‘그것도 몰라.’하고 핀잔을 주더라도 앎

진실과 정의의 가치

에 이르기 위해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행위는 겸
손한 자의 행위다.

4. 질문에는 진실과 정의의 가치도 있다. 살인 사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토라를 물로 자

건이 발생했다고 치자. 경찰관들이 어렵게 살인용

주 비유한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

의자를 잡아왔다. 수사관들이 살인용의자를 앉혀

다. 곧 겸손한 자에게 토라의 지혜가 모인다는 것

놓고 무얼 하는가? 질문할 것이다. 사건의 진실과

이다. 토라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유대인

진상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주 구체적인

들이 질문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짐작하기

질문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살인용의자의 살

가 어렵지 않다.

인혐의를 하나하나 입증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데 겸손이 한 자리를 차지한다

진실이 밝혀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용의자를

면 질문하는 자야말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겸

기소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게

손한 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질문하

될 것이다.

는 자는 겸손한 자이며 행복을 쟁취한 자이기도

정의는 진실의 기반 위에서 바로 세울 수 있다.

하다.

진실을 파헤치려면 질문해야 한다. 진실을 은폐하
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질문함으로써 은폐된

소통의 가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질문은
진실을 깨내는 도구이다.

3. 질문은 소통의 시작이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진실과 거짓, 모른

상대방의 답을 경청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니 다른

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진실을 그대로 고백

말로 바꾸면 상대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연다는 의

하면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최소한 거짓말쟁이

미이기도 하다. 왜 아니겠는가? 질문하는 사람은

라는 소리는 듣지 않는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면

답을 들어야 하기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앞으로 그 거짓말에 매여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없다. 집에서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야 하는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 그게 들통 나면

고 하소연하는 부모들이 많다. 아이들의 마음에

사기꾼이라는 불명예를 자초할뿐더러 법적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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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질

접 체험할 수 있으리라.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문을 받으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

것은 인성 좋은 아이가 창의성도 좋다는 것이다.

달리게 된다.

창의성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을 때 좋아

질문이 환영받는 사회에서는 거짓이 자취를 감추

진다.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나의 불편함으로 치

고 진실이 오롯이 그 빛을 발하게 된다. 부정부패

환할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발명품도 많이 개발

를 저지른 국가 권력은 질문을 극도로 싫어한다.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웃들을 위하는 마

진실을 은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신

음이 갸륵한 아이가 자라서 큰 리더가 되고 세상

해 질문하는 기자들을 박대하는 사람들은 뒤가

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구려도 보통 구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기자
들의 질문을 외면하거나 기자들을 피해 다니는

견제와 균형의 가치

사람을 의심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
다. 떳떳한 사람은 기자들을 외면할 이유가 전혀

6. 질문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한다. 질문

없다.

이 활발한 사회는 서로서로 견제가 가능해서 힘

진실과 그 위에 세워지는 정의가 행복과 관련 있

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상사는 부하를 질문을

다면 질문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은 물론 공동체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 반대로 부하는 상사에게

의 안녕과 평안에도 얼마나 기여하는지 충분히

질문으로 도전할 수도 있다. 왜 잘못했는지 상호

설명이 됐을 듯싶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얼마나

간에 추궁할 수 있다. 그렇게 서로 견제를 주고받

투명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신뢰의 정도에

는다면 결코 부정부패는 없을 것이다. 절대 권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절대부패하고 무서운 이유는 합리적 의심에

다.

의한 질문을 봉쇄하기 때문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악행을 저지르기 쉽다. 조

창의와 인성의 가치

선의 기획자인 정도전은 왜 왕의 절대권력을 사
간원, 사헌부, 홍문관 등의 대간들을 통해 견제하

5. 질문은 창의와 인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위

는 정치시스템을 만들었을까? 왕은 세습되기 때

를 둘러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인공물들이 과연

문에 훌륭한 왕도 나올 수 있지만 형편없는 왕도

누군가의 질문 없이 만들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아

나올 수 있다. 형편없는 왕이 나올 때가 문제다.

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접하는 모든 인

왕의 폭정을 막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

공적인 산물들은 누군가의 질문에 의해 만들어졌

해서는 당대의 엘리트들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다.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 개발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신하들은 옳은 말을

된 것들이다. 그 인공물들은 또한 끊임없이 업그

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기도 했다. 왕의 명령에 고

레이드된다. 누군가가 이보다 더 좋게 만들 순 없

분고분하지 않았다. 조선의 벼슬아치들의 왕에 대

을까? 하고 질문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없는 새로

한 도전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잘 알 수 있다.

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지만 세상에 없

지부극간(持斧極諫): 비록 도끼로 찍혀 죽어도 왕

는 새로운 이론, 새로운 발견도 마찬가지다. 어느

에게 한 말은 한다.

것 하나 질문 없이 이뤄지는 건 없다. 따라서 창

순지거부(順志拒否): 왕의 말이 옳지 않으면 비판

의성과 질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여 바꾸도록 해야 한다.

질문과 인성은 이미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정과

왕의 말에 토를 단다는 것은 다른 왕조 국가에서

존중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인간 상호간 질문

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선에서는 매

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인격을 존중할 수 있다.

우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왕의 전횡만큼 백

자녀들에게 질문해보라. 그리고 질문을 귀하게 받

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도 없다는 인식이 이미 정

아보라. 아이들의 인격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직

도전에 의해 자리 잡혀 있었고 그는 그것을 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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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 신하와 신하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해결

한 길에는 행복이 없다. 질문은 우리를 행복의 반

하려고 했다. 그러려면 반드시 언로를 열어야했고

석 위에 올려놓는다.

조정에서는 질문과 토론이 보장돼야 했다. 가정에

이외에도 질문에는 정말 수많은 가치가 있다. 정

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서도 질문과 토론의 문

체성, 변화와 도전, 민주주의, 리더십, 초월성과

화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다.

무한성, 지식과 지혜, 생명의 역동성, 도전, 자존
감 등 다양하다. 이런 모든 가치들을 모두 설명하

생각의 씨앗

기에는 지면이 너무나 부족하다. 다만 중요한 것
은 질문이야말로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매우

7. 질문은 생각을 촉진한다. 질문은 생각의 씨앗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이다. 질문을 하면 생각을 자극한다. 누구나 질문

원동력으로서의 질문은 개인과 사회의 행복의 기

을 들으면 답을 찾으려고 자동적으로 애쓰기 때

반이라고 생각한다.

문이다. 실제로 질문을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질문은 성공으로도 이끈다. 유대인들은 질문으로

생각을 깊게 하는 효과가 있다. 질문 만들기를 해

대단한 성공을 거둔 민족이다. 세계 무역을 장악

본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다. 한 단어, 한

한 계기가 바로 토라에 대한 질문이었다. 유대인

문장을 놓고 20-30개씩 질문을 만들다보면 그

들은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한 후

단어, 그 문장과 관련된 수많은 의문들이 질문으

로 1948년 5월 14일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이

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옆 사

스라엘을 건국하기까지 약 2500년 동안 나라가

람과 하브루타 토론을 한다면 상대방의 다양한

없이 떠돌면서도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유지하

생각도 함께 들을 수 있으니 내 생각과 융합하여

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크나큰 성공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기 일쑤다.

을 이루기도 했다. 그 전통 가운데 하나가 토라에

독일의 유대계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철학자가 유

대해 질문하는 레스폰사(Responsa) 관습이다. 이

대인의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수용소에서 일한 독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일인 부역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서 비롯된 관습이다. 율법을 지키려면 토라를 배

수 있었는가를 설명할 때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

우고 이해해야 했는데 추방과 이산의 세월을 살

념을 사용했다. 독일인 부역자들은 상부에서 시켰

아야했던 유대인들이 토라에 대해 질문이 생길

으니 그런 일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한나

때 그 질문의 답을 얻는 길은 고명한 랍비에게

아렌트는 상부의 명령을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질문지를 보내서 그 답을 편지로 받는 길 외엔

것이야말로 악이라고 규정했다. 그 부역자 중에서

없었다. 그래서 AD 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세계

과연 사람들을 독가스로 대량 학살하고 아무런

로 흩어져 디아스포라를 형성한 유대인들은 지구

죄 없는 유대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토라에 대한 의문을 해소

옳은가? 라는 질문을 한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기 위해 고명한 랍비와 편지왕래를 했다.

부역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 안에 엄청난 갈등

처음에는 편지에 토라에 관한 질문 목록을 보냈

이 일어났을 것이다. 예상컨대, 십중팔구는 그 일

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은 질문과 함께

을 그만두거나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을 것이다.

그 지역 경제정보를 함께 적어 보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이런 정보였다. “여기는 흉년으로 곡물 값이 단위

정신을 말살하고 각종 부정부패와 조작에도 아무

무게당 얼마입니다. 여기는 금 1kg에 은 5kg을

생각 없이 대통령의 명령이니까 따랐다는 변명은

바꿔줍니다.” 랍비는 전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

너무나 구차하다. 자신이 로봇인지 아닌지 스스로

이 질문과 함께 보내온 경제정보를 모아서 유대

살펴볼 일이다. 질문하는 자는 생각하고, 생각하

인 상인들에게 주었다. 그 유대인 상인들은 그 정

는 자는 옳은 길을 찾는다. 행복도 이와 마찬가지

보를 바탕으로 무역거래를 해 막대한 차익을 남

다. 옳은 길에 행복이 존재한다. 부정한 길, 불의

겼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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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아주 일찍부터 전 세계 무

이제 글을 마치고자 한다. 하브루타를 배우려면

역을 장악했다. 유대인의 경제사를 살펴보면, 유

반드시 질문을 잘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하브루타

대인들이 거주하는 나라는 흥하고 빠져나가면 망

과정 속에는 반드시 질문을 만들어보고 서로 대

하는 역사를 반복했다. 스페인이 그랬고 네덜란드

화 또는 토론해보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하

와 영국이 그랬다. 그 유대인들이 현재 미국에 있

브루타를 적용한 가정과 학교 및 단체가 매년 늘

으며 가장 많이 모여살고 있는 도시가 뉴욕이다.

고 있다. 하브루타의 매력인 질문에 푸욱 빠졌다

현재 세계 최대의 무역항은 뉴욕이다. 역사적으로

는 이들의 후기도 들려온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세계 최대의 무역도시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

책 섹션에 하브루타를 검색해보면 하브루타 관련

살았다. 그곳을 중심으로 세계무역을 독점하며 부

서적들이 매우 많다. 지난 4-5년간 일어난 변화

를 불려왔다. 유대인의 무역독점, 경제독점은 어

다. 필자는 하브루타운동을 처음 전성수 교수와

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 유대인 네트워크의

함께 시작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

시작이 토라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질문의 문화가 형성된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투

이 매우 특기할만하다.

명하고 소통이 잘되며 진실과 정의가 강처럼 흐
르는 사회가 될 것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질문

결론.

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일부터 소통에 이르기
까지 질문의 쓸모는 매우 다양하다. 그런 과정의

질문의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결과로서 우리는 성공도 할 수 있고 행복감도 느
낄 수 있다. 필자는 언제나 질문의 문화가 보편화

이제까지 유대인들의 행복의 원천인 율법과 그

된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안에 들어 있는 구체적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철
저히 배워야 하고 배우려면 반드시 질문해야 한
다는 사실을 밝혔다. 질문에는 또 다양한 가치들
이 있어서 질문만으로도 얼마든지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혁신이 가능함을 주장했다. 필자가 보기에
율법 그 자체도 복의 근원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
는 과정에서 그 율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복이다. 우
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는 율
법과 상관없는 민족이다.
유대인들에게 질문은 신을 닮아가는 경지에 이르
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우리에게 질
문은 자기계발과 사회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
다. 질문의 문화가 확산된다면 우리는 더욱 더 민
주주의의 참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유 토론의 장
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려면 질문의 문화가 보편
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개인과 나라의 행복이
질문의 문화를 바탕으로 더욱 증진될 수 있음을
자신한다. 이미 우리는 유대인 못지않은 질문을
토대로 한 붕당정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것을 회복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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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Ⅰ. 행복수업의 필요성

미래사회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
며 개방적, 그리고 협업을 통해 비판적 사고, 의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는 이전사회와는

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을 골고루 갖춘 인재상의

다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사회는 사회와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경제의 변화가 빠르게 변하고 학문간 융합으로

질문중심수업을 통해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새로운 학문이 출현하여, 개인에게 있어서 고도의

유도하는 하브루타 수업이 좋은 교수법이라 할

인지능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회적 상황과 시

수 있다.

대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고, 다양한

하브루타는 ‘짝과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

영역의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와 독

하고 논쟁하는 것’을 의미한다(전성수, 2014). 정

창적인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답위주의 학습법에서 학생 스스로가 만든 끊임없

있다. 미래에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는 변화를 인

는 질문과 대답의 순환 속에서 학습 과정자체에

지하고 따라잡으면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몰두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교육법으로 학생 간

하기에 지식, 역량, 태도를 갖추면서 분석적이고

상호작용이 촉진되어 교우관계가 원만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가

긍정적인 교실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필요하다. 지식기반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지식과

할 수 있다.

정보가 공유되고 확산, 재구성되면서 상생발전하
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

정보화 사회에서 창의, 감성, 욕구가 요구되는

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스마트사회로 가기위해 학생들은 지식의 전문성

은 중요하다.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을 확보하고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은 한 개의 질문에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문제의 본

사고를 통해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질, 성격 등을 파악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

미래의 인재는 지식을 단순히 외우고, 기억하는

상황 등을 바라보고 합리적이고 냉철한 마음가짐으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에서 새로운

로 중립성을 지니면서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학생들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로 하여금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논

그래서 이를 배우고 훈련하는 방식도 기존의 암

리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며, 의사 결정시 효율적

기 위주, 지식전달 위주의 학습과는 다른 방법이

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중

요구 되고 있다. 지금의 교육의 현장이 더 좋아지

요하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은 그 어떤 세

려면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일방적 강의에

대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창의적 생산을

서 상호작용하는 협력학습으로, 사실과 원리의 초

할 수 있는 독창적이면서 창의적 사고를 통해 문제

점을 둔 이론교육에서 질문과 문제해결력을 가지

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창의적 문제해결

는 실제교육으로, 학교중심학습에서 실생활중심학

능력은 학생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습 등 새로운 학습방법을 강구하면서 균형을 찾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 사이의 차이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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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지적이며 창의

된다. 지식전달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 참여형 수

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이석재 외, 2003).

업이 학생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고 다

전성수(2014)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육이 희

양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논리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망이고, 공부의 방법만 바뀌어도 국가의 미래가

하는 능력을 기르는 가운데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달라진다고 하였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행복

협력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관계를 통해 협력적 자기

한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기에 학생들이 행복한 생

효능감도 높아지게 된다.

활을 영위하도록 행복교육에 대한 방법과 실천이 중

학생 스스로가 지식을 재구성 하고 주체적이면서

요하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기 위해서 학습자중심 질문수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

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문하고 대화, 토론하는 수

하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미래의 삶에도

업이 학교현장에서도 정확한 인식과 함께 실제적인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주는 역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교실 속 아이들에게 행복한 수

할을 감당해야 한다.

업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지식교육에 초점이 맞추

Ⅱ. 학생들이 행복해야 하는 이유

어져 있어서 학생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소홀이
하였다. 우리는 이제 삶과 교육에 대해 분리할 수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럼에도

가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정보화 시대를 지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이다.

나 IT, BT, NT, CT의 융합시대를 맞이하는 즈음

우리가 왜 행복지수가 낮을까? 2015년에 OECD

에 교육에서 긍정심리학의 접근으로 행복을 말하

가

고 있다. 삶은 더 윤택해 지고 편리해 지지만 개

Statistics 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

인의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을 깨닫고

률은 11년 연속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나서 교육에서 행복을 찾아보게 되었다. 행복교육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도 OECD국가(35개 회원국)

을 위한 교육과정 방향 연구에서 학생들이 교과

중 29위이다(OECD, 2016). 이러한 사실들은 더

내용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

나은 삶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에도

거나, 행복교육을 위해 교육 내용과 수업 방법상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

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지는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현실을 잘 보여주

발표한

‘건강

통계

2015(OECD

Health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비교과 과목 같

고 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2016)에 따르면,

은 경우 학생들이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잠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는 2015년을 제

자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

외하고 7년 동안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다. 그러나 하브루타 수업을 시행한지 4년째를 맞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건강 실태 조사에서 우리

고 있는 벌교고등학교의 경우는 다른 인문계 고

나라 청소년의 10명 중 4명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학교와는 사뭇 다르다. 3학년 교실에서 생활과

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질병관리본부,

윤리의 과목을 학생들이 친구 가르치기로 수업을

2015). 성적 및 진학문제가 많은 영역을 차지하

진행한다. 배워야 할 부분을 서로 설명하고, 교사

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환경

처럼 가르쳐주기를 하는데 반 전체 학생들의 모

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 많다.

습은 즐겁고 열정적이며 무엇보다도 학생의 이해

그동안 행복을 긍정심리학에서는 주관적 안녕

도와 집중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수

(Subjective

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행복수업이 무엇인

(Psychological wellbeing)에서 행복으로 보았다.

지를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배움의 과정에서 능

이제는 단순한 삶의 만족을 넘은 번성(Flourish)

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감각을 많이 사용하며

의 개념으로 행복을 확대시키고 있다. 긍정심리학

학습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더 잘 배우게

의 대가인 Seligman 외(2009)에 따르면, 행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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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은 긍정적 정서, 몰입, 삶의 의미, 성취

성하여 질문을 만들고 토의·토론으로 진행하는 협

그리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의 경험을 통해

동학습수업, 거꾸로수업, 프로젝트수업 등 다양하

행복이 증진된다고 보았다. 자신의 강점을 찾아

게 연구된 수업은 학생들과 선생님을 즐겁고 행

삶을 풍요롭게 하여 즐거운 기분을 느끼며 일에

복하게 이끌어줄 것이다.

몰입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행복

Ⅲ. 행복수업에 대하여

경제학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보던
관점에서 변화하여 국민 총행복(GNH)을 기준으

1. 학습자 중심 질문

로 삼고,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 등 행복을 나타

학습자 중심 질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는 지표가 국가경쟁력 지표 중 하나로 포함되

사고기능을 이용하여 기억하고, 이해하였던 사실

어 있다는 점을 통해(IMD,2016), 개인적, 사회적

들을 적용, 응용하게 해 주는 것이다. 수업 중에

측면에서 행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내용

국가의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

을 재해석 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증진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 질문이 필요하다. 질문을

행복은 뇌의 기능과 호르몬과도 관계가 있다.

통해 대화를 함으로써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수록 전뇌의 다양한 감정

고 의사소통을 능동적으로 하게 된다. 듣기만 하

발달이 풍부해지도록 하여 행복을 느끼게 한다.

는 수업보다는 질문으로 대화하며 수업에 참여한

전두엽은 인간성이나, 도덕성, 판단능력, 사고능력

학생들은 자신의 말을 표현하는 법과 타인의 말

을 관장한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주변의 일을

을 잘 경청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판단하며, 나아가 행복한 삶을 위한 회로를 구성

말을 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세레토닌은

하게 되고, 반성적 사고까지 하게 되면서 메타인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충동성을 조절하고, 공격성

지도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을 조절하여 장기적인 행복한 삶을 지원한다. 나

교사의 질문에 답하는 것 보다 학생 스스로가

선형 상승에서 행복이 미치는 효과는 크다. 긍정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해 수준을

정서를 느낄 때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높여주고 또 이해수준이 높아지면 질문을 더 깊

행동과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도전적이고 탐

게 확장시킬 수 있다.

색적인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그 결과 더 많은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업 중에 질

능력을 터득하여 긍정정서가 더 확장되고, 더 많

문 노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질문노트에 자신

아진 긍정정서는 더 높은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

이 알고 싶은 것, 호기심이나 궁금한 것을 적어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행복교육은 어릴수록

면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된다. 스스로 찾아보고 알

좋다. 어릴 때부터 긍정적 사고를 갖고 어려움이

아가는 진짜 자기주도학습이 된다.

닥쳤을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면 미래인재
를 키우는 자원될 것이다.

학생이 학습목표와 주제를 가지고 교과서를 공
부하게 되었을 때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질문을

행복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하는

할 수 있다. 텍스트의 내용에 대해 지식과 이해정

수업으로 교사의 행복한 수업에 대한 관심과 수

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답이 있는 질문과 텍스트

업방법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미래의 인재양성

의 내용을 깊이 알아가기 위한 질문으로 정답이

을 위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

본문에 있기 보다는 배경지식과 맥락을 파악하기

어야 한다. ‘교육은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위한 정보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실제 생활에 적

계시다. 우선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것부터 행복

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답이 없는 질문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여러

이 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은 주어진 내용을 중심

가지 방안을 시도해 보기도 한다. 교과서를 재구

으로 만들기에 질문을 생성하는 과정 중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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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인지 할 수 있다. 정답
이 없는 질문은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는

수업시간에서 선생님의 발문이나 학생의 질문

만들기 어렵고 학습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은 모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선생님의 발문보다

물론이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동원하여 다양

학생의 질문이 학생으로 하여금 동기부여, 자율

한 생각을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식을 연결, 통

성, 적극성, 능동성을 갖게 하여 수업의 극대화를

합해 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학습내용을 더 심

이루게 해 준다.

화시켜주는 효과도 생기게 된다. 질문을 만들려고
의도적 노력을 하는 중에 주제를 선택하고 특정
한 내용이나 특징에 집중함으로 지적, 정의적 긴
장과 함께 사고의 재구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2. 학습자중심 질문수업과 비판적 사고성향
학생이 수업에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자
신의 배경지식과 관련하여 교과 내용을 재구성을 하
게 된다. 이때 학생은 학습과제나 주변 현상을 바라

수업 중에 만든 학생 질문 노트

보는 비판적 의식이 성장하고, 호기심, 탐구심으로
이어져,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수업 중에 선생님의 개방적인 질문은 학생의 비판
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선생님질
문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생성한 질문은 초인
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사고력 향상에
도 도움을 준다(Dillon, 1986).
비판적 사고성향은 사고 기능뿐 만 아니라 사고
성향으로 지적열정,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 공
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비판적 사고 기능은 주로 객관적 근거에 의해 대상
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의 절차 및 방식과 관련
된 능력인 반면에, 비판적 사고성향은 항상 비판적으
로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태도와 습관, 경향성을 뜻한
다. 비판적 사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 또한 중요한 영역이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개
인적 태도와 습관으로 복합적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시키
며, 다양한 상황을 분석, 비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
록 한다.
교실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을 잘 듣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질문이 중요하다고 인식
하여야 한다. 질문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
에 도전하지 않는 학생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을 배우지 못하고, 또한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기를
수도 없을 것이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정보 전달자
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탐구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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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문을 만들고 짝과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식,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역량'이 필요하

자신의 생각만이 아니라 짝의 생각을 들으면서

다.

습관적으로 이유를 묻게 되고, 잘 알고자 하는 근

(Creativity),

거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래서 길러지는 비

Skill),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협업

판적 사고와 사고성향으로 학생들은 점점 열린

능력(Collaboration)이다. 위 네 가지 역량은 모두

마음, 열린 생각을 갖게 되면서 판단에 신중하며

우리가 4차 산업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제에 닥쳤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체계적, 합리적이게

을 때 그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된다. 학생들은 짝토론 모둠토론을 통해 자신이

주는 능력이면서 이 능력을 통해 우리는 기존 지

주장하는 것에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길러지

식을 최상의 정보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것이

면서 주어진 주제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게 된다.

다.

21세기

인재의

핵심

역량은

창의력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학습자중심 질문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사실과 정보를 기

고성향을 증대시키고, 사고력을 요하는 생각하는 수

억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한

업, 사고를 습관화 하는 수업이 되게 해 준다.

고차적 사고력이 중요해졌다. 더구나 지식 기반, 창
의성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미래의 핵심역량의 하나
로, 사회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요구

친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의견교환하기

되고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일상생활에서 발
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
은 주어진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재
정의 해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추측하
고 가설을 만들어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문제해결의 주요 과정은 문제 상황의 수용, 상황의
분석, 원인 발견, 해결방안 탐색, 최적의 해결방안
탐색, 선택 방안의 실천, 행동 평가의 순으로 나타난
다. 문제해결능력은 문제 상황 속에서 학생이 해결해
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설정하고 그것을 수행해가는 고
등정신능력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
여 이를 올바로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이다.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비 구조화된 방법으로, 수
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가 모두 필요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요구되며, 이런 과정에서 창의적 문제해
결력은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방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창
의적 문제해결능력은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필요하

3. 학습자중심 질문수업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다.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위해 문제에 대한 인식과

21세기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의 양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관점의 사고를 하

다 기존의 지식들을 융합하여 한 단계 발전된 지

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해결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647

특별기고 38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행복수업 실천 방안

해야 할 문제의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객관적

려운 과제에서도 노력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된다. 협

기준으로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력적 자기효능감은 협력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질문을 해

것이라고 믿음으로 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야 한다.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직접적인 활동으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학생 개인의 믿음이다.

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이러한 문

협력학습과 프로젝트기반학습으로 인해 협력의 중요

제는 인지적 맥락에서 의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성이 강조되면서 학생이 협력활동에 대해 느끼는 효

러한 인지적 활동이 질문이다.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

능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서는 사고하는 패턴을 질문의 형식으로 바꿔 보는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팀의 목표

것이다. 학습자중심 질문수업을 통하여 교실의 현장

를 위해 꾸준히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또래와의 상

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호작용 과정 중에 의사소통능력이 함양되며, 학생들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다양한 질문기법을 활용

이 서로 모르는 내용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학

함으로써 문제 간의 관계, 문제와 그 원인과의 관계,

습을 공유하면서, 학습활동에 더 매진하게 되는 것이

문제와 해결안과의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다

다.

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고 친구에게 설명하는 상호

것이다. 그러는 중에 토론식 수업은 학생이 창의적이

작용을 통하여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 추론, 통합 하

고 비판적인 문제해결력과 정확한 문제 인식 능력,

게 된다. 교실 속의 상호작용 학생들의 인지수준이나

상호 의사소통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탐구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
여하게 하여 학업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중에 협력활동을
수행하면서 모둠원들과 성공적인 팀 과제를 할 수
4. 학습자중심 질문수업과 협력적 자기효능감

있다. 개인학습에서 자기효능감이 학습결과에 영향을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끼친다는 연구에 이어, 협력학습에서 협력적 효능감

위해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

이 개인과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영향을

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주고, 학습과정 및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

개인은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선택한 행

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동은 오랫동안 지속되며, 다른 행동에도 전이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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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만들어, 서로 짝 토론, 모둠 토론을 통해 상호

학교 수업에서 학생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방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구성원 간 도움을 주고받으

법이 시도되고 있다. 하브루타수업, 협동학습수업,

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거꾸로 수업(플립러닝), PBL(프로젝트)수업 등이

최종산출물을 정확하게 완성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있는데 그중 하나가 토의·토론 수업이다. 토론수

서로를 믿고 격려하는 가운데 학습동기를 높이고 긴

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하브루타 수업을 도입

장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만든 질

있다. 학생들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

문으로 둘씩 짝을 지어 질문과 대답, 반박을 주고

원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교

받으면서 하브루타를 한다. 짝 토론을 통해서 서

환하고, 아이디어를 명료화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경

로 다른 의견을 수렴하거나, 다양한 관점을 가지

험한다(김혜경, 2015).

게 된다. 짝 토론 후 둘씩 짝을 지어 두세 팀이

학습자중심 질문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상호작용과

모여 모둠 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한 질문씩 제시

정에서 선생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두가 책임감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가지고 학습을 스스로 계획, 관리하고 조율해 나가면

것이다.

서 서로를 격려하고, 팀 프로세스를 촉진하며, 구성

참여형 수업으로 교육과정이 재구성되면서 교

원들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해준

과서를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교과서로 배우는

다.

수업으로 바뀌었다. 학생들의 수업은 교과서를 통
해 서로 질문하고 토의·토론을 하면서 의사소통이

상호작용 속에 높아지는 협력적 자기효능감

나 협업능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
다.

그동안 질문중심수업이나 토의·토론 수업을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충분한 시간
이 확보되지 않아 교과서 진도를 나갈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공부할 분량은 많은데 질문중심 수업
이나, 토의·토론식 수업으로는 도저히 그 많은 양
의 진도를 나갈 수 없기에 속도 면에서 느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한 주입
식 공부와 학생들 스스로 배움의 공부와는 별개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볼 시
간이 없다면 점점 사고력이 떨어져 심도 있는 공
부를 하기가 어렵다. 질문중심 토의·토론 수업은
의사소통을 순조롭게 하면서 타인에게 쉽게 자신
의 의견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타인의 의견
을 경청하는 대인관계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학생참여 중심 수업을 학부모와 함께 참관한
김상곤 부총리는 “1만 2726시간에 달하는 초·중
등 수업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
들이 어떤 인재로 성장할 것인지가 결정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5. 학습자중심 질문수업과 토의·토론 수업

초중등 교육에서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2015 교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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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이 거꾸로 수업, 하브루타 토론으로 발전해
나갈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Ⅳ. 사례
2017년, 2018년 2년 동안 각화초등학교에서 1

짝 토론, 모둠 토론, 피라미드 토론

학년부터 6학년 전교생을 중심으로 2시간을 블록
수업으로 해서 8회기로 담임선생님과 수업을 해
야 할 교과서의 진도에 대해 사전협의 한 후 ‘질
문 중심 토론 수업’을 하였다. 교과와 연계한 국
어, 수학, 과학, 미술 수업을 질문 만들고, 짝과
토론하고, 모둠 토론하면서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었다.
첫 1회기는 학생들에게 하브루타에 대한 전반
적인 이론 설명과 질문 만들기 훈련과

간단한

토론을 하도록 구성하였고, 나머지 7회기는 교과
와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기억나는 것’, ‘느
낀 점’, ‘궁금한 것’의 질문을 만들고 친구들과 토
론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수업이었다. 회
기를 거듭 되는 중에 아이들이 서로의 의견이 다
를 때 자기의 주장만 하지 않고, 조금씩 개방적이
고 유연한 사고를 하면서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
하는 모습이 보였다.
5학년 국어 수업 중에 ‘내용을 추론하여 글을 읽
는 방법을 알아봅시다’에 교과서의 글을 읽고 추
론할 수 있는 내용을 써 본 후에 각자 질문 만들
기를 하였다.
추론하며 글을 읽고 질문 만들기
토의·토론 수업으로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대
학교에서는 두 사람이 의견을 모으고, 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모두 네 명이 함께 토론을 거쳐 합
의를 모으고, 다시 4대4, 8대8 과 같은 식으로 인
원을 배로 확장시키면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마치 피라미드처럼 의견을 모아
나가는 역피라미드 모양의 토의·토론을 진행한다.
1:1 짝 토론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100% 모든 학
생들이 토의·토론에 참여하게 되어 소수집단과 다
수집단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자유롭게 발표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요약하는 방법과 다른 친
구들과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게 되고 의견을 수
렴하고 정교화 해가는 과정을 통해 집중하는 효
과가 있어서 참여 동기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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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들기 후 짝 토론

각화초등학교 교육대상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212명에게 수업에 대한 인식검사를 하기위해
설문지를 받아 통계처리를 하였다. 수업에 대한
인식에는 크게 6가지 영역과 하위영역들이 있다.
학습증진의 하위영역은 이해, 정리, 기억, 선수학습
짝과 함께 질문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
에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궁금한 내용이 무엇인지
를 알아보고 가장 많이 공감하는 질문을 가지고
모둠토론을 하였다. 추측하여 글을 읽을 때에 좋
은 점으로 ‘친구와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과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퀴즈를 내고

이해와 예습 및 복습, 수업태도에는 흥미와 집중, 학
업 성취도 기대감, 상호작용의 하위영역은 경쟁, 설
명활동, 친밀도 변화, 동료학습 효과, 참여도이고 질
문 및 답 생성으로 설문지가 구성되었다. 학생들의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후 차이
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야기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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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017) 주민참여예산 결과 보고서

기대감 차이

예습 및 복습 차이

4
3.5
3
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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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1
0.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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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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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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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증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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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3.5
3

3.5
3

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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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
1

0.5
0

0.5

전학습증진

후학습증진

0
전 상호작용

수업태도 차이

4.5

후 상호작용

질문 및 답 생성 차이

4.5

4

4

3.5

3.5

3

3

2.5

4.15
3.36

2.5
2

1.5

1.5

1

4.3
2.83

1

0.5

0.5

0
전 수업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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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이런 삶을 위해 학생들을 교육으로 준비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개인의 잘삶은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질문중심 토론수업을 하기 전보다 수업

지식 중심의 교육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을 한 후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서 이 수업이 학교에

원하는 바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즉 개인의 삶이

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앎’에서 ‘삶’으로 전환되어야 행복한 삶이되기 때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발견

문이다.

해 갔고, 이를 옆에서 안내하고 도와주면서 발판화

미래시대의 인재는 알고 이해하고 있는 지식과 연

역할을 한 선생님 또한 의미 있고 행복한 수업이었

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행동하고 공

다.

동체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인성을 갖춘 메타인지 학
습자들이다. 교육은 이런 학습자가 미래사회를 주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

Ⅴ. 결론

을 기르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배움 자체를 목적으로 그 과정에서 재미와 흥미,

기존의 공부가 듣고 적으면서 하는 공부였다면 4

그리고 만족감을 느낀다면 교육은 행복 그 자체가

차 산업시대의 공부는 질문하고 토론하는 공부여야

된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익히며 자

하고, 혼자서 책과 씨름하는 공부를 친구들과 말하면

신이 하고 싶은 것을 경험해 나간다면 학생들은 적

서 하는 공부로 또, 정해진 정답을 이해하는 것이 아

극적으로 배움에 참여하고 몰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니라 다양한 해답을 생각해 보는 공부여야 한다.

공부를 ‘무엇인가 배우는 것’ 보다 ‘각자가 가지고 있

질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뇌는 긴장을 하면

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서 호기심을 갖는다.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관심을

수 있을 것이다. 질문과 토론을 통해 배우는 수업방

갖게 되고, 관찰을 하면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식이 훨씬 사고를 더 폭넓게 확장시킨다. 또한, 짝과

된다. 궁금한 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질문은 자연스럽

함께 활동하며 배려와 협력을 배우는 수업이기에 참

게 많아지게 된다. 학생 스스로 알고 싶어서 계속 질

여도와 집중도가 높아지게 된다. 세계의 명문고나 대

문하고 공부하게 된다면 교사나 부모는 알고 있는

학은 질문을 통한 대화, 토론의 공부를 더욱더 지향

지식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아도 된다. 따로 해줄

함으로써 토론 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고, 토론

것이 거의 없게 된다. 궁금한 것을 스스로 찾아보는

문화는 다시 질문의 공부를 강화시켜서 세계 최고의

노력을 통해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갖게 되고 더 어

명문학교가 될 수 있었다.

렵고 힘든 것이라 해도 도전해 보려고 할 것이다. 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행복수업은 학생이 중심이

리나라는 공부하기 위해 토론을 하지만 유대인의 부

되어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질문하고, 대화하고,

모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자녀들과 대화하고 토론

토론하면서 실천하는 수업이다.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관계가

행복한 인재,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좋아지게 되고, 서로 행복한 관계가 된다. 그래서 모

행복을 위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연구되고, 발전하고

르는 것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대화

있다. 우리는 시대 흐름에 걸맞는 교육방법과 정책을

하고 토론하는 과정 중에 즐겁고 행복한 학습이 이

통해 핵심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길러지도록

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재미있고, 의미가 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으며, 몰입하는 즐거움을 주는 공부가 되어 한 개의
질문에 백가지의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하는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아이들이 되는 것이다.
존 화이트(2011)는 「잘 삶의 탐색」에서 학교
교육의 목적을 ‘개인의 잘 삶’이라고 하였다. 가치
있는 활동과 관계에서 자율적이며, 몰입하는 삶을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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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39
하브루타로 열리는 행복한 사회수업
-학력과 인성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김 연 정 | 대구 화원중학교 교사
Ÿ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학
Ÿ 우곡중학교 교사
Ÿ 성주고등학교 교사
Ÿ 칠곡 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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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연구실적 및 수상 >
수업우수교사 교육감 표창
스승의 날 모범교사 교육감 표창
제 11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2등급
제 16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1등급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 1등급(2013)수상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 3등급(2008)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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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인성 두 마리 토끼를 잡다
하브루타로 열리는 행복한 사회수업
김연정 | 대구 화원중학교 교사
학교현장에서 하브루타를 적용하여 수업을 한지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곧 자기주

도 벌써 4년이 흘렀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도적 학습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다. 하브루타

정말 옳은 것일까? 하브루타 수업이 우리가 원하

를 통한 수업은 고등사고력 뿐만 아니라 창의력,

는 정답일까? 매일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그러나

논리력, 남을 설득하는 능력, 경청하는 배려의 정

그 많은 고민과 좌절 속에서 하브루타를 놓지 못

신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교실 속에서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

학생들 때문이다. 하브루타로 수업을 하는 동안

일 것이다. 교과수업을 통하여 학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창의성 더 나아가 그 모든 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이것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최선은 확실하다는 믿

이루어질 수 있는 하브루타는 우리가 요구하는

음이 생긴다. 강의가 아닌 학생의 질문으로 수업

이 시대 최고의 수업방법임이 분명하다.

이 채워지는 하브루타는 늘 수동적인 자세에 익
숙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업방식이

현재 중학교에서 하브루타 수업을 위해 다음과

었다. 하브루타를 실제 교실현장(사회교과)에 접

같은 3가지 맥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목하여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
들어주다 보니 학생들은 수업 내내 주인공이 될

첫 번째,질문중심의 수업 구성이다. 30분은 하브

수 있었다. 가끔 컨설팅이나 연구수업에서 많은

루타, 20분은 교과내용정리를 하였다. 하부루타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을 보시고 학생들끼리 질문

자료를 주고 30분 동안은 짝과 함께 질문과 대화

을 하면 정답은 누가 가르쳐주느냐? 라고 자주

를 하고(1:1하브루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질문

물으셨다. 하지만 이 수업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

을 교사가 5~6개 선정한 후 교사와 학생들과 함

니라 질문과 대화를 통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께 하브루타(전체 하브루타)를 하였다. 하브루타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 목적이 있다.

주제는 교과서의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활용할
수 도 있고 단순히 교과서의 지문을 5문장을 줄
수 도 있다. 나머지 20분은 교과내용을 간단히 요
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학습지 말미에 정리해
두었다. 특히 이것은 각종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
록 하였다.
두 번째, 친구 가르치기이다. 1:1 짝과 함께 소
리 내서 친구를 가르치듯이 공부하는 것이다. 말
하면서 공부하다보면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어
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스스로 알 수 있다.이것
이 메타인지이다. 메타인지의 활성화로 학습효과
는 기존 강의식보다 9배가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잘하는 학생은 더

자기가 궁금해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자기가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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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잘하게 되고 못하는 학생도 친구에게 배우게

대구 화원중학교 교사 김 연 정

됨으로써 즐겁고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어 참여

더 멋진 모습을 보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가장

도증가는 물론 학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중요

좋았던 것은 참여 학생들이나 앉아서 듣고 있던

한 개념이 많은 단원이거나 어려운 개념, 혹은 수

학생들 모두 너무나 즐거워했다는 것이다. 학생들

능에 자주 출제되는 차시의 수업에서는 친구 가

은 이 대회를 통해 공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르치기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교사가 강의식으로

교사라는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

설명을 하게 되면(거의 대부분의 교과 및 학교에

험의 장이 되기도 했다. 또한 대내상수여를 통해

서 그렇듯이)학생들은 그 순간에만 기억을 하거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될 경우엔 대학 입학시에도

나 이해를 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

큰 이점이 되는 것이다.

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수업을 중고등학교 모두 적용하고 있었

(말하는 공부법)를 통해 학습효과가 매우 높아졌

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문의를 주신다. 평

으며 그것은 각종 평가에서 결과로 나타나 어떤

가는 어떻게 하며, 어려운 점, 혹은 수업시간에

학반은 한반의 50%가 1등급의 결과를 가져오는

교사의 역할 등 하브루타를 적용하기 위해 고민

놀라운 경험도할 수 있었다.교사 역시 친구 가르

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치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는
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피드백이 될 수 있었다.

하브루타로 열리는 행복열매 1. 배려와 이해
소리 내어 생각하기 (thinking out loud)는

세 번째, 각종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다. 하브루타
의 핵심인 질문하기 및 말하기를 통해 스피드 게
임, 친구 멘토링, 수행 평가 등 다양한 형태로 응
용할 수 있다. 특히 수행평가의 경우 가장 어렵거
나 중요한 교과주제를 2~3를 선정하여 교사 앞에
서 설명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기위
해 오랜 시간동안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게 되

둘이

서 짝을 지어 말을 하면서(소리를 내면서) 공부
하는 것이다. 하브루타와 같이 짝을 이루어 함께
공부하고 이때 반드시 소리 내어 설명해야 한다.
소리 내어 설명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조용히 혼자 공부할 때 보다 뛰어난 학습
효과를 가진다.

어 저절로 공부가 되며, 교사는 수행평가시간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 이었다.고3수
업 혹은 보충 수업,그리고 중간기말고사 직전에
적극 활용하기를 추천하고 싶다.
네 번째,창의활동이다. 매 수업시간마다 학생들
은 질문을 10개 이상씩 쏟아내고 친구와의 질문
과 대화를 통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다.한
학기동안 자신이 쏟아낸 질문을 모아 책을 출판
하기도 하고(하브루타 출판기념회),질문을 모아
액자를 만들어 전시회를 하기도 하였다.(질문전시
회)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선생님 따
라잡기 경연 대회였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처럼 미니수업(5분 내외)을
하는 것이다. 전 과목에서 자신이 설명하고 싶은
개념이나 주제를 정한다음(예, 지구 내부 구조,
농구 패스 방법 등)5분 동안

설명(수업)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오기도

친구와 함께 공부하다보면 상대를 가르쳐야 하므로
주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는 강한 동기가 생길 것
이라 기대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친구와의 소통의
극대화가 되며 동시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이 함
양된다. 소리 내어 생각하기를 통해 길러지는 효
과는 다음과 같다.

하고, 학습지도 만들기도 해서 실제 선생님들보다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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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완벽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다.
②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메타 인지가 활성화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 확인하고
아닐 경우 발표자에게 질문한다.
② 발표자가 설명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이 있을

된다.
③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대화를
통한 배려와 존중을 배운다.
④친구와 공부 할 수 있어서 의사 소통력, 공감, 소통

경우 질문한다.
③ 다른 학생의 질문에 아는 내용이 있거나 설명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손을 들고 설명한다.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수업 내내 즐겁다.
⑤ 강의보다 18배, 읽기보다 9배의 효율성을 가진다.
⑥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잘하는 아이
는 자신이 아는 내용을 한 번 더 말하니, 더욱 명
확히 알게 되고 못하는 아이도 학습 내용의 양적
접근이 아닌 초점을 두고 친구와 대화를 하니 모르
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
⑦ 장소를 구애받지 않아 교실 밖 수업이 가능하다.
⑧ 모든 학년, 모든 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다.

수업의 실제

수업의도

강의식 수업으로는 참여도가 많이 떨어져 학생
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재미와
메타인지를 강조하는 소리 내어 생각하기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
1)수업 진행 순서

① 짝 설명하기가 끝난 후 전체 설명하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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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업 후기

능력이 생긴다.

입시반적용도 매우 효과적이다. 고 3학생들이 어려운
원리나 개념, 혹은 자주 잊어버리는 중요한 개념에 대
해서 소리 내어 생각하기 기법을 적용해보았다. 학생
들은 이전과는 달리 몇 개월이 지나도 해당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관련 내용의 오답율도 크
게 떨어졌다. 늘 천편일률적인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지쳐있는 고3학생들에게 소리 내어 생각하기는 그야
말로 최고의 학습법이 되었다.

하부루타로 열리는 행복열매 2. 창의력
하브루타는 하나의 정답이 아닌 다양한 해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등 사고력과 창의력을 자
연스럽게 길러주며 경청하는 힘과 설득하는 능
력이 저절로 육성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과
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가 궁금해 하는 내용
을 질문하고 대답하므로 참여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
므로 학생들은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이해
와 공감력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
가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배워야할 결정적
인 덕목이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타인

수업의 실제

수업의도
하브루타의 가장 큰 장점이 자신의 생각을 말로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치에
관련한 주제일수록 더욱 그렇다. 특히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사회 교과의 본질적인 목표를 도달하
기에 좋은 방법이다. 탈무드의 스토리를 이용하
여 학생의 흥미도를 높이면서 창의성과 사고력을
신장하고자 한다.

의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요즘처
럼 복잡하고 삭막한 사회에서 더없이 큰 미덕

2)수업포인트

이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속적인
하브루타 수업을 통해 충분히 이러한 미덕과
인성을 함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브
루타를 적용한 수업은 사회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질문을 통해 길러지는 효과
는 다음과 같다.
① 완벽한 사고력 중심 학습이다.
② 아는 것도 뒤집어 생각하고 바꾸어 생각하는 질문
으로 창의력은 극대화가 된다.
③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대화를
통한 배려와 존중을 배운다.
④친구와 공부 할 수 있어서 의사 소통력, 공감, 소통
능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수업 내내 즐겁다.
⑤ 나의 생각을 말로 설명함으로써 상대를 설득하는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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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무드의 주옥같은 이야기를 질문을 통해 공부함으로

침없이 표현하고 당연한 가치에 대하여 뒤집어

써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좀 더 깊게 느낄 수 있다.

생각해 봄으로써 왜 무형의 재산이 더 중요한지 스스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자는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보

로 깨닫게 되었다.

는 질문법을 사용하도록 안내한다. 재산의 의미를 찾아
가는 과정에서 노블리스오블리주의 개념을 던져주어

5) 수업후기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형, 무형의
재산을 나누어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5교시 나른한 시간에 활기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강당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교실보다 더

3)수업장면

욱 더 열심히 하브루타를 했고 장소 덕분인지 창의적
인 질문과 발상이 많이 나왔다. 강당에서 수업을 하
게 되면 그 전 시간부터 하브루타를 기다리기도 한
다. 또한 강당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므로 자리
배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질문왕 뽑기를 할
때도 거수가 아닌 창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가있
어 매우 좋다.
하브루타로 열리는 행복열매 3. 소통

수업 전체 모습

1:1 하브루타

하브루타로
즐거운 학생들

교실에서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다보면 실제로 학
생과 소통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제

부자가 되었을 때의 감정을 상상하고 재산과 관련된

한적이다. 가끔 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있지만

경험을 충분히 질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당

바쁜 학교일정에 쉬운일은 아니다. 그러나 하브루

에서 하브루타를 함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분위

타를 통해 학생과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

기 전환을 위해 음악을 들려주고, 자유로운 자세(엎드

었다. 평가와 동시에 상담이 가능하나 수행평가를

리기, 하늘보고 눕기등) 로 질문과 대화를 할 수 있도

하였기 때문이다. 수행평가란 학생들의 학업성취

록 배려한다.

력을 지덕체등의 다양한 영역을 통해 평가하는
것. 그야말로 하브루타가 최적이 아닐까 싶습니

4)질문예시

다. 하브루타를 통한 수행평가를 통해 길러지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완벽한 피드백이다.
② 평가를 위해 친구와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
므로 협동,나눔, 배려가 길러진다.
③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대화를 통한 배려와 존중을 배운다.
④ 평가 내내 교사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긴다.
⑤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학생의 정서적 공감을
넘어 치유와 상담을 통해 소통은 극대화가 된다.

가치탐구의 경우 학생들의 질문이 더욱 더 다양해
지고 고차적이 되었다.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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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가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 공부 잘하는

수행평가 일정 및 방법 주제는 한달전 공지합니다.

학생은 한번 더 설명해서 좋고 공부 못하는 학생

1. 수행평가 채점기준 설명

은 친구가 가르쳐줘서 부담없이 쉽게 배울 수 있

2. 수행평가 당일 교실에서 각자 설명하기 연습

다.

3. 빈교실과 선생님께 설명하기
4. 대기장소에 다른친구가 마칠때까지 기다림.

학생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차근차근 설명한다.

5. 수행평가 성적 집계

학생들이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정말 떨려요." 그

6. 학생들이 설명하기에서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을

러면서 내심 좋아하는 듯하다. 어떤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다시한번 설명함

설명이

7.학생들 성적 발표

왜 힘이없어 보였니? 요새 누구랑 친하니 등. 선

끝나고 일상을 물어 보기도 한다. 요즘

생님과 단둘이 1:1로 좁은 공간에 독대할 수있는
2)평가방법

시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작은 상담도 가능했습
니다. 물론 길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임팩트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었다. 평소에 많은 학생들과 전
체를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학생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이와 함
께 둘만의 공간에서 더 가까워지고 서로 다가갈
수 있으니 소통과 이해의 시간이 될 수있었다.

선생님 앞에서 문제지와 교과서를 보면서 설명을
해한다. 보면서 하는 평가는 부담이 적어서 누구
나 열심히 하고자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켜 학생들
모두 열심히 한다. 선생님은 듣고 있으면서 학생
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학
생들이 설명이 매끄럽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설명
을 빼 먹을때는 선생님의 질문으로 설명할 수 있

3)평가 소감

게 도와줍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잘못하는지 학생들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예시1 >> "oo야 좀 전에 니가 종상화산은 산

다 알게 된다. 이것이 하브루타를 하는 이유다.

이 험준하고 순상화산은 산이 완만하다고 했는데

학생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선생님이

왜 그렇지?

왜 두 화산의 모양이 다른 이유가

칠판에서서 수업할 때는 모르는 학생의 인지상태,

뭔지 설명해볼래?

정서적 교감 이 모든 것은 하브루타를 통해 해결

<<예시2>>

"oo아 좀 전에 니가 용암대지에서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학생들이

는 벼농사라고 했는데 현무암으로 된 이 지역에

무엇을 모르는지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피드백을

어떻게 벼농사가 가능했지? 제주도도 똑같은 현

하브루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브루타

무암인데 거기는 벼농사를 못하잖아 .그렇지? 설

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통과 공감 그리고

명해볼래?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끝까지

절대적인 피드백의 효과이다. 이것은 초등학생 중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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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넘어 입시를 앞둔 고3에게 더욱 효과가

한다. 첫 시간부터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보고 질

좋은 방법으로 입시위주의 강의식 수업이 비중이

문하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될 것이다.Ex) 겨울왕

커지는 고학년일수록 더욱 필요한 수업인 것이다.

국 이야기에 대한 질문50가지 만들어 보기,그림1
장에서 질문 50가지 만들어보기, 우리학교에 대한
질문 5가지 만들어보기등.)등 학생들도 질문에 대

하브루타 수업을 계획하시거나 궁금하신 선생님

해서 익숙해질 수있도록 연습기간을 충분히 거친

들께 질문중심으로 몇 가지 내용을 간추려 보고

다음 실제 수업에 적용을 해야한다.

자한다.
4. 헤브루타가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될까?
1. 헤브루타를 적용할 때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

가장 좋은 상담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라

할은?

고 했다. 하브루타의 경우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

친구 가르치기의 경우 선생님의 개입 없이 1:1짝

현하는 것이므로 수업시간 내내 학생들의 이야기

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전체 하브루타 과정에서

를 경청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

오 개념이 있는지 교사가 확인해야한다. 또한 1:1

달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몰랐던 학생들의 이야

하브루타 시간에 친구와 나누는 질문들을 순회

기를 주제를 통해서 듣고 학생과의 소통, 공감력

지도를 통해 잘 살펴보고 학습목표와 관련이 높

이 크게 증대되었다. 친구와도 마찬가지이다. 짝

거나 창의적인 질문을 잘 선별하여 전체 하브루

과 함께 질문과 대화를 하면서 경청하고 배려하

타 시간에 함께 다루어야한다. 인문계고등학교에

는 배려의 정신을 수업 내내 가질 수 있었다.

서는 사고력과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수능을 쳐야
하는 과목이므로 반드시 학습목표와 연관하여 하

하브루타 수업을 지난 1년 동안 매일 진행하면서 가

브루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 기뻤던 것은 더 이상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졸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드시 1:1 로 맞춰진 짝과 함께 질

2.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하브루타로 수업할 때 가

문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외되는 학생 없이

장 중요한 부분은?

개개인 모두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브루타 자료선정이다. 자료를

다. 자기가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자기가 궁금해

보고 질문을 만들어야하므로 재미와 학력을 모두

하는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기 때문에 학생 모두가 주

잡을 수 있는 자료를 골라야한다. 또한 수능과목

인공이 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창의적이

인만큼 수업진도나 학력 그리고 평가에도 방해가

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매 시간마다 쏟아져 나왔고 이

되지 않아야한다. 따라서 해당차시별 필수학습개

것이 학생들의 재미와 자발적 참여를 만들어 냈다. 교

념을 반드시 학습지에 넣어야한다. 그것은 전체

사는 학생 1명보다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학생

하브루타시간이 끝난 후 짧은 시간동안 학생들과

전체 보다 나은 교사는 없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함께 해결하였다. 그래야만 평가를 하고 공부가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주 질문할 수

되기 때문이다.

있도록 자극해야 한다. 질문과 대화를 통해 학생

3. 헤브루타 수업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들은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잘 안 풀린다는 그런

할까?

좌절을 여러 번 겪어 보는 것이 좋다. 그 과정에

선생님부터 질문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한다. 개

서 높은 사고력과 창의력이 형성되고 그것은 우

념을 묻는질문 ,반론하는 질문,거꾸로 뒤집에보는

리 미래세대가 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인재상이

질문,개인의 입장이라고 가정하여질문하는 것,미

될 것이다.

래를 유추해보는 질문등 질문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연구해보시고 그 다음 학생에게도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한 다음 하브루타를 시작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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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기로 행복을 만들다
양경윤 | 안계초등학교 수석교사
‘한 줄의 기적, 감사일기’ 저자

Ⅰ. 감사함으로 시작하자.

수 있는 것을 선택할 때만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반복된다고 행복해지는

1. 행복과 긍정적 정서

것이 아니다. 사람은 금방 그 상황에 적응해 버린다.
계속된 즐거움을 위해서는 직전의 자극보다 더 큰 자

“행복하십니까?”

극이 와야 즐겁다고 느끼게 된다. 행복이라는 감정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질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

무뎌지게 되는 것이다.

꾸어보자

행복해지고 싶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

“행복지수를 1~5까지의 수치로 나타내게 된다면?”

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해지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지수가 5라고 답한다면 분명 행복한 사람일 것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복은 즐거움, 기

이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돈이 많으면 5, 적으면 1이

쁨,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등과 같은 긍정적 감정

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질문의 답은 각 개인

이다.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긍정적 감

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난하다고 다 불

정들을 필요한 것이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

행한 것도 아니며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

한마디가 아니라 사랑, 감사, 즐거움 용서, 일의 만족

니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느

감, 창의성, 호기심, 열정, 끈기 등 이러한 강점들이

끼고, 풍요롭고 만족할만한 상태에서도 누군가는 불

모여있는 것이다.

행하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 주어진다
고 해도 사람마다 행복지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 행

2. 긍정정서 강화의 도구, 감사일기

복이라는 단어는 개인마다 기준점이 다르게 나타난

그렇다면 긍정적 감정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 행복이라고 느끼는 만족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행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간에 긍정

복의 기준은 철저히 개별화일 수밖에 없다

적인 면만 보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우리의 감정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

은 긍정적인 사람도 ‘비교’라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를 살펴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어느 순간은 행복하지만, 어느 순간은 행복하지 않다

흐뭇하다는 의미와 함께 복된 운수라는 의미도 있다

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긍정적으로

영어 단어에서도 happiness의 ‘hap’은 우연, 운, 요행

생각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

의 의미가 있으며, 한자의 ‘幸’ 역시 요행이나 운을

다. 말로만 수없이 ‘긍정적이다’라고 외치는 것으로는

의미하기도 한다.

부족하다. 만족스러운 순간만이 아니라 고난이라 역

그렇다면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운에 의한 것일
까? 우연히 부자이고 인품이 훌륭한 부모님의 자녀로

경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긍정적 감정을 키우려
는 방법으로 가장 탁월하다는 것이 ‘감사하기’이다.

태어나기도 하고, 우연히 거지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

측면에서는 행복은 우연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

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다. 오직! 그것을

나 행복은 그러한 한 번의 우연이 만들어 주는 것은

자각한 사람은 곧 행복해진다. 일순간에!’

아니다. 부자 부모를 만났다는 것이 행운의 순간이

도스트예프크기의 말처럼 우리는 자신의 행복이 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뒤의 시간은 매 순간 행복할

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매 순간에 감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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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다면 불행할 이유가 없다. 감사하게 되면 생활

의 사고체계에는 엄마는 당연히 밥을 차려주는 사람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방법은 수십

이고, 아빠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다. 흔히 가정에서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쉽게 실천하고 과학적으로

맡겨진 역할에 ‘당연함’이 깔려 있다. 가정뿐만 아니

효과가 검증된 방법의 하나가 바로 ‘감사일기’이다.

라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직책이나 직위에 걸맞은 역

긍정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먼은 극단적 우울증

할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당연한 거 아

범주의 환자 50명(우울증 점수 34점)을 대상으로 우

냐?’라고 말하는 마음에는 감사함이 있을 수 없다. 우

울증 검사와 행복도 검사를 받은 다음 ‘감사일기’를

리는 익숙하고 당연한 것에는 감사하지 않는 구조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울증 점수가 34점에서 17점으로

가지고 있다. 좋아해서 산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더

내려갔다. 또한, 행복 백분위 점수는 15점에서 50점

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 감사할 줄

으로 뛰어올랐다. 50명 중 47명이 이제 덜 우울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는 세포들로

더 행복해진 것이다. 또한, 셀리그먼은 감사한 기억을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는 활동이 향후 6개월까지 행복감을 증진하고 좌절

우리의 뇌를 살펴보면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들어오

감의 징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연

는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필요한 것만 기

구 결과 1주 이상 훈련을 지속한 참가자들에게 장기

억하려는 습성이 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은

간의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행해줄 때가 많다. 그러나

감사일기를 작성하게 되면 고마웠던 일들을 다시

감각적인 정보, 즉 시각, 촉각, 청각, 후각을 통해 들

한번 곱씹어 감사할 수 있으니 더 좋다. 일상에서 놓

어온 정보들은 잘 기억하고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여

쳤던 상황을 기록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감사

빠르게 반응한다. 새롭고 신기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함을 느꼈을 때 자신의 주변에 나타났던 따뜻하고 긍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두뇌는 평범하고 당

정적인 기운을 다시 한번 만드는 것이다. 결국, 감사

연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는

일기는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다.

일이다. 하루 중에 잘 안됐던 일보다는 잘되었든 일

그러니 당연함 속에 있는 감사를 찾으려면 스스로

을 감사한 일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작성하는 것이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새롭게 보고 신기한 것으로

다. 긍정적 정서가 적은 사람도 여러 날 지속하게 되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두뇌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갈

면 얼마든지 긍정 정서를 높일 수 있다.

뿐 감사함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함을 찾으
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

Ⅱ. 감사일기가 주는 긍정의 힘

을 새롭고 신기한 것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만 머리와
마음에 감사함이 담아지는 것이다.

1. 받아들임의 힘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면 감사할 일이 없다. 감사
함을 보고자 하는 쪽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타인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낄 때는 일반적으로 시

한다.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많은 감사

간이나 비용이 들었을 때 더 많은 감사함을 느낀다고

함을 찾을 수도 없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도 없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자발적

다. 감사일기는 자신이 가진 감사함을 기록하는 과정

으로 무엇인가를 해줄 때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게 되

에서 당연함을 감사함으로 바꾸고 내면을 감사로 채

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할 때

우는 과정이다. 또한 기록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자

만 감사함을 느낀다고 한다.

신이 해 준 일보다 외부세계가 자신에게 해준 일에

예를 들면 늘 식사를 챙겨주는 엄마에게는 감사함

대하여 초점을 가지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 표현되지 않아도 이웃 아주머니가 챙겨주는 식사
에는 대단한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물에 빠졌을 때

2. 건강의 힘

구조대원이 구해주는 것보다 지나가던 사람이 구해
주면 더 많은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것과 같다. 우리들

감사하기는. 우리들의 뇌를 건강하게 하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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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40 감사일기로 행복을 만들다

이 순간’을 행복하게 바꾸어주는 일을 한다. 마음이

얻게 되면 세로토닌은 증가한다고 한다. 감사일기가

움직이는 감동, 감사는 사실 뇌의 물질과 관련이 있

만들어 내는 일상의 잔잔한 감동은 우리의 몸을 더

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을 증가 시켜주는 것이

뇌 속에는 많은 신경전달물질이 있지만, 그중에 마

다.

음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뇌내 물질 3가지 도파민, 세
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이 그것이다 ‘아, 스트레스, 오

3. 긍정적 관계를 키우는 힘

늘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서 목이 뻐근하다.’ 이때 나
오는 물질이 바로 노르아드레날린, 분노 호르몬으로

말의 힘, 말에도 많은 에너지와 영향력이 있다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이나 경쟁이 필요한 순간에 분

의미이다. 언어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

비되지만 과잉되면 일을 방해하고 폭력으로 변하기도

다는 것이다. 예일대 사회심리학자인 존 바가 John바

한다. 또한, 우리의 뇌에는 벅찬 감동을 할 때 엔도르

그John BargeBargh 교수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언

핀과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한다. 한마디

어의 힘은 너무도 강력하다고 한다. 특정 단어의 자

로 흥분과 강력한 쾌감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다.

극에 노출되면 뇌의 어느 부분이 무엇인가를 행동할

도박사이트에서 대박을 치면 우리는 흥분과 쾌감에

준비를 하게 되고 특정 단어에 따라 뇌가 움직인다고

넘쳐나지만 이러한 기분은 오래 지속할 수도 없고 자

한다. 예를 들어 ‘움직인다’라는 동사를 읽으면 뇌는

주 있을 수도 없다. 엔도르핀은 금단현상을 가져오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한다. 뇌 과학적으로 이러한 엔도르핀과 도파민은 자

이렇게 매일 내뱉는 말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제능력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마약, 도박, 술, 자주

데도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면 중독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잔잔한 일상에서 오는 감동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 물의 결정

으로 만들어지는 행복물질로 세로토닌이 필요하다.

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의해 모양이 변화한다고

세로토닌은 생명 중추에 분포되어 있고 신경까지는

했다. 긍정적인 단어를 보여준 물은 아름다운 결정을

온 뇌에 넓게 퍼져 있으며 너무도 많은 일을 해주고

만들고, 욕이나 비난 같은 부정적인 언어를 들은 물

있다. 분노, 폭력, 충동, 의존, 중독 이러한 것을 조절

은 날카롭고 찌그러진 결정으로 바뀌었다. 말이 만들

해서 평상심을 유지하게 해주고, 주의집중, 기억력향

어 내는 에너지가 엄청난 것이다.

상, 평온한 행복감 등을 가져다준다. 세로토닌의 장점

기쁨, 소신, 자율, 친절, 싱그러움, 자유, 신뢰, 웃

은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과 달리 과잉현상이 없

음, 미소, 탁월성, 이해, 화합, 신용, 정리정돈, 평온,

다는 것이며, 넘치지도 않고 잘 조절한다는 것이다

현명, 너그러움, 열정, 정의, 한결같음, 도움, 예의, 정

이시형 박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직, 헌신, 온화, 명예, 용기, 존중, 협동 기부, 목적,

세로토닌 인간형의 8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다. 합리

용서, 성취, 창조, 책임, 믿음, 진실, 끈기, 확신, 결단,

적 조절력, 집중력의 향상으로 노는 것 같지만 공부

건강, 평화, 절제, 지성, 자존감, 공감 정화, 신성, 창

를 잘하는 인간이 되며, 목표가 분명하고, 쓰라린 경

의, 우애 등과 같은 단어들을 접하게 되면 좋은 에너

험에서 교훈을 얻으며, 사람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뇌형 인간이 되고, 베품을 통해 행복한 사람

감사일기를 작성하게 되면 부정적인 단어보다 긍정

이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자연 친화성 지능이 높

적이고 감사함을 전하는 말을 하게 된다. 자신도 모

아진다고 한다. 세로토닌의 8가지 특징을 살펴보니

르게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하게 되고 내면화되게 된

놀랍게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다. 이렇게 사용한 긍정과 감사의 언어들이 다시 나

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로토닌 형 인간인 것이다.
우리 뇌에서 소중한 세로토닌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잔잔한 감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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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어느 것이 진짜 속담일까? 오는 것과 가는 것의 차

안계초등학교 수석교사 양 경 윤

이일 뿐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내가 먼저 하는가와

감사일기를 매일 작성한다는 것은 자신의 습관을

타인이 먼저 하는가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이다. 요즘

새로이 바꾸는 일이다. 감사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오는 말이 좋으면 해주겠다고

활을 되돌아보고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나

한다. 자신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된다. 기록을 하다 보면 자신

때문이다. 요즘은 가정에 자녀가 한두 명뿐이라서 아

의 망상체 활성화 시스템은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들이 대체로 자기중심적이어서 남이 먼저 주지 않

자신의 행동에 더 많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 또한, 감

으면 자신도 주지 않으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사 요청일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감사

먼저 베푸는 것에 점점 더 인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기이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만들어내는 감사함을

상호소통의 의미에서 보자면 주고받는 것이 누가 먼

찾는 것이라면 감사요청일기는 미래를 감사함으로 미

저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자신

리 만들어 내는 것이다. 감사함을 미리 준비하여 내

만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

일로 나아가게 도와준다.

다.
Ⅲ. 행복을 위한 감사일기 작성법
4. 나아감의 힘
“감사일기는 어떻게 써야하나?”
감사함이 행복함을 가져다주고 삶의 긍정적 변화를

감사함을 기록하는데 꼭 종이에 써야하는가? 컴퓨

준다고 하지만 꼭 감사를 글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

터로 워드 작업으로 해도 되는가? 온라인에 쓰면 안

하여 여전히 의문을 가질 것이다.

되는가? 종이는 휴지에는 안되나? 등등 작성의 도구

인간의 행동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사람들은

에 대한 물음도 생길 수 있다. 어디에 쓰든 상관이

일반적으로 보려고 준비된 것들을 본다는 사실을 발

없다. 휴지에 써도 그것이 자신의 가슴을 울려준다면

견했다. 이것은 뇌간의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고

충분한 것이다. 어떤 곳이든 감사함을 느끼는 자신의

불리는 신경세포의 연결망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

생각과 말들을 자신의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스템으로 어떤 물건을 사고자 관심을 가지면 그 물

일이다

건이 눈에 자주 띄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것이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

다. 비단 물건을사는 데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기될 수 있다. 감사함을 나타내는데는 솔직히 어떤

이 아니다. 뇌의 이 특별한 시스템은 우리의 모든 생

형식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좀 더 감사함을 더 느

각의 현상과 일상의 활동 속에 나타난다. 불안과 우

끼고 감사의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울, 걱정하는 사람은 늘 그 현상을 보게 되고. 긍정과

몇 가지의 요소가 있음은 확실하다. 규칙성, 언어적

감사, 밝음, 소망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현상으로 드

표현 등 그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감사함이 더 빨리

러나게 된다. 소망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람

내면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감사함의 내

이 그 목표를 이루는 것 또한 이러한 망상 활성화 시

면화는 결국 자신에 대한 긍정적 믿음, 자존감 향상,

스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 미래를 향한 자신감이 생길뿐 아니라 타인에

감사일기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과

대한 이해, 믿음, 신뢰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음

다르게 우리의 두뇌에 감사함으로 망상 활성화 시스

과 같은 7가지의 원칙을 통해서 감사일기를 작성해보

템이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된다. 이러한 시스템

자

의 도움으로 감사일기라는 기록이 습관화되기 시작하
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삶의 행위에서 감사함이 구체
화되고

1.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써라.

표면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감사일기의

지속은 두뇌의 시스템에 감사라는 레이더망을 설치하

“그래, 결심했어. 오늘부터 꼭 써봐야지.”

고,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고 싶을 때 ‘결심’을 한다 .생

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각과 실행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결심인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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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그 굳은 결심이라는 것이 실행으로 이어지더라
도 대부분의 결심은 늘 ‘3일 천하’로 끝나고 마는 경

일상적인 생활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신의 편안한

우가 많다. 길면 1주일 정도는 버텨도 열흘쯤 지나면

삶이 그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

처음의 결심은 느슨해지고 만다.

각하게 된다. 삶에서 감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려면

오랫동안 되풀이된 행동방식이 습관으로 굳어진다.

반드시 보상과 비용이 주어져야 하며, 그 일이 아이

그런데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면

자신에게 유익할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

몸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대체 왜 그럴까? 우리

가 엘리베이트의 벨을 눌러주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의 몸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언제나 안정된 상태

‘감사하다’고 말하게 된다. 또한

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이를 항상성이라고 한다.

새로 바꾸어주거나 옷을 사줄 때 또한 고맙다는 생각

자동 냉난방장치에 온도를 설정해놓으면 신경 쓰지

을 하게 된다. 보상, 비용, 유익함이라는 세 가지 조

않아도 실내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과 비슷하

건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감사는

다. 새로운 방식은 설정된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라서

가지고 있는것에서 비롯해야 한다. 자신이 누리고 있

우리 몸은 거부감을 갖고 원래 방식으로 자꾸만 돌아

는 모든 것에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님이 휴대폰을

가려고 하는 것이다. 항상성은 몸을 보호하는 한 방

감사일기를 작성할 때 처음에는 누구나 대체 뭘 써

법인데,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일에 대한 결심은 번번

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뭔가

이 흔들리고 만다

특별히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만 쓰려고 한다.

감사일기 역시 3일 정도만 지속하고 나면 서서히

물론 그것은 당연히 기록해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

거부반응이 온다. ‘이걸 쓴다고 내가 뭐 달라지겠나?’

나 주어지는 감사함을 쓰기보다는 능동적으로 감사한

하는 회의와 ‘하루 안 쓴다고 별일이야 있겠나?’ 하는

일을 찾아서 써야 한다.

귀찮은 생각이 든다. 그러다 보면 ‘해야 할 일이 얼마

매일 똑같이 아침에 눈 떠서 낮에 일하고 밤에 잠

나 많은데, 별로 긴박하지도 않은 감사일기를 지금

드는 하루지만, 그 하루에 깨닫고 경험하는 모든 일

써야 하나? 그냥 내일 쓰자.’ 하고 타협하게 되는 것

에서 감사함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당

이다.

연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만 변화가 시작될

자기통제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쉽게 타협하게

된다.

수 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매 순간 반복되고 주변에 흔하게 있어서 당연하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습관이 되기 전에는 참으로

고만 여겼던 것들을 생각해보자,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렵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매일 하지 않으면 제

감사하게 여겨야할 대상인 것이다. 공기와 물은 생명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작심삼일. 이 말은 원래 ‘결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늘 그 두가지의

심이 3일밖에 못 간다’는 것을 꾸짖는 표현이다. 그러

존재 자체를 잊고 산다.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

나 3일에 1번씩 결심을 하면 된다. 3일밖에 못 간다

어야 한다.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그것

면, 3일에 1번씩 새로 결심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은 정말 고

‘작심삼일’을 2번 하면 6일이 되고, 7번 하면 21일이

마운 일이다. 마실수 있고 씻을 수 있게 해준 물도

되어 지속하게 된다. 어쩌면 말장난처럼 들릴지도 모

마찬가지이다. 물과 공기에 대한 감사는 자연에 대한

르지만, 그래도 작심하고 작심하여 실행하다 보면 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환경에 대한 생각과 행동

신의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호르몬이 흘러나오게 되

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는 것이다. 감사일기도 마찬가지다. 감사함이 마음체
계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일이상을 작성

3. 구체적 이유를 들어 작성하라

해야한다. 감사일기를 작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
고 외로움도 꿋꿋이 이겨내어야 한다.

“엄마, 나갔다올게요.”
“어디 가는데? 언제 오는데? 뭐 하러 가는데? 누구

2. 주변의 모든 일을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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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요.”

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자신과의 대화인 감사일기

엄마의 많은 질문에 아이들의 답은 딱 한 마디. 답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유를 밝히면 감사함이 증가하

답한 것은 언제나 질문을 한 사람이다. 제대로 된 답

는 것이다.

을 듣지 못한 엄마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기질적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그날 있었던 일을 그냥 기계

으로 설명하길 좋아하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적으로 적는 경우가 생긴다. 말 그대로 그냥 일기이

아이들은 아주 간결하고 짧게 답한다. 비단 자녀와의

다. 물론 이렇게 주절주절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효과

대화만이 아니다.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속 시원하

는 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게 이유를 듣고 싶어한다. 남편, 친구, 동료 등 누구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하지

에게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만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사건만 단순히 늘어

“왜냐하면~”

놓아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되지 않는다. 무미건

이 한 마디면 우리의 궁금증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

조한 감사일기는 효과가 떨어지는것이다. 무엇이 왜

소되는 것이다.
“엄마, 나갔다올게요. 왜냐하면 친구 생일잔치에 가

어떻게 감사한지를 분명하게 밝히다 보면 10만큼 감
사했던 일도 50, 아니 100으로 커질 수 있다.

야 해서요.”
나가는 이유가 분명해지면 끓어 넘치던 엄마의 마

4. 긍정문으로 쓰자

음은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타인
과의 대화에서만 그럴까? 그렇지 않다. 자신과의 대

자신의 좋은 점 10가지를 써보세요.

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명확한 이유를 표현하지 않으

자신의 나쁜 점 10가지를 써보세요.

면 마음속에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지를 주고 써보라고 하면 좋

감사일기 또한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

은 점은 평균 3~4개 정도 쓰지만, 나쁜 점은 순식간

에 감사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감사함도 퇴색되고

에 10개, 20개씩 써내려 간다. 상대방에 대한 장점과

오히려 갈등으로 변질된다. 감사함을 충만하게 느끼

단점을 찾아보라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장점

려면 반드시 ‘왜냐하면’, ‘~덕분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은 10개를 다 채우지 못한다

표현해야 한다. 바로 그때 우리가 느낀 감사의 감정

‘장점 10개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 하고 의아

은 훨씬 더 진실해지고, 그것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

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어렵다. 시간도

일 수 있다.

꽤 오래 걸린다. 평소에 자신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

‘산채비빔밥, 과일샐러드, 젤리에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한 줄로 표현하지 말고 좀 더 자세하게
이유까지 작성해보면

각해본 경험이 없어서 일수도 있다.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점심으로 산채비빔밥, 과일샐러드, 젤리가 나왔습

첫 번째 문장의 아이는 외향적인 기질이고, 두 번

니다. 음식을 준비해주신 분들 덕분에 맛있는 점심을

째 아이는 내형적인 기질을 가졌다. 대부분의 아이들

먹게 되어 감사합니다.’

은 대표적인 단점으로 이 둘 중 하나를 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감사함은 훨씬 더 생생하게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
“5장만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이렇게 부탁하면서 복사기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줄 가운데에 끼워달라고 했을 때 60%가 그렇게 해주

바꾸어 보는 것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합
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생각한 후에 이야기
를 합니다.”

었다고 한다. 그런데 거기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

외향성이나 내향성은 단점이 아니다. 표현을 바꾸

를 추가했더니 무려 94%가 양보해주었다고 한다. 이

면 똑같은 기질도 단점에서 장점으로 바뀐다. 긍정적

것은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가 진행

자아상을 위해서는 긍정적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

한 실험이다. “왜냐하면~”이 상대방의 마음에 ‘예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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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두뇌는 긍정과 부정을 선별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냥 입력되는 대로 받아들인다. 말을 그대로를

황에서 찾아낸 감사함을 적다보면 그 순간에도 긍정
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인식한다는 뜻이다. 부모님들이 자주하는 말중에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

“아이고, 왜 그렇게 급하게 먹느냐? 체하겠다.”

리의 몸과 마음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의 지배를 받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먹

기 때문이다. 글은 곧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다.

었으면 하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다. 하지만 자녀의

감사일기를 쓸 때 긍정적인 표현을 신경 써서 많이

두뇌에는 이렇게 입력된다

쓰고,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일상에서 사용하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한다.

는 말투도 긍정적으로 바뀐다. 말과 글이 바뀌면 삶

“뛰지 마, 다친다.”

도 긍정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복도에서 정말 잘 달린다. 달리는 것은
쉬워도 걷는 것은 힘든 모양이다. 복도에서 달리는

5.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모습을 보고 혹시 다칠까 봐 염려스러운 마음에 교사
들은 잔소리를 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의 두뇌에는 이

아침에 알람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알람시계가 잠

두 단어가 입력된다.

을 깨워주어 늦지 않게 일어났으니 정말 고마운 일이

‘뛴다. 다친다.’

다.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문

우리의 두뇌는 입력된 단어들을 받아들여 그대로

장은 아래와 같다.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복도를 달리는 학생들에게

알람이 아침잠을 깨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알람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

“안전하게 걸어다니렴”
똑같은 의미지만 상대방의 두뇌에 입력되는 단어는
다르다. ‘뛰지마라, 다친다’‘안전하게 걸어다니자’ 실내

다.
알람 덕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
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두사람이

이 중에서 알람시계가 주는 감사함이 가장 잘 느껴

각기 다르게 표현한 말이다. 전자의 말은 ‘~마라’라는

지는 것은 어떤 문장일까? 세 번째가 가장 감사함을

부정문으로 다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후자의 말

표현하는 문장으로 느껴진다. 일기를 쓰다 보면 평소

은 행동에 대한 실행에 대한 표현이다. 같은 상황이

의 언어습관이 그대로 묻어나온다. 그런데 감사일기

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

는 그냥 일기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처럼 쓰고 싶은

다.

대로 써서는 안된다.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는 목적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의

감사함을 마음에 담고, 긍정적인 마음체계로 변화시

지배를 받는다. 감사일기 역시 그 사람이 사용하는

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사일기는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 평소에 말할 때 정제된 언어

감사함을 담은 글이 되도록 쓰면 좋겠다.

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글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평소에 부정의 문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글에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부정의 문장이 녹아 있기 마련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칼의 노래》의 첫 문장으로 어느 문장이 맞은 걸

단어와 긍정문을 많이 사용하는 이들의 글에는 긍정

까? 김훈 작가가 이 글을 쓰면서 ‘꽃은 피었다’와 ‘꽃

의 문장이 많다.

이 피었다’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다고 한다.

감사일기를 쓸 때는 대부분의 문장을 긍정문 형식

조사 ‘은(는)’과 ‘이(가)’의 쓰임은 다르다. 글쓴이가

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부정적 상황이 벌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따

어졌다고 하더라도 일어난 상황을 다시 떠올리며서

라 조사의 사용이 달라진다. ‘꽃이 피었다’는 물리적

객관화시키고, 나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살피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이고, ‘꽃은 피었다’는

다 보면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경우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추가로 지은이의 정서까지 포함된 문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상

장이다. 그래서 김훈 작가가 선택한 것은 ‘꽃이 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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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였다. 아마도 그 장면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6. 감사요청일기는 현재시제로 작성하라

정서가 아니라 단순한 물리적인 사실이었던 것이다.
감사일기를 작성할 때는 개인의 정서가 감사함으로

나는 뉴욕에 갔다.

묻어나야 한다. ‘감사하다.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라

나는 뉴욕에 간다(혹은 가고 있다).

는 식으로는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앞뒤의

나는 뉴욕에 갈 것이다.

인과관계가 맞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저 ‘감사하다’라

‘가다’라는 동사의 과거, 현재, 미래시제를 각각 서

고 써도 된다.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보다는 말

술한 문장이다. 지금 눈을 감고 위의 세 문장을 다시

하는 것이 수백 배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한 번 머릿속에 떠올리며 소리 내어 말해보자. 그리

그러나 감사에는 언제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그

고 각각의 문장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그려보자..

러다 보니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때문에’를

‘나는 뉴욕에 갔다’는 뉴욕 한복판 어디쯤이 떠오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 때문에’ 는 원인과 결과를 나

것이다. 아니면 뉴욕이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떠올를

타내는 단어이다. 부정적인 진술에서도 쓰이고 긍정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뉴욕에 간다(혹은 가고 있

적인 진술에서도 사용된다. 앞에서 ‘꽃이 피었다’의

다)’는 아마도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

조사 ‘이’와 마찬가지로 ‘때문에’ 역시 단순히 인과관

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말이다.

문장 ‘나는 뉴욕에 갈 것이다’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

‘알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

지가 떠오르는가? 뉴욕에 갈 것이기 때문에 뉴욕을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좋고 싫은 것이 없다. 이 문

상상하기는 어렵다.

장 뒤에 아래와 같은 문장이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
‘’알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일을 빨리
시작할 수 있었다.
‘알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너무 피곤했
다’
앞의 문장은 알람이 주는 감사함을 뒤의 문장은 알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 과거시제로 표현해야 더 생생하게 꿈꿀 수 있다.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듯이, 현재 그 곳에
있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이렇듯
이 감사요청일기를 작성할 때는 현재시제나 과거시제
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람이 주는 괴로움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문장을 ‘ 알

감사 요청하기는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이루

람 덕분에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바꾸면 뒤에 따라오

었다고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감

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여야 어색하지 않다. ‘덕분’이

사요청일기는, 사소한 일부터 내일 해야 할 업무, 만

라는 명사는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을 뜻하는 말이기

날 사람, 미래에 하고 싶은 일까지 미리 다 이룬 것

때문이다 이미 말하는 이, 글쓴이의 감사함이라는 정

처럼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기이다. 감사를 요청할 때

서가 포함된다. ‘ 때문에’가 아니고 ‘ 알람 덕분에 잠

는 미리 이룬 것처럼 상상해야 한다. 내일 혹은 미래

에서 깨어났다’라고 적는 순간, 알람에 대한 감사함까

에 대한 이야기지만 마치 어제나 오늘 이룬 것처럼

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과거시제 혹은 현재시제로 서술하는 것이다. 모호한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없이 ‘때문에’라는 표현을 많

미래시제로 쓸 것이 아니라 마치 원하는 대로 다 이

이 사용한다. 습관적으로 말이다. 그러나 생각과 말은

루어진 것처럼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함께 움직인다. ‘때문에;로 원인과 결과만을 따지게

중요하다. 물론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의미없다고 할

되면 결국 남 탓만 하게 된다. 감사일기는 우리의 주

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이루어진다. 왜냐하

변에 있는 모든 것, 자연, 사회, 사람, 상황, 사물 등

면 감사요청일기에 그렇게 허황된 것을 쓰는 사람은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고 많은 문제가 해결됨을

거의 없다. ‘내일 당장 달나라에 가게 되어 감사합니

감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일상의 모든 일이 ‘덕

다.’라고 장난으로 쓰는 경우는 없기 떄문이다. 감사

분에’ 가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순탄해지고 좋

요청일기에 쓰는 감사는 내일 할 일에 대한 감사, 내

아지는 것이 될 것이다.

역할이나 직업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감사, 소명을
다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니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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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40 감사일기로 행복을 만들다

연히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이 되기 때문이다. 매일 감사한 일을 10가지 적으

이렇게 감사를 미리 요청하다 보면, 다음날 무슨

면서 문장마다 3번을 ‘고맙습니다’를 말하면 30번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다. 자연스럽게

나 된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준비

습니다’를 30번이나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

와 계획에 감사함까지 더하게 되니, 결국 스스로 감

운이고 축복이다. 거기다 감사요청일기까지 쓰면 ‘감

사함이 실현되도록 실천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합니다’를 또 말하게 된다. 결국 하루치 감사일기에

또한 감사요청일기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감사합니다’를 40~50번 정도 말하고 쓸 수 있게 되

다지는글을 쓰면 좋다. 또한 자신에 대한 소망을 작

는 것이다.

성하는 것이 좋다.
에밀 쿠에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이는가가 아니

하루에 평균 40번 정도 감사하다고 말했다면 한
달에 30일×40번=1200번이다. 그러면 1년도 지나기

라,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상황

전에

‘감사합니다’를 1만 번 이상하게 말하고 쓰게

이 발생하면 그것을 누구나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되는 걳이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감사한 일들

것을 어떻게 보는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떻게 보느

로 가득 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냐에 따라 그 상황이 나에게 미치는 결과가 달라지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미리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음 날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다음 날 하게 된다. 하지만 감사를

Ⅳ. 감사함 찾기 20가지 방법

미리 요청하면 그 일을 하기도 전에 마음이 감사함으
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면 그 일을 할 때도 짜증내

감사일기 작성을 시작했다고 해도 감사함을 찾아내

거나 화내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

기는 쉽지 않다. 매일 같은 것을 반복하게 된다. 평소

다. 또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해서 다음 날 그 일이

에 감사한 것을 잘 찾고 느끼고 사는 사람은 좀 다르

다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가지를 찾기도 어렵

해도 그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다. 처음에는 단순한 것이라도 감사한 상황을 찾으려

다. 언제가 또 일어날 일이 되기 때문이다. 감사를 미

노력해야 한다. 세상의 감사함을 알아야 보이고 보여

리 요청하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 사회에 대한

7.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자

감사, 사물에 대한 감사, 나에 대한 감사, 꿈과 소망
에 대한 감사로 크게 분류했다. 더 많은 상황과 시공

감사일기를 작성할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간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 자꾸자꾸 감사를

는 말을 의식적으로 작성해야한다. 어떤 상황이든지

발견하다 보면 감사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 관점이

감사함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 문장을 ‘고맙습니다.’

바뀌면 더 많은 상황에서 감사함을 찾게 된다.

‘감사합니다’로 마무리 하는 것이다.

아래는 감사함을 찾기 위한 예시들이다. 우리 주변

기왕이면 마무리에 고맙습니다 고맙니다. 고맙습니

에는 감사할 사람과 상황이 넘쳐난다. 자연, 가족, 예

다 라고 세 번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첫

술, 시간, 우리나라, 직장·직업, 인간관계, 교육, 생활

번째 ‘고맙습니다’는 상황, 행위 등에 대한 고마움을

도구, 여러 직업 종사자, 집, 옷, 음식, 사회 제반 시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 ‘고맙습니다’는 그 상황에 관

설, 이웃, 책, 건강, 변화, 사랑, 깨달음, 경제적 풍요,

여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꿈·소망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다.

마지막 세 번째 ‘고맙습니다’는 이렇게 감사일기

를 쓰고 있는 나에 대한 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1. 자연_ 자연에 대해 감사합니다

다.

∙ 평소에 내가 누리는 자연을 떠올리며 감사하자.

1만 번 이상 한 말은 이루어진다고 한다. 말이 주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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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자.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동물에 감사하자.
∙ 풀, 꽃, 나무 등 식물에 감사하자.

4. 시간_창조된 시간에 감사합니다.

∙ 구르는 돌, 무생물에게도 감사하자

∙ 시간은 금이다. 감사하자.

∙ 자연이 주는 이로움에 감사하자.

∙ 현대인의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간다. 해야 할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연이 주는 이로움을 찾아
감사하자.
∙ 계절의 변화에 감사하자
감사일기) 식사를 맛있게 한 후에 햇볕을 쬐며 솔
밭을 산책했습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어 감

일도 너무 많다.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시간 덕
분임을 알고 감사하자.
∙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는가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가치 있게 사용되
는 자신의 시간에 감사하자.

사합니다. 학교 안에 소나무 숲이 있어서 피톤치드를

∙ 창조성과 사고력을 키우는 시간에 감사하자.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버섯들이 돋아난 것을

∙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자.
감사일기)나를 위한 시간을 15분 동안 갖기로 했

2. 사람_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습니다. 이 소중한 15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

∙ 부모님께 감사하자.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

해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자. 길러주신 것에 감사하자. 살아오면서 받은 것에
감사하자. 현재 건강하심에 감사하자.
∙ 자녀에게 감사하자. 건강하게 별 탈 없이 생활하
고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 감사하자.
∙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자. 타인과의 만남은 늘
감사한 일이다. 상대방이 늘 감사함으로 존중해야 하
는 대상임을 인식하고 감사하자.
∙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늘 마음속에 품고 생활하
자.
감사일기) 엄마와의 대화에 감사합니다. 가까운 사

5. 사회 _ 우리나라에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살아
가고 있음에 감사하자.
∙ 우리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무척
많다. 찾고 또 찾아서 감사하자.
∙ 소속될 수 있는 국가가 있음에 감사하자. 국수주
의자가 아니라 애국자가 되어가는 나에게 감사하자.
∙ 우리나라의 지나온 역사에 감사하자. 그러한 역
사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함에 감사하자.

람일수록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대해야 하는데 종종

∙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에 감사하자.

엄마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일기)삼일절입니다. 삼일절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랑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나
라의 독립을 위해 나섰을까요?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

3. 예술_예술에 감사합니다.

는 있는 것은 다 그분들 덕분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 아름다운 예술이 주는 마음의 풍요로움에 감사하

알기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합

자.

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이 주는 깨달음에 감사하
자.

6 사회 _ 직장, 직업에 감사합니다.

∙ 일상의 소소한 예술작품에 감사하자.

∙ 직업이 있음에 감사하자.

∙ 영화 속의 대사에도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음에

∙ 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음에

감사하자.
∙ 영화가 주는 깨달음, 영상미에 대해 감사하자.
감사일기) 퇴근길에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운전을
했습니다. 우울했던 기분을 싹 바꿔준 음악에 감사합

감사하자.
∙ 직장에서 일을 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에 감사하자.
∙ 더 나은 직업을 꿈꾸며 노력하는 자신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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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원하는 직업을 소망하고 감사하자.
∙ 현재 수입이 적다면 더 많은 수입이 창출할 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나의 기분을 좋게 해
주는 도구들을 찾아 감사하자.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에 감사하

-세탁기, 빨래판, 세탁비누 등 세탁 도구

자.

-청소기, 빗자루, 쓰레받기, 걸레 등 청소 도구

∙ 수입이 적더라도 감사하자. 감사하다 보면 더 좀

-전지밥솥, 싱크대, 냄비, 후라이팬 등 주방 기기

더 발전적인 수입원을 찾게 되므로 그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자.

-침대, 소파, 식탁, 의자, 책상, 책장, 에어컨, 난방
기

∙ 경제활동을 하며 돈을 벌고 원하는 곳에 소비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 내가 현재 학생임을 감사하자.

-화분, 액자, 컴퓨터, TV, 시계, 형광등
-승용차, 자전거, 운동기구, 신발
∙ 내가 소유한 물건들과 내가 잘 활용하는 물건들

∙ 우리 학교, 교실, 선생님께 감사하자.

이 주는 편리함에 감사하고, 그것을 더욱 소중히 다

∙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 감사하자.

루고 오랫동안 사용하자.

∙ 학생이기에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고 감사하자

감사일기)초저녁에 우리 집 소파에 잠시 누워 있으
면 피곤이 풀립니다. 소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사람 _ 인간관계에 감사합니다
∙ 나에게 영향을 준 친구를 찾아 감사하자.

10. 사람 _ 여러 직업 종사자에게 감사합니다.

현재의 친구, 지나온 시간 속의 친구, 나에게 깨달

∙ 나에게 편리함을 주는 직업인들에게 감사하자.

음을 주는 친구, 현재 혹은 과거에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 ,현재 혹은 과거에 나를 괴롭힌 친구
∙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
자.

아파트 용역 직원님,대중교통 운전자님,식당, 카페
등에서 일하는 각종 서비스 종사자님,헤어숍 직원님,
택배 기사님,의사님, 간호사님, 원무과 직원님 등 병
원 관계자 분들,주차 관리원님,대형마트 직원님,새벽

∙ 내 주위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감
사함을 전해준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하자.
∙ 직장, 이웃, 동호회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감사하자.

마다 쓰레기를 수거해주시는 청소원님,목욕탕 서비스
직원님,급식소의 조리사님,은행 직원님,주유소 직원님
및 차량 정비소 직원님
∙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곧바로 감사함을 표현하
자.

8. 사회 _ 교육에 감사합니다.
∙ 현재의 나는 과거의 교육에 의해 만들어졌음에
이해하고 감사하자.
∙ 현재의 교육으로 내가 변하게 될 미래에 대하여
감사하자.

11. 사물 _ 집, 옷, 음식에 감사합니다.
∙ 옷을 입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
∙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
∙ 집에서 살 수 있음에 감사하자.

∙ 내가 교육받은 기관, 사람, 책 등 현재의 나를 만

감사일기)추운 겨울날, 따뜻한 물로 기분 좋게 샤

들어준 모든 것에 감사하자.: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

워할 수 있는 수도시설과 보일러가 있는 나의 집에

버지의 교육,부모님의 교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감사합니다. 이런 집을 구입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대학교 등 학교교육, 학원, 책, 방송, 영화 등 정규

벌고 꾸준히 저축한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사회교육

니다. 감사합니다.

9. 사물 _ 생활도구에 감사합니다.

12.사회 _ 사회 제반 시설에 감사합니다.

∙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들에 감사하자.

∙ 사회 제반 시설 덕분에 편안하게 살고 있음에 감

∙ 집 안을 둘러보자. 나의 시간을 아껴주고,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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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시설물에 감사하자.

∙ 내 몸의 건강이 결국 힘의 원천임을 감사하자.

- 도서관, 사회 복지센터, 아동 복지센터, 병원

∙ 건강을 도와주는 도구들에게 감사하자.

- 횡단보도, 신호등, 교통 CCTV, 과속 단속 카메

∙ 건강하게 해주는 나의 습관에 감사하자.

라, 도로, 터널, 다리, 육교 등 교통시설물
- 공원, 벤치, 쉼터, 나무, 풀, 꽃, 화장실 등
-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트랙,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등

∙ 나의 오감(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에 감사
하자.
감사일기) 장을 보러 갔습니다. 물건들을 너무 많
이 샀더니 들고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는 튼튼한 팔과 다리가 있어서 무사히 잘 들고 왔습

13.사람 _ 이웃에 감사합니다.

니다. 수고해준 내 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감사하자.

사합니다.

∙ 감사할 이웃이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자.
∙ 이웃이 전해주는 아주 작은 친절에도 감사함을
찾아보자.
∙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내가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자.
∙ 내 삶의 터전 속에 늘 함께하는 이들임을 인식하
고 감사하자.

16. 나 _ 나의 변화에 감사합니다.
∙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자신에
게 감사하자.
∙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실천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감사하자.
∙ 조그마한 노력에도 감사하자.
∙ 소통과 겸손함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는

14.사물 _ 책에 감사합니다.
∙ 책이 나를 만나게 될 때까지 거치는 모든 과정에
감사하자.
∙ 책을 읽고 감명을 받는 자신에게 감사하자.
∙ 좋은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하자.

자신에게 감사하자.
∙ 먼저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됨에 감사하
자.
∙ 상대방의 친절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감에 감사하자.

∙ 좋은 글귀에 감사하자.
∙ 책이 주는 지혜와 깨달음에 감사하자.

17. 나 _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일기) 《여덟 단어》에 나온 ‘낯설게 보기의

∙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음에 감

기적’이라는 말이 참으로 와 닿았습니다. 감사일기를

사하자.

쓰기 시작하고 나서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 나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임을 감사하자.

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순간이 기적이

-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에 감사하자.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는 힘,

-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나 자

나에게 생긴 힘입니다. 오늘 나는 기적의 순간을 만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임을 알고 감사하자.
∙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됨을 감사하자.

15. 나 _ 나의 건강에 감사합니다.
∙ 나의 몸에 감사하자.
∙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자: 머리(두뇌),
심장, 폐, 뼈, 팔, 다리, 허리, 손, 발, 손가락, 발가락,

-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감
사하자.
-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남에 감사하
자.

피부, 눈, 코, 입, 귀, 눈썹, 손톱, 발톱 등 모든 부분

∙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자.

에 감사하자.

∙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감사

∙ 내 몸의 각 장기와 기관들이 별 탈 없이 움직이
는 것에 감사하자.

하자.
∙ 온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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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자.

∙ 다른 이의 소망에도 감사하자. 다른 이의 소망이

감사일기) 감사함은 사랑을 불러옵니다. 어제까지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하자.

나를 힘들게 했던 아이들이 오늘은 모두 감사하고 사

∙ 매일 반복되는 일에도 소망하고 감사하자.

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에 감사

∙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꿈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8. 꿈, 소망 _ 깨달음에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짐에 감사하자.
Ⅴ. 행복으로 나아가기

∙ 분노, 화,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난 후에 깨달음으로 감

1. 감사함을 공유하자

사하자.
∙ 세상의 모든 일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을 알
아채고 감사하자.
∙ 사소한 말 한 마디에도 깨달음이 있음을 알고 놓
치지 말고 감사하자.
∙ 다른 이의 행동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을 알고 감
사하자.

1 + 1 = 2, 수학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1 + 1 >
2는 세상의 공식으로 옳아 보인다. ‘부분의 합은 전체
보다 크다’는 말이다. 가령 1을 가진 사람과 1을 가
진 사람이 만났을 때 반드시 2가 되는 것은 아니다.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고민할 때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단

∙ 주위 사물이 주는 소리, 형태, 상황에도 깨달음을
찾고 감사하자.

순한 산술적 합계보다 더 큰 힘이 발휘되곤 한다.
감사일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때 그 효과
가 배가 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쓰는 감사일기에

19. 꿈, 소망 _ 경제적 풍요로움에 감사합니다.

5가지 감사함이 있다면, 10명이 쓴 것을 공유하면

∙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 풍요에 감사하

50가지 감사함에 대한 공감과 통찰이 새롭게 생기는

자.

것이다. 서로 응원과 지지를 보내면서 내가 쓴 5가지

- 옷, 가방, 신발 등을 살 수 있는 자신의 경제력
에 감사하자.
- 편안히 잠잘 곳이 있다면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자신에게 감사하자.
-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받은 대가로 맛있는 음
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

감사의 에너지가 10배로 늘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감
사일기는 공유를 하면 할수록 자가발전 하듯이 점점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일기를 공유하라는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약간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감사

일기도 일기인데,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스러운 이

∙ 나에게 생기는 수입의 근원에 대해 감사하자.

야기가 남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맞

: 월급에 감사하자, 이자소득 등 기타 소득에 대해

는 말이지만 감사일기는 일반적인 생활일기와 다르

감사하자.

다.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변화’라는

∙ 내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 풍요는 결국 나의 경제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보통 일기처럼 하루에 있었던

생활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많든 적든 돈이 있음에

일을 감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감사함’에 초점을

감사하자.

맞춰서 쓰게 된다. 그래서 쓰다 보면 내가 느낀 감사

∙ 큰돈이 생겼다면, 그것의 원천이 다른 사람이라
는 것을 알고, 나누고 베풀며 기부할 수 있음에 감사
하자

함과 일상의 통찰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공유
하고 싶는 열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처럼 ‘자기변화’라
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더 많은 감사

20. 꿈, 소망 _ 꿈과 소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의 에너지가 모여 더 빨리 기적적으로 달성하게 된

∙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미리 요청하

다. 감사일기를 공유하면 모방을 통한 학습효과를 얻

여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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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보면, 내가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감사를 발

기도 한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성숙하지 않

견할 수 있게 된다.

은 성인들은 자신의 결핍을 시기심으로 나타낸다.

인간이 누군가를 모방하거나 공감능력, 유대감을

하지만, 앞에서 강조했듯이, 감사일기를 쓰려는 사

가지게 된 것은, 뇌에 분포된 거울뉴런 덕분이다. 거

람들은 ‘자기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감사일기

울뉴런은 관찰(시각 자극)과 같은 간접경험만으로도

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정신적인

마치 내가 그 일을 직접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풍요로움과 더불어 물질적인 윤택함도 기대한다. 정

준다. 다른 사람이 느낀 감사함이 나에게 전해지고,

신과 물질이 동시에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마치 내가 직접 그러한 감사함을 느꼈던 것처럼 기뻐

너무 쉽게 좌절하고 말 것이다. 변화가 오기도 전에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거울뉴런 때문이다. 긍정

시기와 질투가 먼저 일어난다면, 변화는 시작도 못해

적인 내용의 감사일기를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

보고 사라질 것이다. 질투심이라는 부정적인 의식을

에게 거울이 되어준다는 의미이다. 서로를 비추는 거

감사라는 밝은 의식으로 밀어내야 한다.

울이 되면 일상적인 행동도 감사함의 행동으로 변화

다른 이의 물질적 풍요로움은,

된다. 덧붙여 누군가가 감사일기에 자신이 읽은 유익

다른 이의 넘치는 행운은,

한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것을 본 많은 이들이 자

다른 이의 성공은,

극을 받고 그 책을 찾아 읽곤 합니다. 자연스러운 책

다른 이의 정신적 성숙은,

읽기 거울효과가 되는 것이다.

다른 이의 좋은 일은,

오늘 나에게 불쾌하고 우울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감사한 일을 미리 보여주는

도, 다른 이들의 감사일기를 읽으면서 하루를 마감하

것이라고 생각해야한다. 친구나 동료의 감사일기에서

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 거울에 감사함이 비춰진다.

일어난 좋은 일은,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감사한

나를 사로잡았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른 사람의 감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축복

사일기 덕분에 새로운 깨달음으로 바뀌기거나 사라지

해주어야한다. 이 기쁨을 함께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 한다.

자신도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친구가 감사함을 받아

감사일기를 공유하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파

들이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따라 해야 자신에게도 똑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좋은 것을 보

같이 감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친

면 같이 보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같이 먹고

구의 상냥한 말과 태도, 노력을 따라 하고 그것을 통

싶은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때문이다. 특히 힘들

해 일어나는 나의 풍요로움에 대해 더 큰 감사를 느

고 지친 사람,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감사일기 이야기를 하게

감사일기 공유를 통해 감사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된다. 감사의 힘을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

는 먼저 나 자신의 부정적인 의식과 감정을 모두 비

렉탈을 만들어가듯이 주위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양으

워내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감사함이 채워진다.

로 감사일기를 전파시킨다. 감사의 에너지를 한 번이
라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옆 사람에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
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게 알려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기 때문이다. 슬
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듯이, 함께 잘 살아야 즐거운 법이다.
2. 감사일기의 공유, 이것은 주의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투한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
사함이, 그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밉고 싫을 수 있다.
의식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더 큰 분노로 표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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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교고등학교 교사 설 운 용

수업을 통한 행복교육 실천방안
설운용 | 벌교고등학교 교사

Ⅰ. 행복교육을 위한 여러 고민들

움’보다 ‘배워야 할 지식’이 너무 많은 우리 교육
의 현실 속에서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행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

복을 줄 수 있는 수업은 무엇인가? 가르침의 입

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며 살아가듯, 대

장과 배움의 입장은 같지 않다. 그런데도 교사 처

한민국 교사로서 학교의 주된 교육활동 영역인

지에서 어떻게 하면 내용을 잘 전달할 것인가에

수업현장에서 ‘지금 우리의 수업은 행복한가?’,

대한 고민이 먼저였고, 아이들에게 배움이 언제

‘어떻게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수업을 할 것

가장 잘 일어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진 않

인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았는가? 과연 아이들에게 배움이 가장 잘 일어나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해왔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기 위한 수업 방법은 무엇인가?

넘지 못한다는 책무성 강한 명제 아래 학기 중
연수, 방학 중 직무연수 등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현재 한국의 교실 수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양한 수업 방법을 배워서 수업 개선을 위해 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학생들은 점

단히도 애를 써 왔음에도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점 늘어나고 있으며 교사들의 업무 효능감도 매

상당수 학생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고 수동적

우 낮은 상태이다. 몇 년 전 한 주요 일간지가

인 자세를 보이는 등 전체적인 틀은 거의 변화가

「대놓고 잠자는 학교」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없다.

서 ‘우등생도 잔다’, ‘학부모들도 학교수업에 절
망’, ‘교사들은 행정 업무 탓만’, ‘학원 강사들, 엉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

터리 공교육이 문제’, ‘수업이 달라져야 잠 깬다’

내는 것이 바로 학교다. 이들은 학교에서 꿈을 키

등 시리즈 기사로 잠자는 학생들이 많은 교실의

우고 성장한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뛰게 하면 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다룰 정도로 한국 학교교실

명만 1등이지만 각자의 방향으로 뛰게 하면 모두

수업은

가 1등이다. 전쟁과도 같은 입시를 치르는 학창

(AMA)가 2천 명이 넘는 세계 유수 기업의 관리

생활이 아닌 성취감을 맛보는 행복한 십 대를 보

자와 고위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21세기에 가장

내도록 해야 한다. 2016년부터 중학교 과정에 자

필요한 능력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소통능력,

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주입식 교육보다 경

비판적 사고력, 협력, 창의성(응답률 순) 등 4가

험 위주의 공부를 할 것을 요구한다. 다양한 학교

지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는 분석 결과

활동 속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책을 읽고 다

를 발표했는데, 이러한 핵심적인 역량을 강화하면

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누릴 수 있는

성장한다. ‘혼자서, 말없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수업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수업 위기 상황과

것이 공부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교실 수업에서

행복교육에 대한 다양한 고민 속에서 만난 대안

학생들은 듣기만 하는 상황에서 과연 건강하고

이 학생 중심, 질문 중심의 하브루타 수업이었고,

행복한 수업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이를 통해 행복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고

까? 진도 나가기, 과도한 반복 학습, 정답 찾기,

있다.

주지 교과 중심의 지식교육 등으로 ‘배움의 즐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경영연합회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은 교사 중심의 주입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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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의 능동적으로 참여로 이

있는 데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루어지는 수업을 의미한다. 즉, 정해진 문제 해결

도입되면서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하였고, 수능의

과정·정답을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

변별력이 약화하면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성적

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

만으로는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기 어려워진다는

통 속에서 자신들만의 정답과 문제 해결 과정을

의미에서 수능이 중심인 정시모집 축소로 이어질

찾아내는 수업이다. 토의·토론 수업 역시 ‘학생참

수밖에 없다.

여중심 수업’으로서 학생 간의 협력적·경쟁적 의

수시모집에서 논술 비중을 높이는 것도 여의치

사소통 속에서 자신의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않다. 논술고사는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나간다. 교사 중심의 주입식·강의식 수업에서 학

데, 박근혜 정부 이후 대입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

생 참여 중심 수업으로의 변화는 평가 방식의 변

면서 논술고사 축소를 계속 권장하고, 이를 고교

화로 이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토의·토론 수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같은 재정지원

업’으로의 변화는 곧 ‘과정 중심 수행평가’로 이어

사업에도 반영한다. 수시모집 비중이 높아지면 학

지게 된다.

생부 위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교 내신 성적 중심으로 뽑는 학

수업 실행 전
핵심성취기준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 방법의
변화

수업의 실행
▶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역량 중심
수업

▶

과정 중심
수행평가

생부 교과 전형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렇다. 고등학교마다 학력 격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 성
적 외에도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할 수밖에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의 흐름>

없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에서는 평가도 학생의 다

■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양한 자기 주도적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평가는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에 치중해왔다. 역량 사회를 위해서는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즉, ‘학습을 위
한 평가’ 또는 ‘학습으로서의 평가’로 바꾸어야 한

- 전체 모집인원은 감소, 수시모집 선발비중은
증가
-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의 선발
안착

다.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의 지

- 논술고사 시행 대학 수 증가, 모집 인원 감소

향점은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있으며, 이는 곧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절대평가 전환에

미래사회

따른 대학별 반영방식 다양

핵심역량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다.158)
■ 전체 모집인원 감소, 수시모집 선발비중 증
Ⅱ.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
2018학년도 입시부터 본격적인 학생부종합전형
의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수시모집과 학생부종
합전형의 영향력 확대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현
상이다. 몇 년째 '쉬운 수능'의 기조가 이어지고

「

158) 박해진(2015),
활동 중심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
심 수행평가의 이해와 적용 , 고등학교 과정중심
수행평가 역량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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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속
구 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모집인 비율( 모집인 비율(
원(명) %) 원(명)
%)

계(명)

2018학
259,673 73.7 92,652 26.3 352,325
년도
2017학
248,669 69.9 107,076 30.1 355,745
년도
2016학
243,748 66.7 121,561 33.3 365,309
년도

벌교고등학교 교사 설 운 용

*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352,325명)의
73.7%인 259,673명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26.3%인 92,652명을 선발

1. 주요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의 변화
모집인원(2018년

■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 선발
정착

분

모집인원
2017

형

총원

2018학년도

(교과)

(54.3%)

%

(56.8%)

%

학생부 83,231명( 23.6

72,101명 20.3

(종합)

32.0%)

%

(29.0%)

%

수

논술

13,120명(

3.7

14,861명

4.2

시

위주

5.1%)

%

(6.0%)

%

실기

18,466명(

5.3

위주

7.1%)

%

기타
소계
수능

17,942
명(7.2%)

3,921명(1. 1.1
5%)

%
%

2,473
명(1.0%)

%

(100.0%)

%

80,311명( 22.8 93,643명( 26.3
87.5%)

%

실기

11,334명(

3.2

12,280명(

3.5

위주

12.2%)

%

11.5%)

%

0.1

437명(0.4

0.1

%

%)

%

0.1

671명(0.

0.2

%

6%)

%

(종합)
기타
소계
합계

491명
(0.5%)
435명(
0.5%)
81
명(0.1%)

0.0

0%)

%

%

(100.0%)

352, 100.
325명

0%

%

745명

2407
명(77
%)

2462명(79
%)

학교
장추
천
635명
600 (17%)
(16)
융합
형인
재
505명
(13%)

고교추천Ⅱ
1100명(29
%)신설
일반전형
1207(32%)

805명(24%.
학종면접형
신설)

3,149
(84%)

연세대

3,408

2,402 1,015 487명
(70%)
(30) (14%)

서강대

1,602

1,283
(80%)

319 662명
896명(53%)
(20) (39%)

성균관대 3,586

2,887
(81%)

699
(19)

일반
958명
일반
(34%) 983명(35%)
779
고른
,
(28)
기회
일반
113(3 113명(3%)
%)

92,652명

1257
명(38
%)

1733명(48
%)

한양대

2,815

2,036
(72%)

중앙대

4,377

3,117 1,260
(71%)
(29)

1360
명(31
%)

1364명(31
%)

경희대

4,813

3,283 1,530
(68%)
(32)

1925
명(40
%)

2083명(43
%)

이화여대 3,009

2,339
(78%)

670 665명
895명(45%)
(22) (37%)

0%

(86.3%)을 학생부 전형으로 선발
모집인원

674
(21)

355, 100.

* 수시 모집인원 259,673명 중 224,166명
정시

(현 高3)

3,749

92,652명( 26.3 107,076명 30.1
100.0%)

2018대입

(현

2,462
(79%)

45명(0. 0.0

%

대입

고려대

0.7

%

학생부

3,136

%

86.7%)

시 (교과)

서울대

5.0

위주

정 학생부

정시

大1)

259,673명 73.7 248,669명 69.9
(100.0%)

수시

2017학년도

학생부 140,935명 40.0 141,292명 39.7

*

기준)
구분

구 전형유

학생부종합전형

위의 자료를 통해 볼 때 2018년 입시에서 주요
대학들은 수능 변별력 약화 등으로 인해 수시모

중

(86.7%)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

80,311명

집에서 70~80%를 선발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수학 영역과 탐구 영역
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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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늘면서
2018년 대입의 대학별 주요 특징으로 먼저, 고

핵심 평가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풍성

려대는 수시모집 선발 비중을 2017학년도 75%에

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 전체 정

서 2018학년도 85%로 대폭 높였고 학생부 위주

원의 70% 이상 인원을 수시모집으로, 그리고 수

전형을 대폭 확대해 2,757명을 선발한다. 서강대

시모집 대부분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는

37.3%에서

상황에서 학생부는 이제 수능 성적만큼이나 중요

51.3%로 대폭 확대해 822명을 모집한다. 서울대

한 입시 자료가 됐기 때문이다. 양질의 학생부를

는 전체 선발 인원의 78.5%인 2,491명을 수시모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교육과정을

집에서 선발하며,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영역별 반

새롭게 변화시켜 기존의 교실 수업을 획기적으로

영비율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 33.3%, 수학

개선하려는 일선 고등학교들의 변화가 수반되어

40%, 탐구 26.7%를 반영한다. 영어는 2등급부터

야 한다. 과거 수능 위주 대입제도 아래서 하던

0.5점씩 감점하는 등 변별력이 거의 사라져 국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 중심 교실 수

수학, 탐구영역의 영향력이 높아진다. 성균관대는

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교사가 일방적

전체 선발 인원의 80.3%를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

으로 강의하고 학생은 듣기만 하는 수업으로는

며,

모집인원의

천편일률적인 학생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

48.9%인 1,733명을 선발한다. 연세대는 2018학

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폐지하고 학

형태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학습 과정을 면밀하

생부종합전형(면접형)을 신설해 수능 최저학력기

게 살펴보는 ‘과정 중심 평가’를 활성화해야 학생

준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기존 학교활동우수자

개개인의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이 고스란히 담

의 명칭을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으로 바꿔

긴 학생부가 탄생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위주

선발

전형으로

인원을

전체

472명을 모집하는 등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017
학년도보다 338명 증가한 1,019명을 선발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생부종합전형은 결과적으

이화여대는 2017학년도 74.2%보다 9.1% 확대된

로 교실 혁신의 동력을 제공한다. 변화된 대입제

83.3%, 2,073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학생

도 아래에서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쓰

부종합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으로 832명, 학생부

기 위해 '어떻게'라는 방법적 문제뿐 아니라 '무엇

교과 전형인 고교추천전형으로 470명을 선발하는

을'이라는 교육 활동의 내용을 함께 고민해야 한

등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인원을 250명 확대했

다. 교사들이 앞장서서 학생이 참여하는 교실 수

다. 한양대는 전체 모집인원의 72.3%인 2,037명

업으로 수업을 바꾸고,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말하

을 수시 전형으로 모집한다. 2017학년도 대비 수

는 마당을 조금씩 허용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

시모집이 소폭 증가해 수험생 부담을 줄이려는

성할 때 쓸거리 때문에 하는 고민은 자연스럽게

노력을 이어갔다. 면접을 폐지한 학생부 교과 전

줄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법에 대한 고

형으로 332명을, 학생부종합전형은 2017학년도보

민보다 기록 내용을 풍성하게 할 교육활동에 초

다 35명 증가한 1,096명을 모집한다. 이재진 진

점을 맞추는 노력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된다.

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실장은 "서울 7개 대학

이처럼 교실 수업이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바뀌

의 2018학년도 입학전형계획안의 공통점으로 수

면, 이런 학습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시모집 비중 및 학생부 중심전형 모집 비중 증가,

학습 능력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추게 된다. 더

특기자전형 감소,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및 폐

나아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놓고 자율동아

지를 꼽을 수 있다"며 "이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

리를 만들어 꿈과 끼를 키워 가는 인간으로 성장

이바지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려는 대학의 노

한다면, 바로 이게 21세기가 요구하는 행복교육의

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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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과목의 노력, 독서, 동아리 활동 등 여
2. 수시 전형

러 가지 활동을 해야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어낼 수 있다. 학생부 기록에서 의미 있는 항목들

가. 학생부교과전형

은 출결 사항, 수상기록,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
험활동,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

수시 전형 가운데 학생부교과전형은 보통 수능

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다. 학생부종합전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면접은 시행하지 않는

형에서 의미 있게 보는 항목은 전공 적합성, 발전

‘학생부 100% 전형’과,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

가능성, 인성, 성실한 교내생활 등인데 이러한 내

고 면접을 하는 ‘학생부+면접 전형’으로 나뉜다.

용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바탕으로 교과 세부

학생부+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비슷한 내신 성적

능력 및 특기 사항 란에 구체적으로 기록될 때

을 가진 학생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생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면접의 비중이 작다 하더라도 면접이 당락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전형을

다. 논술전형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평소 전공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나 자연 현상에 관심을 두고, 교과 및

한양대, 건국대 등을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논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

술전형이 있는 다수의 대학이 수능 최저를 적용

을 표현하는 경험을 갖도록 토론 중심 수업으로

하고 있어 수능성적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면접 준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 매우 중요하다. 교과 성적이 낮아도 논술시험
을 잘 치르게 되면 합격할 확률이 높으므로 성적

나. 학생부종합전형

이 좀 낮은 학생들이 좀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4등급 이하가 합격

학생부종합전형은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정

하기는 확률적으로 쉽지는 않다. 또한, 논술 시험

성평가’한다. 학생들을 점수로 평가하는 정량평가

은 강의식 수업 방식으로는 합격을 장담하기 어

는 점수 위주의 선발로 매우 미미한 점수 차이에

려워 많은 학생이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의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편리한 선발 방
식이지만 학생이 속한 환경과 학업 동기, 학업에

논술시험의 핵심은 제시문과 논제를 정확하게

대한 의지, 열정, 노력과 같은 요소들을 반영할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

수 없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당수의 수험생이 제시문을 정확히 읽거나 이해하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다양한

지 못하고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으로 답안을 구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

성하는 일이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브루타 수

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

업이나 거꾸로 수업 등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토

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최근

론과 논쟁 수업에 훈련이 된 학생들은 상대적으

대학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고 있고 준비

로 제시문을 명확히 이해하고 논제를 분석해 답

하는 학생들도 그만큼 늘고 있어 학생부의 체계

안을 작성하는 데 유리하다. 자연계 논술은 ‘수리

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많은 학생이 지원하는 전

논술형’과 ‘수리+과학선택형’, ‘수리+과학통합형’

형이기 때문에 탈락자도 그만큼 많다.

등 3가지 형태이며, 최근에는 수리논술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이 또한 평소에 질문과 대화로

학생부 종합은 성적 이상으로 비교과도 중요한
데 비교과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명확한

뇌를 자극하고 단련해 온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다.

진로 설정과 전공 적합도를 가진 활동이다. 진로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진학할 학과를 정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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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41 수업을 통한 행복교육 실천방안

⦁자기관리 역량 - 자아정체성과 자신
Ⅲ.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
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

교육부는 2015. 9. 23.(수) 공교육 정상화를

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위한 핵심과제로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

⦁지식정보처리 역량 - 문제를 합리적

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다. 교과서의 개발과 상관없이 교육과정의 자율적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

인 편성·운영 및 교실 수업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

는 능력

는 중학교의 자유 학기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
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홍익

⦁창의적 사고 역량 - 폭넓은 기초 지
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
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

⦁심미적 감성 역량 - 인간에 대한 공

다.

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사람 -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
하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 공동체 의식을 가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
중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 - 지역․국가․세계 공동
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
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
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창의성이란 흔히 아이디어, 사물, 기술, 접근 방
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여 독창적인 산출물
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말하며, 융합이란 서로 떨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

어져 있던 것을 관련짓고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

동,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의 실제적

를 창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창의성과 융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을

합을 결합하여 학교 교육에서 교과 내 그리고 교

기를 수 있게 하려고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과 간 학습 내용을 연결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시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

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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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역량을 함양할

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 교육의 패러

수 있도록 교실 수업이 개선되어야 하며, 무엇보

다임을 바꾸고, 학교 현장에서 대학입시를 기준으

다 교육 과정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주체

로 문·이과를 구분하는 관행과 수능 과목 중심으

인 교사가 행복하고, 학생이 행복하며, 교사가 성

로 지식을 편식하는 현상을 개선하며, 진로와 적

장하고 학생이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성에 따라 의미 있는 학습경험이 가능하도록 우

만들고자 하는 각자의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리 교육의 틀을 바꿔 나가고자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더불어 학생의 진로·적성을 고려한 다
양한 선택과목 개설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

Ⅳ. 하브루타 학습법의 이해

울 수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도 마련된다. 개별
교과 수업시간은 줄이지 않으면서 교과별 핵심개

1. 왜 하브루타 방식의 수업이었는가?

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

한국 교육은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learning

라 다양하게 전이·확장이 가능한 교과별 핵심 개

pyramid)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바로 선다고

념 및 원리 중심으로 학습하게 된다. 또한, 토론·

생각한다.

협력학습, 탐구학습 등 학생 활동 중심의 교수·학
습 방법을 통해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행복한 교
실 구현을 위해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자 한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내용-교수·학습평가’를 연계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
다. 과정 중심 평가가 지금의 수행평가와는 약간
의 차이가 있다. 수행평가는 과정 평가 중 ‘중요
한’ 교육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학생의 수행 과정과
산출물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과
정 평가는 수행평가를 포함하며 더욱 포괄적으로

(출처:미국행동과학연구소, NTL)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학습의 과정에
서 학생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가
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
가를 총칭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주로
학습한 결과를 평가하여 서열화의 근거로 활용하
였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평가
는 학생 개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
도록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면서 동
시에 수행평가를 잘 활용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환류하도록 하였다.

학습효율성 피라미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
한 다음에 24시간 후에 남아 있는 비율을 피라미
드로 나타낸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를 통해 듣는
강의는 5%에 불과하고,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열
심히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10%, 그렇게 강조
해온 시청각교육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토론
은 50%, 직접 해보는 것은 75%, 다른 사람을 가
르치는 것은 90%의 효율을 갖는다. 이것은 친구
를 가르치는 것으로 1시간 공부한 사람과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읽기는 9시간, 강의는 18시간을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대인들이나 핀란드 학생

결론적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토의·토론 수업 등

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덜 하고도 성공하는 이유
는 이런 공부의 효율성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듣
고 외우는 형태에서 벗어나 친구와 토론하고, 직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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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체험하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친구를 가르치
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친구와 토론하고 직접

2.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하브루타의 장점

체험하면서 하는 소통의 공부가 바로 하브루타
학습이다.

‘선생님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수업은
하수들의 수업,

기존의 토의·토론 학습과 달리 하브루타는 1:1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면

방식을 지향한다. ‘짝’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한다.

조금 발전한 수업,

토의는 많은 사람이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학생이 한 질문에 선생님이 답하면
바람직한 수업,

방식이고, 토론은 찬성과 반대라는 상반된 입장에

최고수의 수업은 학생이 한 질문에

서서 상대편을 설득하는 방식이다. 단체로 이루어

다른 학생이 답하도록 유도하는 것’

지는 토의나 토론에서는 발언하려는 의지가 없으

– 조벽 교수의 <명강의 노하우 & 노와이>

면 참여자가 얼마든지 침묵할 수 있지만, 하브루

중에서 –

타는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진행하는 것이기
에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학습법이라는 장점이
있다. 토의나 토론은 논제, 즉 질문이 이미 주어
진 상태에서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한 어떤 정확
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하브루타는
계속적이고 주체적으로 ‘질문을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핵심이다. ‘정답’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생
각이나 질문’을 서로 이어나가고, 그에 대해 서로
또 대답하고 질문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물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문 질문을
이어 가려면 분명 훈련이 필요하다.
고등학생이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입시
경쟁에서, 더욱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하루
15시간 공부를 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공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떨어지고 노력은 하지만 실
력이 노력한 만큼 자라지 않는 것을 볼 때 바라
보는 마음이 안타깝다. 하브루타는 이처럼 치열한
입시 경쟁 교육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에 흥
미를 느끼면서도 실력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졌다. 처음 하브루타 수업을 시도했
을 때, “과연 인문계 고등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가?, 수업 진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대학 입
시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이러한 수업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등 수많은 질문에 심적으로 흔들
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변화된 학생들의 모습과
변화된 교실의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 행복교육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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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르침을 내려놓으므로 더 큰 배움이 일어
난다.
가르치게 되면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게 되고,
지식을 주입식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가르치
게 되면 학생들은 듣고 공책에 기록하는 수밖에
없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교사
가 가르침을 내려놓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
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education)의 어원은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안
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안에서 밖으로 끌
어내기 위해서는 학생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표현
해야 하며, 표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말로 표
현하는 것이고, 이는 질문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다. 하브루타는 질문과 대답의 과정에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학습법으로서 질문이 있는 교실
을 실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며,
토론을 통해 서로의 창의적인 생각을 일깨워주므
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된다.
나. 짝을 지어 큰소리로 논쟁하며 뇌가 격동한
다.
소리 내어 공부하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빠르
게 익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다. 들으면서 말
하고, 말하면서 듣기 때문이다. 그 속도가 빠를수
록 뇌는 빠르게 움직이다. 뇌가 빠르게 움직일수

벌교고등학교 교사 설 운 용

록 뇌는 발달하고 사고는 넓고 깊어지며 상황 대

로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비평적이고

처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높아진다. 시각과 청

분석적이며 조직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게 한

각, 움직임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뇌가 활발

다. 친구와 질문과 토론, 논쟁하면서 대인관계 능

하게 움직이고 그만큼 효과도 높아진다. 하브루타

력과 사회성을 기르고 평생의 친구를 얻게 된다.

에서 가장 핵심적인 학습 키워드는 질문이다. 서

이와 같은 하브루타 수업의 여러 장점은 인성교

로 묻는 것이다. 서로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질

육 중심수업의 방향과 일치하며 더 나아가 궁극

문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고력을 확장하

적인 행복교육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고 논리력과 발표력, 경청력, 포용력까지 두루 갖
추게 한다. 질문은 그래서 배움에서 빼놓을 수 없
는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
다. 끊임없는 대화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해결
책을 만들어 간다.
끊임없이 대화하는 습관이 되어 듣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상대
방의 질문을 정확히 듣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3. 좋은 수업에 대한 고찰

“좋은 수업이란, 단 한명의 아이도 배
움에서 소외되지 않게 배울 권리를 보장
하며 동시에 질 높은 배움을 실현하는 수
업이다.”
–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 손우정 대표 –

다. 정확히 듣고 파악하기 위한 경청의 과정을 거
쳐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이 되어 있다면 문제점

우리에게 익숙한 교사 위주의 전달식 수업은

이 생겨도 끊임없이 ‘왜’라고 묻는 가운데 서로가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다. 그리고 많은 교사가 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나의 입

런 산업화 시대의 교수 관행에서 아직도 완전히

장만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할 수 있으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 문제해

있고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도 그에 따라 변화하

결능력, 소통능력을 기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고 있다. 교사가 수업을 잘하려면 먼저 무엇이 좋

이다.

은 수업인지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하브루타 수업은 성공과 행복을 가져온다.
미국의 짐멜만(Zemelman)과 동료들은 수십 년
하브루타 수업은 기본적으로 ‘질문 만들기 →

동안 미국에서 수행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

짝 토론 → 모둠 토론 → 발표 → 전체 토론’ 과

하여 좋은 교수-학습 방법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정을 거친다. 학생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게 만

첫 번째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이다. 이 원

들고 그것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해결

칙에는 학습자 중심 수업, 학습자에게 체험 학습

해 가는 과정을 통해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

경험을 제공하는 경험적 수업, 총체적 학습 경험

움, 깊이 있는 배움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

을 제공하는 참된 수업, 도전적 학습 경험을 제공

그 외에도 하브루타 수업은 소수를 위한 수업

하는 도전적 수업이 포함된다. 두 번째 원칙은 인

이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소외

지적 교수 학습이다. 학습자의 고차원적 사고 활

됨 없이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동을 돕는 인지적 수업, 학습자의 발달 특성에 적

제공함으로써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수업이 된다.

합한 발달적 수업, 학습자의 지식 구성 활동을 지

또한,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 과정에서 자신만의

원하는 구성주의적 수업, 학습자가 다양한 표현

견해와 관점, 다양한 견해와 관점, 시각을 갖게

양식을 배우도록 하는 반성적 수업이 이에 해당

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한다. 친구를 통해 서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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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세 번째 원칙은 사회적·간인간적 교수 학습

택을 허용하는 수업

이다. 학습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사회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고 실행하는 수업

적 수업, 학생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협력적 수

∙개인 학습자의 감성적인 요구와 다양한 인지

업, 학습자의 민주적 자질을 키우는 민주적 수업
이 이에 해당한다.

적 스타일을 고려하는 수업
∙학생들 간의 협동적인 활동을 격려하는 수업
∙다양한 특징들의 학생들이 학급을 구성하는

가. 지양해야 할 수업

수업

∙교사 주도적 교실 수업

∙학생들에게 특별한 도움이 제공되는 수업

∙학생들이 앉아서 듣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등

∙교사와 학부모 및 행정가들이 다양하고 협력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
∙교실에 조용한 학생을 칭찬하고 보상하는 수
업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업
∙교사의 관찰이나 수행 평가 등을 통한 학생의
성장에 대한 교사의 기술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는 수업

∙학생들이 앉아서 필기하고 작업하는 데 대부
분 시간을 소비하는 수업
∙학생들이 교과서나 권장 도서를 읽는 데 시간
을 보내는 수업

Ⅴ. 수업을 통한 행복교육 실천 사례
(하브루타 수업을 중심으로)

∙교사가 모든 교과를 포괄하면서 단지 피상적
인 수준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수업

행복 교육의 성공 여부, 수업의 성공 여부는 다

∙사실의 암기에 중점을 두는 수업

른 무엇보다 ‘소통’과 바람직한 ‘관계’에서 출발한

∙경쟁과 성적을 중시하는 수업

다. 책(텍스트)과의 소통, 교사와 학생 간 소통,

∙능력별 집단으로 학생들을 분류하는 수업

학생과 학생 간 소통과 바람직한 관계가 중요하

∙표준화 검사에 의존하는 수업

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받아들이며, 서로에
게 순간순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과 협
력해 가는 수업 속에서 행복교육은 실현된다. 수

나. 장려되어야 할 좋은 수업

업의 시작을 또는 짝과의 대화의 시작을 5가지의

∙경험적, 귀납적, 체험적 학습을 강조하는 수업

감사 스피치로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도입할 수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강조하

있는 효과적인 실천 방안 중 하나이다. 그런 의미

는 수업

에서 하브루타 수업은 행복 교육의 목표를 이뤄

∙교사가 지도하고 실행하고 모델이 되는 등 다

가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업
∙고차적인 사고와 학문의 핵심 개념 및 원리의
학습을 강조하는 수업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서 3학년
사회・문화 과목과 1학년 사회 과목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적은 수의 중요한 주제를 깊이 있게

있다. 고3 수험생들과 수업을 할 때는 진도에 대

연구하고 탐구 방법을 내면화할 수 있는 수

한 부담과 수능 시험 성적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업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을

∙학생들이 교과서 외에 실제적인 텍스트를 읽
게 하는 수업
∙학생들의 자기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수업

고민이 있었다. 매시간 하브루타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전형적인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하
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과서, 팀 파트너, 연구 주제 등 학생들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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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기 하브루타를 도입하였고, 강의식 수업과 함

그 후 오늘 학습하게 될 본문 내용을 학생들에

께 진행하되 하브루타 수업모형으로 접근하기 좋

게 읽게 하고(단원에 따라서는 먼저 읽고 공부해

은 단원을 선정하여 이를 수업에 적용한 결과 나

오게 하지만 대개는 수업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

름대로 만족할만한 반응과 행복지수의 상승을 경

하려고 노력한다.),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인지하

험하고 있다. 실제 수업 시간에 적용하고 있는 몇

는 과정에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오늘 수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업의 목표는 ……입니다.”라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교과서를 보고 찾

1. 수업은 감사 표현, 전시학습 확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아보게 하고 학습 목표를 찾은 뒤 그것과 관련된
질문 세 가지를 만들어 보게 한다. 그러고 나서
세 명의 학생을 통해 학습 목표 세 가지를 발표

수업의 도입은 대개 전시 학습 상기, 동기 유

하게 한 후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간다.

발, 학습 목표 확인 등으로 구성된다. 하브루타
수업에서는 전시 학습 확인을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유익하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늘 수업 진도 몇 쪽인가요? ...는
뭐라고 했지요?”라는 방식의 지식 확인형 질문 대
신 “자! 각자 노트를 꺼내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어 봅시다. 시작~!” “이제 친구와 인사
합니다. 반갑다 친구야! 인사를 나눈 후 짝과 감
사 표현 5가지씩 나눕니다.” “노트와 책을 덮고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짝과 대화 나눠 보
세요~”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지난 시간
에 배운 내용에 대해 장기 기억을 더듬어 나가도
록 유도하고, 단어 수준의 키워드라도 서로가 말
할 수 있게 한다. 짝과의 대화가 끝나면 짝의 설
명이 매우 좋았던 학생 손을 들게 하고, 앞으로
나와서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을 전체 앞에서 발
표하게 한다. 이런 방식의 도입 핵심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업을 열도록 하는 인성 교육 측면에

2.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수업 모형

서의 이유가 있고, 또한 지난 시간에 아이들의 뇌
속에 전시학습 내용 중 어떤 내용이 선택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사회・문화 과목의 수능 시험

강렬하게 인식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구

상위등급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항 유

조로 머릿속에 자리 잡았는지 파악하여 전시학습

형은 ‘표 분석’ 문항이다. 대개 2~3문항이 출제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고 있고 고배점인 데다가 분석과 계산에 많은 시

옅어진 사항들을 보완해 줌으로써 학습 내용이

간을 요구하는 구성이다 보니 과목을 선택한 학

장기 기억에 남을 가능성을 커지게 하기 위함이

생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 이때 학생들의 활동과 발표에 교사가 적극적

사회 계층 이동과 관련한 표 분석 문항, 사회복지

인 반응과 리액션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관련된 표 분석 문항은 교사가 강의하는 방법보

학습 분위기는 활기를 띠게 되며 자연스럽게 학

다 학생들 스스로가 개인적 분석하기 → 조별 분

습 동기 유발이 이루어진다.

석 및 토론과 가르치기 → 조별 대표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가르치기 → 짝지어 가르치기 등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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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심의 하브루타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처

구성 등) → 짝지어 돌아가며 문제 발표하고 토

럼 고난도의 표 분석 문제를 친구 가르치기 하브

론하며 다듬기 → 조 단위로 문제 발표하고 토론

루타 방식으로 수업하면 교사가 질문의 주도권을

하며 다듬기 → 조별 대표가 전체 학생들에게 작

갖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가

성한 문항 발표하기 → 우수 문항 선정하기 방식

르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배

의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수업을 전개하면 도움

우게 되며, 교사는 단지 수업의 마무리 과정의

이 된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과정을 통

‘쉬우르’를 통해 교사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해 수능을 비롯한 여러 시험에서 자료 분석력과

마무리한다. 실제로 학생들은 수능 시험 표 분석

매력적인 오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신장하는 것을

문제에서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학습법의 효과

확인할 수 있다.

적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의 장점은 학생들
이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효과적으로 분석하
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면접을 대비한 예상 질문
을 찾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반을 둔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을 스스로 키우
고 수시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
다.

3.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수업 모형
이 방식은 주로 복잡한 개념을 정립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한 방법
이다. 한 예로 사회・문화 과목의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단원의 경우 1차 집단, 2차 집단, 공
동 사회, 이익 사회, 내집단, 외집단, 준거 집단,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관료제,
탈관료제,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
관, 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등 유사하면서 구분되는 다소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 단원 수업 시 여러 가지 개념
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사례 중심)를 던져 주고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제 만들기(질문,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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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의 오류, 사례의 부적절성 등을 찾아내는 능
력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
이었다. 이렇게 치열한 방식의 논쟁중심 하브루타
학습법을 통해서 본교 수험생들에게 대학 입시에
서 면접 전형을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실질적인 효과를 경험했다고 학생들이 면접 후기
를 이야기하곤 한다.

1. 선발된 조장과 함께 4인 1조로 구성
한다.
2. 개인학습(20분) 후 짝 토론을 통해 좋
은 선지를 선별하고 다듬는다.
3. 모둠토론을 통해 한 번 더 다듬고 좋
은 선지를 선별한다.
4. 학급 전체 토론을 통해 좋은 선지를
채택하고 다듬는다.
5. 학급별 채택된 우수 선지를 종합, 정
리하여 최종 결과물을 공유한다.
※ 문항 선택권은 조별로 학생들에게 부
여한다.
<활동명 : 나도 수능 출제자!(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4. 논쟁 중심 하브루타 수업 모형
논쟁은 쟁점에 대하여 논리적 근거로 다투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가 요구되
기 때문에 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난 이
후 약간의 심적 여유가 있을 때 논쟁거리가 되는
쟁점을 선정하여 디베이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
다. 디베이트 방식의 논쟁 중심 하브루타를 통해
상대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증명하고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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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것을 배울 때, 배움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능
동성이 강화될수록, 감각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
기가 학습의 주도권을 가질 때, 학습자가 다른 사
람을 가르칠 때, 배운 것을 스스로 표현할 때, 교
수자가 학습자가 잘 배웠는지 확인해줄 때 등이
있다. 분기 또는 학기별로 중요한 시사적인 주제
를 가지고 하브루타 수업을 하면 무엇보다 자기
삶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학습 동기와 의욕이 발
생하고 학습을 지속할 힘을 얻게 된다. 실례로,
2016년 가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 제1조’
로 시사 하브루타를 할 때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
민으로서 헌법 정신에 대한 깊은 성찰, 국민 주권
실현의 의미 이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위해 국
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진지
한 토론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됨을 확인하면서 참여 교육이 미치는 영향
력을 실감하게 된다.

<벌교고등학교 논쟁중심 토론대회(디베이트)
참가팀 토론 개요서>

5. 시사 하브루타 수업 모형
아이들에게 배움이 가장 잘 일어나는 조건은
무엇인가? 배움이 자기의 삶과 연결될 때,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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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업의 정리는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단원의 성격과 수업 주제에 따라 수업 방식은
다양하다. 매시간 하브루타 학습모형으로 수업하
는 것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 수업에
서 교사가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 하는 것은 욕
심이고, 그 효과 역시 미약하다. 수업에서 교사의
가르침은 핵심만을 강의하는 수준이어야 하고, 대
부분 시간을 학생들이 수시로 토론, 질문, 논쟁하
도록 진행하는 바람직하다. 혹, 강의 위주 수업을
진행하는 때도 일반적인 수업은 20~30분이면 충
분하고 나머지는 학생 활동과 참여 중심 수업으
로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교사가 전체 학생들
에게 본시 학습 내용을 5~10분 정도 요약하여
정리(쉬우르) 한 후, 친구 가르치기로 마무리하면
좋다. “자~ 각자 오늘 배운 내용을 1분간 읽고
정리합니다.” “모두 책을 덮습니다. 각자의 말로
오늘 배운 내용을 책을 보지 않고 친구에게 상호
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
은 본시 학습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정
리하고,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 오래 남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활동명 : 수업 정리 – 친구 가르치기
<활동명 : 시사 하브루타 – 대한민국 헌법

하브루타>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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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브루타로 이렇게 변한다.
가. 교실이 변합니다.

들께
하브루타 학습의 중요한 키워드는 질문과 경청
이며, 궁극적으로 대답 잘하는 학생보다는 질문하

1) 모두가 참여하게 되면서 수업이 활발해진
다.

는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생각하는 힘
을 길러주는 교육을 지향한다. 단어의 뜻을 질문

2) 능동적으로 말하고 떠들고 말하는 공부로
배움이 즐거워진다.

하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질문하고, 상징과 의도
를 찾는 질문을 하고, 생활에 연계하여 적용하고

3) 자신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학습 경험을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하는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통해 창의성이 발휘되고 문제 해결력이

학생들의 성장판은 자극된다. 하브루타 수업 모형

증진된다.

은 하브루타 수업을 배우는 초기 과정에서는 쉽

4) 배려와 존중의 인성교육이 실현된다.

게 따라 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지만, 이 또한 수

5) 내가 선생이 된다!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업 적용 예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수업모형과

공부 방법!
6)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공부가 깊어지고
학생들이 성장한다.

패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서로 짝을 지어 질문
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하브루타의
본질적인 학습 원리를 현장에 적용하고자 노력하
는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아이들이 변합니다.
가. 설명하지 말고 먼저 질문을 던진다. 질문을
1) 숱한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 능
력이 자라난다.
2) 틀린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경험을 통해
용기가 생기고 발표력이 신장한다.
3) 토론과 경청의 과정을 통해 타인의 처지
에서 생각하고, 사회성이 길러진다.
4)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왜 그런지를 생각
하며 생각하는 힘이 강해진다.
5)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암기보
다 생각 중심의 공부를 하면서 싫어하는
과목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와 찾아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여건
이 허락된다면 다음 시간 공부할 것을 미
리 읽어 보고 질문을 작성해 오게 한다,
나. 학생의 답은 오답은 없다. 틀린 대답을 하
더라도 틀린 부분을 지적하기보다 생각을
존중하고 긍정해주며 다시 생각할 수 있게
질문한다. 설령 정답이 아니더라도 포인트
를 찍어 칭찬하면 다음에도 자신 있게 답
변할 수 있게 된다.
다. 답변할 충분한 시간을 준다. 질문하고 바로
답을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볼 수 있
는 시간이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Ⅵ. 행복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

친구와 함께 질문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해도 좋다.

행복은 분명 소중하지만 특별한 곳에 있는 게

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가치이다. 일상

하되 특이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

의, 일상에 의한, 일상을 위한 행복이 중요하다.

면 더 크게 칭찬해 준다. 정답을 요구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들

학습법이 아니므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일이다.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해야 한다.
마. 스스로 주제를 정할 수 있게 해도 좋다. 탐

1. 하브루타식 수업을 적용하고자 하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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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제를 스스로 정한다면 적극적으로 탐

벌교고등학교 교사 설 운 용

구하고 친구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다. 또

업’뿐만 아니라 ‘거꾸로 수업’, ‘배움 중심 수업’,

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스스로 찾을

‘융합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법들이 잠자는 교

수 있게 하거나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하

실을 깨우고 있다. 교육은 스마트폰이나 패션처럼

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유행을 타다 어느 순간 사라지는 상품이 아니다.

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해서 실시한다.

이러한 좋은 교육 방법들이 사라지지 않고 보완

한번 실시로는 학생들도 익숙하지 않기에

되어 지속하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교사 자신의

지속해서 실시하면 학생들도 질문하고 탐

행복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선행되

구하는 습관을 지닐 수 있다.

어야 한다. 행복 교육을 위한 수업모형 개발과 적
용을 위한 교과별 영역별 교사 연구모임과 교사
수업시연 공동체가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함

2. 좋은 수업 디자인으로 배움의 크기를 키우자.

께 고민하며 수업 시연을 공유할 수 있는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 연구 공동체가 필요하다.

교사가 먼저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습관

교육의 중심에서 학생과 호흡하며 교육 현실을

을 지녀야 한다. 좋은 수업을 하려면 좋은 질문을

가장 첨예하게 고민하는 뜻 있는 현장 교사들이

해야 한다. 그것은 훈련으로 될 수 있다. 일상생

중심이 되어 교육의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 하브

활 속에서 익숙한 문제들에 대해, 또는 자신의 수

루타 수업이 매우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라 생각

업에 대해 교사가 먼저 끊임없는 질문의 습관을

한다. 또한, 학생참여 중심 수업에 대해 학생, 학

지녀야 한다. 또한, 무엇이든 가르치려 하고 참견

부모, 학교 지도자가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의 교

하려 하는 교사의 일종의 직업병이라 할 수 있는

육철학과 교육관을 존중하고 믿고 기다려주는 신

가르침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한다. 학습

뢰가 필요하다.

효율성 피라미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이
질문과 토론을 통해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육 공동체 차원에서 현

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의 학습 주도

교육의 문제점을 올바로 진단하고, 행복교육의 본

권을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하브루타 수업에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과 학교 행복

대한 교사 자신의 흔들림 없는 교육관, 더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세부적인 지원 시스

하브루타 수업을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짝의 수준

템 구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한민

차이 문제, 토론수업을 선호하지 않는 일상적인

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 발전 수준에 걸맞게 전

문화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

국민의 행복 역량을 강화하는 미래 지향적인 百

다.

年之大計의 긴 안목으로 행복교육이 견고하게 정

교사로서 잘 설명하고 가르치려 했던 유혹과
가르침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수업의 주도권을 학

착되고 학교 현장에서 결실을 거두는 시간이 앞
당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생들에게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할 때 교실에서의
배움의 크기는 커지며,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교
수자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 이것이 하
브루타가 추구하는 행복 수업과 성장의 방식이다.

3. 학교 공동체 차원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하브루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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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을 즐길 때의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조기형 | 지오 맛 아카데미 원장

1. 서문
행복한 마음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분위

상상보다 더 빠른 발전이 도래할 것으로 추정한

기를 조장하고 자기 주도의 생활습관을 권장하고

다. 만약에 양자컴퓨터의 발전이 상용화되면 그로

있다. 하지만 학습할 때 즐거운 마음을 가지기 위

인한 발전의 속도는 추정이 쉽지 않을 정도이다.

해서는 주변의 환경이 뒷받침해야 한다. 학습의

이러한 기기적인 발전상황은 삶의 편리함과 행동

내용과 마음이 동화되어야 하고 보상의 기대를

의 풍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기기문명은

자극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미래 생

사람들에게 일할 자리를 빼앗아가지만, 그에 걸맞

활의 흥미로운 주제는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는

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미래학자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창립자 겸 회장인 Klaus

들의 예견이다. 앞으로 10~15년 이후에 취직이

Schwab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

필요한 지금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라, 우리 자체를 바꿀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를

학습법이 필요할 때이다. 단순기능의 암기와 정보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자금이 필요한 시

습득은 검색과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줄 것이기에

대였지만, 미래는 생각과 콘텐츠가 필요한 시대라

미래 시대에 걸맞은 교육방법이 정립할 때이다.

고 말한다. 이렇게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시대에

자유학기제는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의 인재를 위

들어서면서 정보의 과도한 방출에 휩쓸리어 스스

한 새로운 교육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로 결정하기에는 어렵고 힘들며 혼란스러운 정보

하는 인재의 양성과정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거론할 때
이다.

새로운 교육환경이 필요한 시기
미래의 예측을 단지 관전하는 자세에서 이제는

경험 위주의 교육

참여하는 자신감을 갖추어야 할 시기이다. 인공지

기기문명을 대처할 우리들의 역할은 다양한 분야

능의 발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즈음에

에서 학습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공통으로 배우고

미래의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리만큼 다양한 영역

익혀야 할 가치를 찾아서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

에서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줄 즐거움과 행복을 기반으로 닦아야 한다. 그래

열 가지의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가는데 새로운

서 행복을 탐구해야 하고 행복한 시간이 어떻게

영역이 하나 생성되면 새로운 영역의 생성으로

만들어지고 행복한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행

인해서 열 가지의 영역이 더욱 빠르게 발전하게

복하게 일을 하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

된다. 그래서 미래의 예측은 단지 추정에 의한 방

릴 때의 행복한 학습에서 그 시작이 진행되어야

향성을 제시할 뿐이라고 한다. 신물질의 출현이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미래학자 박 영숙은 교

든지, 신소재의 발견이나, 물리학의 새로운 공식

육은 실제 체험하거나 느껴본 경험으로 최고의

이나, 기초과학의 새로운 세상이 발견되면 지금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159)고 하였다. 막연한 행복의
관념화된 개념을 실체적인 경험이 유발할 수 있
159)『2020 미래교육보고서』 경향미디어, 박영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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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반영하는 교육체계를

한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맛으로 인해 반응하

만들어야 할 시기이다.

는 감각의 현상을 파악하여 행복의 연관성을 찾
아볼 계획이다. 맛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복의 필요성

의지와 의도는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행복의 주제는 인류사의 기나긴 삶의 공통적인

파악하여 주의가 어떻게 작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목표였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주관을 바

인식이 일어나는 것을 분석해볼 것이다. 맛에 집

탕으로 지어진 삶의 목표가 궁극에는 행복으로

중할 때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으로 행복의

연결된다. 이를 거부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겠

가치가 선명해지기를 기대해본다.

지만, 결국 행복에 도달하지 못해서 저항하는 과
정으로 결국은 행복으로 가려는 방편이다. 인류사

2. 맛이란?

에서 지금과 같이 빠른 경제적 발전은 경험해보

1) 맛의 이해

질 못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기반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행복은 몸과 마음에서

으로 새로움을 창출할 자료를 찾기는 불가능하다.

반응하는 긍정적인 호르몬분비의 효과로 확인할

한걸음 디뎌보질 못한 걸음걸음에 암초와 난관이

수 있다. 오감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대 간이거나, 정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먹을 때이다. 오감

치이거나, 권력과 지식인들에 까지도 통합과 합일

을 거의 동시에 활용하는 것은 진화와 관련이 있

그리고 조화와 협동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다. 여기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오감의

모두의 발전이거나 모두의 실수를 경험할 수 있

활성이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이기도 하다. 오감을

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 따른 과학의 발전과

각각 나누어 감각의 분야별로 적절하게 활용하면

더불어 이제는 정신적인 성장이 필요할 때이다.

오감의 전체적인 발전이 이어질 것이지만, 감각에

그런데도 정치나 사회는 더딘 속도를 가지고 있

대하여 이렇게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정보와

다. 행복의 주제는 정신적인 성장을 이끌어가는

교재를 찾기는 어렵다. 맛을 이해하는 데는 감각

도구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기식 이해를

의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감각은 반응하면서 인

바탕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바꾸어 지식의 본질을

식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생각이 일어나면서 사

경험하는 학습이 필요한 시기라고 4차 산업혁명

고체계는 작동한다. 인식이 일어나는 과정도 감각

에서는 이야기한다. 지금의 학습방법을 몇 사람의

의 반응에 따른 과정에서 비롯된다. 맛의 가치는

철학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의

행복으로 귀결되지만, 중간의 과정이 빠져 맛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분석한 미래학자들의 의견이

행복으로 엮어주는 감각의 기능에 대하여 평가절

나 각국에서 새로운 교육체계를 과도하게 받아들

하가 되어 있다. 감각의 과정을 모아서 한꺼번 다

이고 있는 과정을 기반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성

루는 교육과정이 없는지라 구석구석에 산재하여

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학습자의 행복한 경험시간

있는 정보들의 규합하여 조합하였다. 감각의 활용

을 늘려야 한다는 필연적인 선택을 준비해야 한

에 대하여 일부 예술인이나 스포츠 활동을 하는

다고 본다.

전문가들이 편협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대중의
영역에서 감각교육을 직접 부각한 예는 없었다.

맛에 집중할 때의 행복
행복의 실제적인 현상과 이를 반응시키는 요소들

사물인터넷의 감각

이 어디에서 제공되고 어떻게 흡수하는지를 파악

4차 산업혁명에서 사물인터넷의 기능이 인체의

하고 이를 통한 대안으로 맛의 집중을 선택하였

감각을 활용한다는 점으로 비추어 보면 이제는

다. 맛이 주는 행복은 맛에 집중하면서 일어나는

감각의 기능에 대하여 조금 더 파악해 보아야 할

현상이지만, 집중에 게을리하면 행복의 효율은 그

때라고 본다. 맛은 감각의 반응이다. 맛의 기능을

만큼 줄어든다. 맛을 즐기는 것은 그만큼의 행복

활용하는 데는 감각의 분야별 영역을 세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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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야 한다. 생존 본능이 음식을 먹을 때도 일

을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어렴풋한 생각으로

어나는 것은 생존의 바탕에서 감각이 반응하기

기억하게 하였다. 경제의 발전에 걸맞은 맛집이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행되는 정보의 교류

많아지고 있으며 언론이나 매체는 맛에 대한 프

는 내면에 깊게 저장이 되거나 본능에 따라 작동

로그램 비중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언론매체가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조심스레 다루어 왔다.

지정한 맛집을 방문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걸맞

맛이 주는 행복은 이렇게 감각의 반응들이 모여

은 생활이라는 트랜드를 만들기까지 한다. 미래직

서 이루어진 결실이다. 맛은 감각의 반응에 따른

업 중 끝없이 없어지질 않을 직업을 선정할 때

결과물이라는 단순한 답을 제공한다. 맛을 이해하

미래학자들은 요리사와 미용사를 꼽는다. 맛은 인

는 것은 감각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고 감각은

류발전의 틀이 변할지라도 끊임없이 행복을 주고

오감을 통해서 하나씩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언

행복의 조건으로 자리할 것이다.

어감각, 사고감각, 자아 감각의 세 가지 감각기관
이야말로 진정 루돌프 슈타이너의 독창적 사고의
결실이라고

말한다.160)

맛을 즐길 때의 행복
맛은 하루 세 번 습관적으로 접하게 되는데 맛을
더욱 많이 이해할수록 맛에 대한 가치부여가 높

행복과 감각의 관계

아지고 맛을 즐기는 경험시간은 길어진다. 어릴

감각은 이해를 통해서 저장하고 경험을 통해서

때는 맛에 대하여 그다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체화되는 과정에서의 도구이다. 감각의 역할이 생

하고 지낸다. 성장기의 왕성한 식욕은 성장발육에

활의 모든 일상을 책임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맛

필요한 입맛으로 연결되어 즐기는 맛보다는 몸과

을 즐길 때는 생존의 욕구와 함께 작용하기 때문

마음에서 필요한 맛으로 우선 연결되기 쉽다. 자

에 본능이 함께 작용한다. 맛이란 무엇인가를 포

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즐기는 학생들은 편파적이

괄적으로 풀어서 행복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맛

고 외곬 수적인 맛에 길들 가능성이 많고 이에

은 감각을 반응시켜 몸의 진화를 일깨워내는 도

따른 성격 형성이 날카롭거나 편협적으로 자리하

구라고 할 수 있다. 맛은 인류사에서 중요성을 강

게 된다. 몸과 마음에서 작용하는 맛의 역할을 체

조한 흔적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제사를 지낼 때

계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적었기에 우선의 단맛과

먹을 것을 제단에 올려놓는 것으로 보아서도 맛

기름지고 고소한 맛에 중독되어있다. 맛의 영역은

의 가치를 높여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배

대단히 방대하지만, 눈에 끌리고 입맛에 현혹되는

부름을 위해서 제단에 먹을 것을 놓지만은 않았

단순한 맛의 함정에서 국한적인 즐거움만을 경험

다고 보는 것은 일부러 맛있고 귀한 것을 올려놓

하고 있다. 몸의 감각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되

았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축제를 할

고 이를 개발하여 전인적인 감각 센서가 작동하

때나 행사를 할 때도 먹을 것이 중심에서 작용한

기를 원한다. 그래야 행복을 즐길 도구가 많아지

다. 이 또한 배부름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선정하

면서 행복한 경험을 즐길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

지는 않았다. 맛있는 것을 선별하여 대접하였고,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맛과 기름진 맛의 편

이에 따른 행복을 추구하였다. 제일 기쁜 날에도

엽적인 감각기능만을 반복적으로 경험시켜서 한

맛을 즐긴 것은 맛의 가치가 최고 선상에 자리하

쪽으로 발전되고 굳어지게 한다.

고 있다는 암묵적인 표현이다.

외로움은 전염된다. 외로운 친구를 곁에 두면 나
도 외로워질 확률이 40~65%로 높아진다. 외롭지

맛의 미래

않은 사람을 세 번 거쳐야만 외로움의 전염을 막

맛은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와 전통에 섞여서 지

을 수 있다.161) 행복한 사람은 외로운 사람들과

금에 이르고 있다. 맛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행복

어울리면서 밝음으로 유도해준다. 어르신들은 씀

160)알베르트 수스만,『12감각』(푸른씨앗, 2016, p280)

161)김병수,『감정의 온도』(레드박스, 2017,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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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귀의 질겅거림으로 인해서 씹을 때의 만족이나

들어서면서 다양한 학습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경

30여 번 이상 씹을 때의 침과 섞이면서 반응하는

험학습은 대부분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경험을 온

미미한 단맛으로 잔잔한 만족을 경험한다. 이렇게

전히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바르게

스스로 주도하면서 일으키는 맛에 대한 경험이

경험되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며 이는 행

많아지면서 씹힘의 횟수가 많은 음식에 거부감없

복으로 이어진다.

이 즐거움으로 드실 수 있는 행복은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맛이

맛이 주는 행복지수

주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행복에는 관심이 적

행복은 경험학습의 기반이면서 결과치이다. 경험

다. 쉽고 간단하면서 주어지는 데로의 순간 만족

하면 만족이 높은 이유는 몸에서의 반응이 많아

에 관심이 많지만, 장기적이거나 지속적인 습관에

지기 때문이다. 근육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호르몬

대해서는 교육을 받을 환경이 제공되지 못하고

분비도 많아지고 혈액순환도 촉진되는 생물학적

있다.

인 현상을 기초하고 있다. 행복은 경험에서 비롯
되며 경험은 인식할 때의 과정에서 가감되며 이

맛의 이해와 연결된 학습

는 집중할 때의 방법에서 시작된다. 행복의 품질

맛은 정서의 발전과 연관이 있다. 감각의 반응을

을 높이려면 집중력이 좋아야 하고 이러한 집중

통해서 인식 훈련하는 영재학습이나 교육학에서

이 인식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맛을 즐길 때 집중

이야기하는 경험학습이 맛의 인식과 연관되어 있

력을 높이면 인식의 양이 많아지고 이를 기반으

기 때문이다. 경험을 통해서 체화되면 그 기억은

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습관을 유도

오래도록 남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학습으로 연

하는 학습을 위해서 맛의 가치를 수용하면 먹을

결하는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이나, 레고 쌓기 교

때마다 집중력을 활용하게 되고 이에 따른 행복

육, 이스라엘의 하부루트교육 등은 감정의 발달과

지수는 높아진다. 행복한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표현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한다.

부정적인 시간이 줄어들기에 행복지수가 높아질

교육학에서, 예술에서, 운동에서 감각의 작용에

뿐더러 인공지능으로 인한 정서적인 피해를 줄이

대하여 거론하는 것이나 맛을 즐기면서 인식하는

거나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

것은 같은 종류의 경험이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

을 먹을 때 맛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맛이

과정에서 필요한 감각의 반응이 맛의 즐김에서

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은 본능의 작용이 일어날

같은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맛의 이해

때 정보유입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에

와 연결하였다.

서 기록된 유전자의 오래된 기억은 긍정과 부정
의 경계선을 두고 하나를 선택한다. 단지 생존을

오감을 통한 경험학습

위해서 문제가 되는지와 그렇지 않은지가 본능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정서적인 감정표현을 많이

작용하는 기반이다. 맛은 이렇게 오래된 기억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터 배어있는 긍정과 부정에서 긍정 대부분을

자동화로 인해 행동양식이 변화될 때 이에 걸맞

차지하고 있다. 원시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은 정신적인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뒷

생존은 먹는 것으로 경험되어 지내온 시절이 많

받침하는 교육의 방향을 잡기 위해 미래학자들은

았기 때문이다. 맛을 거론하는 것은 본성을 다루

교육정책에 오감을 활용해달라고 제안하고 있다.

는 것으로 맛이 주는 감동은 행복의 크기를 확대

이렇게 오감을 활용한 경험학습이 지금부터 필요

해주는 방편이다. 맛을 즐길 때 인식에서 시작되

한 시기라고 주장한다. 경전의 말씀은 주로 경험

는 맛의 이해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설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철학의 흐름도 결국에

정해본다.

는 경험하라고 논리적인 제시를 하고 있다. 이제
교육도 경험을 토대로 진행되기를 필요한 시점에

2). 맛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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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42 맛을 즐길 때의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대

만, 한정 없는 깊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느껴

부분의 지배적인 표현이다. 맛있게 먹으면 더욱

진다.

기분이 좋다는 생각을 떠올리는 사람이 그리 많
지 않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주어진 대로

자기 주도의 맛

음식을 먹는 것이지만,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개척하여 가는 길에서 반응하는 뇌

맛을 자기 주도하면서 먹는 것으로 서로의 상황

의 발달은 주어진 대로 걸어가는 길에서 반응하

은 다르다. 맛을 주도하면서 먹을 때는 맛에 대한

는 뇌의 발달에 비해 17~20배 이상 활성화된다

인식이 길어지면서 반응이 많아진다. 맛은 이렇게

는 신경과학에 말하고 있다. 자기 주도의 필요성

주도자에 의해서 역할이 달라진다. 주는 대로 먹

은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에

어서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 먹을 때의 집중을 의

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스스로 결정을 하고 행동

도적으로 가중시켜 맛을 더 즐길 수 있다. 맛을

할 때와 그저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두뇌 활동으

정의하는 과정에 따라서 맛의 역할은 달라진다.

로 비교해보면 신경계의 역할이 전혀 다르다. 스

맛을 즐기는 사람들과 맛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스로 결정을 내리면 뇌의 활성으로 인해 뉴런 활

취향이 다르듯이 맛의 역할이 둘로 나누어진다.

동이 많아지면서 뇌의 발전이 뒤따른다. 자기 주

맛은 즐기는 사람에 의해서 역할이 달라진다. 주

도하여 생활하면 기본적으로 도파민 호르몬이 나

어진 대로 먹을 때의 맛은 만족의 표현이나 감동

온다. 생활의 주도권이 있을 때 나오는 호르몬으

에서의 깊이가 한정 지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로 인해 자신감이 나온다. 맛을 인식할 때 자기

이렇듯 맛의 역할이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주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러한 현상이 뒤따르면

맛이 주는 행복의 크기는 달라진다.

서 이에 반응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맛을 즐기는
과정에서의 신경계반응이 결국의 맛의 역할로 이

맛과 연결된 감각의 역할

어진다. 신경계반응에 따른 정보의 합이 모여서

음식을 주도하면서 즐길 때 맛이 가지는 역할을

감정을 유발하는데 감정은 인류 진화의 관점에서

온전히 발휘될 소지가 크지만, 주는 대로 먹을 때

보면 포유류 뇌라 불리는 변연계에서 작용이 일

에는 맛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맛의 즐김에

어난다. 편도체에서 공포를 주관하고 해마에서 기

대한 포괄적 경험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맛을 즐

억을 주관하는 것들이 감정에 영향을 준다. 맛을

길 때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고 무구할 정도이

온전하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지만, 먹을 때 집중

다. 오감을 모두 활용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

하는 습관이 길들면 집중의 시간이 길어진다. 이

세하게 집중하면서 경험해야 하는 과정인데 이는

러한 즐거움은 감정을 유발하고 맛이 주는 행복

운동선수가 프로에 입문할 때의 훈련으로 비유할

은 감정의 표현이다.

수 있다. 감각의 반응량을 최대로 활성 시키는 운
동선수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프로선수

맛을 통한 감정의 발생

들이 대부분 자신의 최고수준의 역량을 발휘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미래 교육은 감각의 반

있다. 감각기능의 충분한 훈련과 습득으로 잠재적

응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 전인적 활성

인 능력까지 발휘하고 있다. 맛을 즐기는 것 또한

을 통해 몸과 마음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시기

감각을 활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에 들어섰다고 한다. 미래 교육에서 주장하는 자

활용해야 온전하게 맛을 인식할 수 있다. 감각의

기주도학습은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학습이다.

반응에 따른 결실은 풍요와 행복, 고요함과 충만,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집중이 길어져야 하고 이

그리고 감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출된다. 차

에 따른 인식으로 맛의 역할이 결정된다. 맛은 집

한 잔을 마시면서 도를 일으킨다는 다도(茶道)의

중력이 수반될 때 호르몬분비량이 많아지고 이때

예를 찾아보면 참으로 복잡하고 심도 있는 영역

인식이 가중되면서 감정이 발생하고 만족이 일어

이다. 맛은 단순하게 익혀서 배우는 과정도 있지

나며 행복으로 이어진다. 맛을 즐기는 것은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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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에 기반이 되는 과

서 반응하는 상태가 수반될 때를 이야기한다. 단

정으로 맛의 역할로 인해 풍부해지는 감정이 미

지 이해를 할 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경험할 때와

래 교육의 요구사항에 부합(符合)된다.

이해할 때의 경계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맛을 즐
기는 것은 경험하는 것으로 경험을 위해서는 집
중이 따라야 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반응하는 집
중은 자신의 잠재적 정보에 의한 결과를 이끌어
준다. 하지만 집중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길게 늘
어뜨리면 경험의 양은 늘어난다. 맛을 즐기는 것
은 자기 주도를 통해서 경험의 시간을 나름 늘어
뜨리는 것이다. 경험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 경험시간만큼 맛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행복의 시간이 길어진
다.
섬세한 감각을 활용한 맛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맛의 속성을 충분히 알아

3. 맛을 즐기는 것
맛을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밥상머리교육
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그 잔재가 남아있지
않다. 단지 먹을 때 교육적인 지침을 주거나, 좋
은 말로 인성교육을 지시하는 교육의 장이 형성
되어 있다. 맛은 감각의 활용으로 인해서 즐기는
것으로 특별한 미식가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주어지는 대로 먹
는 데 습관이 들어서이다. 자신이 조금 더 노력하
여 집중을 가속하면 맛을 인식하는 시간이 길어
지면서 그에 따른 반응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맛을 즐기면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맛이 주
는 반응시간에 따른 행복의 시간이 길어진다. 맛
이 주는 행복을 자기 주도로 늘릴 수 있다.

야 한다. 맛이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에 대한 이
해를 기반으로 맛의 역할을 충분히 받아들인다면
맛을 즐기는 과정이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고
맛을 즐기는 노력을 할 것이다. 단지 맛집을 가는
것으로 맛을 즐기는 것을 대변하기에는 맛을 인
식하는 방대한 범주를 생각할 때 취약한 이야기
이다. 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미식가라
고 칭하는데 미식가의 단계를 구분해본다면 고급
의 단계에서는 맛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맛이 주는 행복을 즐긴다고 볼 수 있다. 맛의 전
반적인 정보를 탐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 맛에 관한 자료와 정보들이 분야별로 나뉘
어있기 때문이다. 맛을 즐기는 방법은 단순하다.
감각의 인식을 온전히 하면 된다. 그런데 감각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인식에

맛을 즐길 때의 집중력
청소년들의 집중은 대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
대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자유학기제를
운용하는 것은 자율적인 집중시간을 늘리는 데
있다. 결국은 경험시간의 지속을 위해서 학습을
통해 훈련한다. 경험은 집중이 가속될 때 경험의
양이 많아지지만, 집중을 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기보다는 상황에서 주어진 상태와 설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험은 몸에

따른 실전의 연습으로 체험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맛을 즐기는 것이 밥상머
리 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맛있게 먹는
과정은 식사예절과도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다.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
은 데 이 또한 맛이 주는 행복을 즐기기 위해서
이다. 맛있는 음식이 건강을 더 많이 챙겨줄 수
있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또한 건강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운동선수들이 맛있게 먹
으면 감각의 미세한 부분들이 반응하기에 미세한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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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을 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술인들

집중에서 조금씩 늘어나지만, 하루 한 번의 행복

또한 섬세한 감각을 활용하면서 맛을 즐기는 것

한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과 연결되어 있다. 감각을 많이 활용하는 직업군

한다. 조금씩 늘어나는 행복의 경험시간은 1년 이

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미식가가 많다. 글을 쓰

상의 체화를 기대할 때 효과는 발휘된다. 정보유

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도

입으로 인식하여 정보가 생활에서 반영될 때는

미식가들이 많다.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시
간은 6개월에서 5년여가 걸린다. 이해를 통해서

학습의 집중과 맛의 집중

경험으로 저장되고 체화에 이르며 이를 바탕으로

맛을 즐기는 과정에서 오감을 얼마나 많이 활용

행동이 자연스레 발휘되기에는 최소 1년여의 세

할지 확인할 수 있다면 이에 관한 충분한 연습이

월이 지날 때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방법이 연구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맛을 즐기는

본다.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맛을 즐기는

자기 주도형 식사를 하게 된다면 전두엽의 활발

방법을 배워서 맛을 즐기면서 식사를 하였는데 1

한 운동과 감정의 풍부한 활성이 뒤따르게 될 것

년이 지났을 때 생활에서의 변화를 느꼈다고 한

이다. 중학생들을 상대로 맛을 즐기는 교육을 진

다. 음식에서의 맛을 즐기려면 오감을 활용하게

행할 때 집중력을 강조하면서 학습효과의 연결과

되는데 이는 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정을 세세하게 설명해 보았다. 중학생들은 밥상머

된다. 그래서 보고, 느끼고, 듣고, 맛볼 때 훨씬

리교육으로 집중력이 길러지고 인식하는 학습능

많은 집중력이 발휘되며 이렇게 쌓인 정보의 바

력이 높아지는 잠재적인 훈련과정이라고 받아들

탕으로 대화할 때나 학습할 때도 집중이 잘되어

였다. 맛을 즐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이

지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한 개

분석될 때 학생들의 디테일 확인능력이 많아졌다.

인의 효과를 전체화 할 수는 없겠지만, 대학생에

음식을 섬세하게 보고 하나하나 관찰하는 과정이

게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맛을 자기 주도

먹을 때 일어나지만, 습관이 들어서면 학습으로

식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시간의 길이가 길어질

연결된다. 맛은 미시세계를 탐구하고 경험하는 새

뿐이지 결국은 감각의 반응과 인식에 따른 자기

로운 영역이다. 맛을 즐길 때 얼마나 많은 즐거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근육을 활용하면 단련이

이 대동하는지에 따라서 관념과 경험의 경계를

되듯이 신경계를 단련하면 신경계의 활성이 일어

스스로 구분하게 된다.

나면서 단련이 되고 감각의 충분한 단련이 습관
들면 이 때문에 인식의 영역은 확장된다. 운동역

자기 주도의 맛을 통한 감각훈련

학의 단순한 논리이다.

맛을 즐기는 학생은 자기주도학습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맛을 즐길 때의 자기주도

4. 인식하기

방식이 습관화 들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밥을

행복은 경험학습의 기반이면서 결과치이다. 경험

먹는 시간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시간이라는

하면 만족이 높은 이유는 몸에서의 반응이 많아

것을 객관적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때의 웃음

지기 때문이다. 근육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호르몬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고 제일 많이 들린다. 대화

분비도 많아지고 혈액순환도 촉진되는 생물학적

의 소재도 즐거움이 곁들어 있는 소재인 것은 먹

인 현상이 기초하고 있다. 행복은 경험에서 비롯

을 때의 즐거움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되며 경험은 인식할 때의 과정에서 가감되며 이

점심시간을 더욱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는 집중할 때의 방법에서 시작된다. 행복의 품질

맛이 주는 행복한 시간을 늘려준다면 학교생활에

을 높이려면 집중력이 좋아야 하고 이러한 집중

서의 감동이 많아질 것이다. 먹을 때 감각을 다루

이 인식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맛을 즐길 때 집중

는 훈련은 감동으로 이어주는 방편의 역할을 하

력을 높이면 인식의 양이 많아지고 이를 기반으

기 때문이다. 맛이 주는 행복한 시간이 먹을 때의

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습관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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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맛 아카데미 원장 조 기 형

하는 학습을 위해서 맛의 가치를 수용하면 먹을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맛을 인

때마다 집중력을 활용하게 되고 이에 따른 행복

식하기 위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

지수는 높아진다. 행복한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다. 집중할 때 편안해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

부정적인 시간이 줄어들기에 행복지수가 높아질

도 너무나 평범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맛을 즐기

뿐더러 인공지능으로 인한 정서적인 피해를 줄이

는 데 의도적인 집중이 높게 일어나기 어렵다. 감

거나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각을 인식하는 데 의도적인 집중이 반영되려면
감각에 대한 섬세한 인식을 지속해서 파악해야

집중은 인식하기 위한 과정

한다. 이러한 인식의 지속은 집중할 때 일어나는

맛을 온전히 인식하기는 어렵다. 맛을 즐길 때는

데 집중은 순간적으로 가중되거나 희미해진다. 그

집중이 유발된다. 집중은 인식하려는 방편이다.

래서 자기 주도 없이 집중의 시간이 늘어나기는

맛이 주는 행복은 인식할 때 발현된다. 맛의 인식

어렵다.

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각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
야 한다. 맛을 인식하면 곧바로 생각이 달려든다.

의지의 저장과정

이 맛이 주는 느낌이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인

는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되면 먹을 때 집중을 조절하기 유리하다. 음식

과정이 인식할 때마다 일어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의 정보는 신뢰를 주고 신뢰는 긴장을 풀어주는

뒤따라 반응한다. 맛은 감각의 반응에서 시작되지

데 이러할 때는 인식이 깊게 일어나며 동시에 의

만, 반응하는 과정은 인식의 결산이다. 인식할 때

지로 자리한다. 인식의 정보가 내 안에 저장되면

의 집중이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단기기억

서 다시 불러낼 수 있는 정보로 남게 된다. 외부

으로 남을 수 있지만, 장기기억으로 저장되기도

에서 끌어들이는 정보는 이해로 저장되거나 경험

한다. 단기기억의 시간 또한 인식할 때의 과정에

으로 저장되는가에 따라서 다시 불러낼 때 활력

서 비롯된다. 장기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 또한

에너지를 가중시키곤 한다. 단지 느낌으로 저장될

인식할 때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때는 그 느낌은 내 안에 잠재된 신념이 함께 할
때 가공된 정보로 작용한다. 이러한 작용은 의도

맛에 집중할 때의 인식

로 표현된다.

인식은 집중의 결과이지만, 집중하는 습관은 학습
에서 충분히 훈련돼 있다.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
터 닦아온 학습시간에 집중으로 소요된 시간은
짧지 않다. 집중할 때의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즐겁게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이다. 교육학
에서 말하는 집중과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집중의
영역은 다양하게 분류하여 지침을 설정하였지만,
맛을 즐길 때의 집중은 단순하다. 즐거운 마음으
로 맛을 즐기면 맛을 인식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줄어든다. 걱정근심이 남아 있을
때 맛에 집중하면 맛이 주는 만족은 크지 않다.
감각을 인식할 때 집중의 방법
맛을 즐길 때는 운동역학에서 말하는 이완상태의
컨디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의 지속이
어려워진다.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지, 근심하고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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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와 의도에 의한 메타인지

양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인식의 시간이 길어

인식하는 데 의지와 의도를 구분하면 이해를 했

지는 것으로 경험이 많은 것이지만, 단순히 이해

는지와 경험을 했는가를 알아내는 데 유리하다.

를 인식하는 만족은 경험의 양이 미흡해진다. 맛

이해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그에

을 즐길 때 집중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따른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하다. 자기 스스로 결정

행복의 분량이 달라지고 맛을 향한 집중이 훈련

하는 지혜는 자신의 잠재된 정보에 의해서 이루

으로 남아서 학습에도 연결되는 과정이 밥상머리

어진다.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자신의 결정이 옳은

교육이라고 본다. 먹을 때의 행복 시간을 늘리는

지 그른지를 파악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다.

것은 누구나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지만, 맛있다고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을 성찰이라고

정해 놓은 신념의 작용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지정해본다.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진행되었고 어

음식에만 국한되는 것은 넓은 시야를 제대로 활

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과정이 메타인

용하지 못하는 과정이다.

지 과정이기도 하다. 성찰과 같은 의미로 표현되
는 메타인지는 집중의 지속과 온전한 인식에서

맛이 주는 행복한 시간

이루어진다.

맛을 즐기는 청소년들은 예술과 운동에 빠른 적
응이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섬세한 감각의 활

맛을 즐길 때의 행복표현

용이 습관화 들었기 때문이다. 인식의 영역에서

맛을 즐기는 것은 맛을 인식하는 것이기에 인식

반응하는 정보의 저장은 기억으로 표현되지만, 이

의 순수함이 깊어질 때 인식의 양이 측정된다. 자

해로 경험되거나 체험으로 경험되는 것은 집중하

기 스스로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게 되고 그만큼

는 방법에서 결정된다. 맛을 즐기면 행복이 커지

의 만족을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경험된 만족으

고, 이를 통해서 인식의 훈련이 이어지며, 행복한

로 맛이 주는 행복을 표현한다. 맛을 즐겼을 때

시간이 학습으로 연결되면서 행복 프로그램이 자

어느 정도 행복했는지를 표현하는 것은 맛을 즐

율적으로 작용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길 때의 집중이 결정한다. 제대로 표현이 어려운
경우는 관념의 만족이기도 하지만 표현하는 방법
이 미숙해서이기도 하다.

5. 행복이란
스탠퍼드 심리학자이면서 IQ 테스트를 만들었던
Lewis Terman은 10세 안팎의 캘리포니아 소년,

행복할 때의 집중력

소녀 1,548명을 선발하여 90년 동안 종적 연구를

맛이 주는 행복한 시간이 많아지면 학습에서의

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성취감을 이룬 사람들이

즐거움이 조금씩 길어진다. 몸과 마음은 즐거움에

장수와 행복을 누리는 생활에 깊이 관련되어 있

대한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보다 많을 때를 좋아

다고 하였다. 자기 주도에 의한 행동양식은 성취

하지만, 실제의 상황은 부정적인 경험을 더욱 많

에 접목되어있다. 행복은 스스로 발생하는 자율적

이 경험한다. 심리학에서는 온종일 생각하지 않아

인 만족에서 일어나는 것과 원하는 목표를 집행

도 되는 부정성을 80% 이상 경험한다고 하였다.

하면서 얻어지는 성취감에서 얻는다. 외부정보에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의한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행복은 자기 주도의

은 부정적인 경험이다. 음식을 먹을 때 부정적인

역할이 작용한다.

경험이 습관으로 밀려오면서 즐길 때가 있다. 이

행복은 몸과 마음이 긍정적일 때부터 시작된다.

럴 때는 소화가 신통치 않고 맛이 주는 행복이

마음이 긍정적일 때 반응하는 행복을 확인하는

작아진다.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몸이 긍정적일 때 반응
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자신을

맛을 즐기는 밥상머리교육

들여다보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자신이 긴장하

맛을 즐기는 과정에서 의지로 저장되는 정보의

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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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상태와 긍정적인 상태를 구별하게 된다.

가치를 느끼게 된다. 목표를 세워서 질주하는 삶

장부의 긴장은 얼굴의 신경계와의 연결 때문에

에서의 행복은 목표를 성취할 때 일어나는 만족

경직을 만들어내지만, 이러한 긴장으로 인해 행복

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몸에서 경험된 행

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스스로 알기 어렵다.

복의 시간이 많아지면 지금의 행복한 시간을 중
요시한다. 행복은 관념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몸

집중으로 발생하는 행복

에서 반응하는 호르몬 분비량에서 비롯된 현상으

행복은 집중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대상에

로 확인할 수 있다. 음식을 먹을 땐 대부분 몸과

집중할 때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 유발되지만, 긍

마음이 한꺼번에 행복하다. 먹을 때의 행복은 정

정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몰아서 집중하면 행복

기적으로 하루 3번 반복된다. 이러한 행복의 시간

의 시간과 행복의 품질은 매우 좋아진다. 행복을

이 습관화돼서 먹을 때의 만족을 기다리는 경우

추구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최적의 상태를 추구

가 많다. 단지 배가 고파서 배를 부르고자 먹을

하고자 하는 생존본능에서 비롯되지만, 이러한 과

것을 찾는 경우보다 행복의 경험이 그리워서 먹

정이 관념적으로 자리하면서 막연하게 작용하고,

는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먹을 때

아련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행복의 목표를 또렷하

의 집중 여부에 따라서 행복의 시간을 늘려주게

게 설정한 사람들은 행복의 현상과 행복에 이르

한다.

는 신경과학적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초
점이 가 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행복을 찾으
면 행동에서 생동 에너지가 반영되기 어렵다. 행
복의 주제를 먼저 설정하고 이 기준에 맞추어 계
획을 수립하면 행복에 이르기는 수월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자신이 가진 정보의 합에 따라서 습관화된 행복
의 설정이 쉽고,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이다. 맛
을 즐기면 행복하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잠재된
프로그램의 작동이다. 이러한 반응이 몸에서는 오
랫동안 진화를 통해서 경험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맛을 즐기는 행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자기 주도식 행복의 결정

고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행복에 이르는 새로운

외부정보이건

방법을 찾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의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미래 교육의 일환이라고 본다.

통해서 현상을 일으키는데 행복과 불행은 결국

내부정보이건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결정한다. 외부정보이건 내부정보이건 이
집중할 때의 몸에서 반응

러한 정보를 일단은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은 자

삶의 목표는 대부분 행복으로 결정한다. 돈을 많

신이 가진 정보의 양에 의해서이다. 이렇게 분석

이 버는 것도 행복을 위한 것이며 높은 자리의

된 정보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스스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행복을 위한 방편이다. 이

로 결정하는 과정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

러한 행복은 인정을 받고자 해서 결정되지만, 결

지만, 자신의 아픔이나 기쁨을 자신이 결정한다.

국은 자신에게서 발현하게 된다. 스스로 행복의

행복이 주는 효과는 생존으로 연결지어 해석할

경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몸에서의 긍정적인 반

수 있다.

응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반응
하는 몸에서의 현상이 습관으로 배어들 때 행복

맛을 즐길 때 행복의 경험시간

은 경험되고 체화되어 스스로 이어나는 행복의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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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정보의 유입에서 몸은 스스로 방어하거나 받

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해서 행복의 순도가 달라

아들이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데 단지 생존의

진다. 행복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동

조건에서 결정된다. 정보의 상태는 생존에 도움이

기부여에 반응하지 않으면 집중의 지속이 어렵고

되는지와 그릇되는지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을 발

순수한 게 정보를 인식하는 게 어렵다. 맛이 주는

생시킨다. 행복은 관념이든지 체험이든지 몸에서

행복과 학습에서의 집중력이 같은 개념으로 연결

의 반응이며 이는 과거 정보에 의한 해석이다. 자

된 것을 전개해보았다.

신이 가지는 정보량이 부정적인 것이 많으면 부
정적인 해석이 많지만, 긍정적인 정보가 많으면

6. 맺음말

긍정적인 해석이 많아진다. 맛을 즐기는 행복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전인적인 교육은

긍정적인 경험이다, 이러한 시간이 길면 그만큼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

행복한 시간의 경험이 많이 저장된다. 맛을 즐길

육의 목적으로 오감을 충분히 경험하고 창의적인

때 맛있다는 생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활동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몸에서 반응하는 체험적인 저장이 많을 때 몸은

을 다져야 한다는 요구이다. 이에 걸맞은 대안을

행복의 경험이 많아진다. 맛으로 풀어보는 행복의

찾으려고 많은 탐구와 열정을 보이는 교육자들은

내용은 단순하지만, 행복으로 경험하기 위한 자기

다양한 시행을 통해서 경험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주도의 실행은 학습되어야 실행된다.

행복과 학습의 연관성을 주제로 한 탐구에서 맛
을 선택한 것은 맛을 즐기는 과정에서는 오감의

학습으로 이어질 행복의 습관

활용이 일어나며 그에 따른 행복이 발현되기 때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목표완주를 경험할 때만 행

문이다.

복으로 기대하는 이념적인 사고관으로 무장된 경
우가 있다. 이럴 때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맛이란 감각의 반응이라고 지정해보면 인공지능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 사물인터넷의 시대에서 필요한 행복한 즐거움

부정적인 생각이 주도하는 예는 목표의식이 강력

이 반영된 소재이기에 삶에서의 풍요를 높일 수

하게 각인되어 있고 목표설정에 따른 완주가 이

있고 집중력을 가중시켜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

루어질 때 행복이라고 설정된 신념으로 무장된

기 때문이다. 맛을 통한 행복의 시간이 길어지고

경우이다. 자기 주도의 생활이 많아지면 목표를

이를 통해서 행복의 습관이 배어들면 학습에 필

위해 생활하면서도 순간의 행복한 시간을 찾게

요한 집중시간에까지 연결될 것을 추정하였다. 이

된다. 매번 행복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행복을

러한 과정을 뒷받침하는 자기 주도의 역량을 먹

자주 찾는다. 맛을 즐기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것

을 때의 과정에서 찾았으며 이를 통해 학습에서

은 맛이 주는 경험시간을 길게 늘이는 과정으로

의 자기 주도와 연결을 시켰다. 이렇게 맛을 즐기

행복한 경험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행복에

게 되는 과정에서의 인식은 의지 에너지로 저장

습관이 들어서면 학습을 할 때에도 행복한 상태

되고 맛의 느낌이 표현될 때는 의도를 통해서 가

를 쉽게 만들어낸다.

능하며 이렇게 맛의 인식과정을 분석할 때 학습
의 이해와 경험의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

행복한 학습의 효과

언하였다. 행복이란 몸과 마음에서의 평안하고 긍

정보를 인식하고 경험하여 행복이 이루어지는 과

정적인 상태를 지향한다고 지정하여 맛이 주는

정에 다양하게 접근하였다. 맛을 통해서 이루어지

행복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행복한 시간이 지속하

는 행복이나 삶의 경험에서 발현되는 행복은 같

며 이는 학습을 할 때 행복한 몸 상태를 유지하

은 행복이다. 행복의 실제를 몸과 마음의 반응에

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연결하였다.

서부터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행복
의 관념이 경험의 행복으로 바뀌는 과정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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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 발현되기에 몸과 마음은 즐거운 경험을 하
게 되며 이렇게 경험되는 행복의 시간을 자기주
도형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맛이 주는 행복한 시간이 학생들의 점심시간에도
충분히 경험되기를 기대하면서 맛의 가치를 치켜
세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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