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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고등교육패러다임대전환의배경및촉진요인

• 물질주의를넘는인간화의
중요성

• 전인적인간의이해와
중요성: 
지, 정, 의

• 실현가능하고지속가능한
미래에대한 준비

• 단기적, 일시적결과보다
장기적, 지속가능한 해결책
중요

• 무한한공간의확장:
연결사회의등장
- WWW 1994
- WTO 1995

• 전례없이복잡다단한
글로벌난제와이슈의등장

인간화
Humanization

미래화
Futurization

국제화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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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산업혁명이 21세기교육에주는함의

Polluting air Replacing 
human

Invading 
privacy

- Fossil Fuels

정보와기술의융합을통한경제성장과발전

올바른판단과결정을위한인간의지혜와양심, 통찰력의
중요성은지속증대

CPS, IOT, AI, Big Data

“
재강조강조

4

21세기전인교육/인성교육의중요성에대한
국제사회의인식과선언

“

1998 유네스코고등교육
세계회의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2005 - 2014)

2009 유네스코고등교육
세계회의

“…Higher education itself is confronted 
therefore with formidable challenges and 
must proceed to the most radical change 
and renewal it has ever been required to 
undertake, so that our society, which is 
currently undergoing a profound crisis of 
values, can transcend mere economic 
considerations and incorporate deeper 
dimensions of morality and spirituality…”  

“가치기반의학습

- Interdisciplinary and holistic learning 
rather than subject-bas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and analytical reasoning 
rather than memorizing
- Multi perspectives and approaches in 
problem solving

가치와윤리교육

“…Higher education cannot be separated 
from values and ethics. They are, together 
with academic freedom and institutional 
autonomy, key tenets of higher education. 
Without being grounded in such values 
academic staff cannot teach and students 
cannot acquire clear thinking, cogent 
communication, and an ability to make 
good judgment and to be socially 
responsible…”

영성과도덕성교육

5

지속가능발전을위한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역량강화학습강조

지속가능발전위한
세계시민교육

유엔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

(2005-2014)

유엔아카데믹임팩트
(UNAI)
2010

01 02

모두를위한교육(EFA)구상의
3가지중점영역중하나로써
세계시민의식의교육

유엔글로벌교육
우선구상 (GEFI)

2012

03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방법으로써세계시민의식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

04

6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의세부목표(4.7)로서세계시민교육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
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
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
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
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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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세기새로운교육패러다임으로서의세계시민교육

Ⅰ

보편적인윤리와
가치기반의
비인지적

(도덕적, 윤리적) 
교육

Ⅱ

글로벌이슈와
과제에대한심도
있는지식과이해

Ⅲ

비판적/분석적
사고능력,
창조적/혁신적
문제해결능력등
인지적기술

Ⅳ

다른배경,문화, 
관점의사람과
교류, 소통하는
비인지적기술과

태도

Ⅴ

지역적/글로벌
차원에서책임과
협동으로함께
행동할수있는

역량

정직, 성실, 책임감, 
존중, 사랑등

UN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다학제적관점의
문제해결

기술과분석능력등

공감, 연대, 
의사소통능력, 
태도등

의사결정능력,
협동조정능력, 
행동역량등

21세기새로운교육패러다임과전인교육:
한동대의인성교육사례

8

지
식
과
기
술

국제화

영성&도덕성기반:
정직, 성실 & 책임감

지
식

&
기
술

20C 21C

“세상을변화시킬글로벌리더”를양성하기위한
지, 정, 의전인적교육

국제화(Globalization)

9

21세기통합적전인적교육패러다임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의기대결과

학
문
적
지
식
과
기
술

(Academ
ic Know

ledge &
 Skills)

국제화(Globalization)

영성도덕성기반
(Moral & Spiritual Foundation):
정직, 성실 & 책임감

Global Understanding & Behavioral Capacities: 
Live, communicate, and act 
locally & globally at the same time

미래화(Futurization)

Cognitive Education: 
Creativity, innovation skills, and knowledge

인간화(Humanization)

세계시민
(Globally Responsible Advanced 

Citizen: GRACE)
세계를변화시키는글로벌리더

Non-cognitive Education:
Values, ethics & attitudes
Wisdom, intuition & conscience

10

21세기세계시민교육패러다임에기반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수립과실천

1. 전인교육의제요소를반영한인성교육프로그램의기획

비인지적요소(가치, 태도)에대한사전이해교육
비인지적기술에대한사전교육과훈련

글로벌과제/이슈에대한이해교육을통한자기주도적인성교육분야식별
- e.g. 사회봉사등
기획된인성교육프로그램을통해훈련가능한인지적/비인지적기술에대한안내
참가전교육강화를통한인성교육수행능력강화및기대결과충족

2.   전인교육의제요소의실천이가능한인성교육프로그램의운영

인지적/비인지적기술의훈련이가능한 인성교육활동운영

인지적/비인지적기술의실제적용을통한행동역량훈련

분야별인지적/비인지적요구기술/지식및행동역량에대한분류및모듈화, 공유

인성교육활동과직무역량의연계 (대학생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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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세계시민교육패러다임에기반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수립과실천

3.   인성교육프로그램종료후사후관리의내실화

사회봉사활동과졸업후진로/커리어활용가능연계프로그램마련 (대학생의경우)

-연계인턴쉽발굴, 기업의 CSR과연계

-진로/커리어스킬교육등제공

4.   다양한참여자와의파트너쉽강화

12

““…I am grateful that long-time UNAI member 
Handong Global University continues to serve as 

the UNAI global hub for capacity-building 
in higher education systems. 

In founding the new Institute, Handong Global 
University and UNAI Korea are proving 

their common commitment to fostering dialogue 
and mutual understanding among researchers, 

students, educators and civil society.
In this spirit, I offer my best wishes 

as the Ban Ki-moon Institute for Global Education 
begins its vital work. 

Thank you for your commitment 
to the ideals and objectives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사무총장안토니오구테하스, 2017

한동대-UNAI 반기문글로벌교육원출범과
세계시민교육패러다임의구현에대한유엔의기대

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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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재단 2018 인성교육 포럼(2018. 12. 14)

너와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인성교육의 원리와 실천 방안

이 인 재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교육부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 센터장

도덕이 인간 삶의 경쟁력임을 믿는 사람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교무처장 및 총장직무대리 역임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위원

 교육부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 센터장

 한국윤리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한국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

 교육부 제4기 연구윤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A Founding Member of the Asia and Pacific Rim Integrity

(APRI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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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우리 청소년의 현재는?

2. 기성세대의 현재는?

3. 인성(도덕)은 경쟁력이 될 수 있는가?

4. 인성교육, 무엇인가?

5. 인성교육,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6. 인성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7. 결론

왜냐
하면

이다.

때문이다.

나에게
인성교육이란?

우리 청소년의 현재 모습(1)

 2017년 7월 강릉 여고생 폭행,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청소년의 욕설과 비속어

 "야 XX. 진짜 왜 그러냐 그놈은 XXX?" 

"원래 XXX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거자나. XXX 완전 재수다.“

 '병맛'(어이없음, '병신 같은 맛'의 줄임), '열폭'(열등감 폭발), '레알'(정말), 

'쩔라'(최고로), '얄짤없다'(인정사정없다) 등

 2018년, 11월 조선일보 손녀의 막말, 폭언 파문

 10살 초등학생이 50대 운전기사에게 갑질, 계급질

 “내가 오늘은 엄마한테 진짜 얘기를 해야겠어. 얘기해서 아저씨 잘릴 수

도 있게 만들거야. 아저씨는 집 가난해서 교육도 못 받았다. 아저씨는 해

고야. 진짜 미쳤나봐.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우리 청소년의 현재 모습(2)
 부모들의높은교육열로인해합리적인사고방식에익숙함

→일방적지시나명령으로무조건복종을강요하면거부하고불공정에즉각

반발

 자신과관계된것을제일중요시함(ME FIRST GENERATION)

 비공식적인조직에서의친화력이강함

→ PANTS증후군 : 개인화(personal), 향락(amusement), 자연추구(natural), 

무경계화(trans-border), 서비스중시(service)

 감성적인성향이강함

→다양한문화창조, 일탈행위조장

 입시위주의과도한경쟁으로인한학교생활에의부적응

 경쟁사회에대한두려움, 내성적성격

 사회와단절된은둔형외톨이: 묻지마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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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소년의 현재 모습(3)

머리는 총명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개성적이지만, 마음이

차갑고 예의와 타인 배려가 부족

자신의 잘못이나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능함

 요즘은 청소년을 훈계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역량과 바람직한 인성이 요구됨

 비판적 사고력

 통찰력

 공감과 소통능력

 창의성과 융복합 능력

 인간다운 성품과 올바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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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 4명 중 1명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이버 폭력

가해 및 피해를 경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율은 2015년

대비 1.3%p 감소, 

중학생의 사이버

폭력 가해/피해

경험율이 증가

사이버폭력의

유형 중, 

가해와 피해

경험은

사이버

언어폭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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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메신저, 

온라인 게임에서

사이버 폭력

발생률이 높음

가해 후 심리상태:

“미안하고

후회스러웠다.”

교내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

발생으로 문제가 된

경우, 

중학교>고등학교>

초등학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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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의 현재 모습

 아이들의 명백한 잘못도 ‘기를 죽여서는 안된다’며 두둔

 빗나간 자식 사랑; ‘부모가 매니저’

 기말시험지 유출,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

 자식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헬리콥터 맘”, “맘충”, “맘카페”

 “노키즈 존(No Kids Zone)”, 

 '노키즈존'이라쓰고 '맘충 출입금지'라읽는다.

지상파 및 종평의 방송에서 여과없이 방영되는 폭력성 드라마

 학교 교사들

 가르치는 것보다 생활지도가 더 힘들다, 정년을 결코 채우고 싶지 않다

인성(도덕)은 경쟁력이 될 수 있는가?

 자신의 미래 수익의 10%를 투자해야 한다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주위에서

골라보세요.

 당신이 고르는 대상은 그들 가운데서 가장 인격이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 가장 많은 수

익을 올릴지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당신이 가장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가장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골라 보세요.

 당신이 고르는 대상은 잔머리를 굴리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공을 가로채는 신뢰할 수 없고, 이

기적이며, 오만하며, 독선적이고 신용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인격은 당신의 말, 행동, 옷차림, 당신이 쓴 글, 심지어 당신의 생김새에서까지 모든

면에서 드러납니다. 결코 숨길 수도, 위조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돈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판을 잃지 마십시오. 인격을

잃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돈을 잃을 여유는 충분히 있으나 평판을 잃을 여유는 조금도 없습니

다. 

출처: 워렌 버핏 “자신의 미래 수익 10%를 누구에게 투자하겠습니까?”

인성(도덕)은 경쟁력이 될 수 있는가? 

인성(도덕)은 경쟁력이 될 수 있는가?

(논문을 많이 발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Publish 
or Pe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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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도덕)이 경쟁력이다

 “선하고 바르게 살면 정말 손해볼까?”

인성(도덕)이 경쟁력이다

도덕

 인간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신뢰하고 협동하는 품성과 능력

 개인의 행복한 삶과 공동체, 기업,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함

도덕적 품성

 긍정적 정서: 사랑, 존중, 몰입, 배려, 만족, 감사, 용서, 양보, 희생 등

 부정적 정서: 분노, 시기, 질투, 원망, 우울, 비관, 자기비하, 열등감 등

도덕적 능력

 감정 조절 능력: 욕심과 충동의 조절 및 통제

 도덕적 판단 능력: 도덕적 옳고 그름, 선과 악,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

인성교육, 무엇인가?

 어린시절부터인간다움의길이무엇이며, 왜우리는그렇게살아야

하는지를제시하고, 한인간으로서개인은물론타인과더불어선하고

바르게살아가도록돕는체계적이고의도적인활동

 인성(人性)은인간의성품(性品)을말하는것으로, 여기서성품이란사람의

성질이나품격(됨됨이)을말함

 인성은마음, 혹은심성이라는의미를가지고있으므로, 인성교육은심성교육

 인성이인간의품격즉, 됨됨이를뜻한다면, 인성교육은인격교육 또는도덕교육

 인성은공동체의전통과상황적특수성에기초하여지향해야하거나성취해야할

덕목으로간주되기도함

 최근에는인성을미래사회에서성공적인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핵심역량

(key competencies)으로 이해하기도하므로인성교육은역량함양교육

인성의 3차원과 핵심 역량

출처: 이인재, “인성교육의 이해”, 한국교육개발원 , 중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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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치덕목

협동

정직

예(禮)

효(孝)

소통존중

배려

책임

인성교육, 무엇인가?

인성교육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인성교육진흥법, 법률 제15233호, 2017년 12월 19일 일부개정

인성교육, 무엇인가?

조벽(2015), <인성이 실력이다>

 인성은 신뢰하는 사회의 필수 덕목, 성공의 핵심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세가지 능력: 삼율

자기조율, 관계조율, 공익조율

신배화(2014): <결국 인성이 이긴다>

 인성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며,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삶

 나됨, 너됨, 우리 됨을 깨닫고 실천함

나됨: 자신을 자각, 스스로에 대한 애정과 사랑 및 존중

너됨: 타인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김

우리 됨: 행복한 삶이라는 공존을 위해 관심을 두고 공감, 합의, 타협, 

협동

인성교육, 무엇인가?
교육의 근본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것

지적 총명함

(intellectual smartness)

도덕적 선함

(moral goodness)

사회성을공감(배려), 
소통(개방성), 협력(봉사성)
의 3가지하위요소로분류함

목표를달성하거나기준에따라
행동하기위해서자신의생각, 

정서, 충동수행과같은
자신의반응을조절하는

것

도와주거나보살펴주려
고마음을씀, 여러가지로
마음을써서보살피고도와줌,
혹은관심을가지고도와주거나
마음을써서보살펴줌

어떤사람이타인의욕구, 의도,    
의지등을고려하려는기질과
타인에대해동정적인태도를
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
-인간존중
-자기존중
-타자존중 존중 배려

절제 사회성

인성교육의 주요 덕목 및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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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서적학습(SEL)
사회정서적능력 핵심개념

자기인식
(self awareness)

-자신의욕구나 감정, 관심, 가치 등을정확하게파악하고자신감
을유지하기
- 우리자신의감정과가치를인식하고우리자신의강점과약점
을실제로평가할수있음

자기관리
(self management)

- 스트레스를 이겨내기위해자신의 감정을조절하기, 충동을억
제하기, 장애를극복하기위해인내하기
- 개인적목표나학업성취목표를 세우고이를잘 관리하기, 감정
을적절하게 표현하고관리하기 등

사회적인식
(social awareness)

- 다른사람의입장이나관점에서 사건을보고감정이입하기, 개
인이나집단의 유사성및차이점을 인식하고분별하기, 가정이나
학교및공동체의자원을인식하고활용하기

대인관계 기술
(relationship skills)

- 협동을통해건전하고우호적인 관계를형성하고 유지하기,
부적절한 사회적 압력을거부하기, 개인상호간의갈등을예방하
거나해결하기, 도움이필요할때 도움을받을수있는 방안들을
찾기

책임있는의사결정
(responsible

decision making)

- 윤리적기준이나 일관성, 적절한 사회적규범, 타인에대한존중,
여러가지행동들의결과등을 고려하여의사결정 하기

-의사결정 기술을 사회적상황에 응용하기

Core 
Values

Self-Awareness
(자기인식)

Self-Management
(자기관리)

Responsible
Decision-
Making
(책임 있는
의사결정)

Relationship
Management
(인간관계 관리)

Social
Awareness
(사회성 인식)

Framework for 21st Century Competencies and Student Outcomes

(21세기 역량들과 학생들의 성취를 위한 체계도)

청소년

인성교육의접근

교사

지역사회 부모

교실과학교의도덕적분위기(환경)

잠재적교육과정(사회의도덕적성숙, 모델)

교과 교육 활동

교과외 활동

학생의인성발달

도덕과 교육

기타 교과 교육

인성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릴 때부터 모델을 통해 전인교육

 선행학습이 아닌 어린이들의 사회, 정서, 지적 성장의 균형

 규칙 준수, 정직, 친구와의 좋은 관계, 의사소통을 통한 갈등해결 등

옳고 선한 것을 알고(도덕적 지식), 이를 선호, 열망하며(도덕

적 정서), 이를 실천(도덕적 행동)하는 것의 조화로운 발달

출처: 이인재, “인성교육의 이해”, 한국교육개발원 , 중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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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일방적 지시나 강요가 아닌 자각을 통해 자율적인 실천 강화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잘잘못을 판단하고 책임을 짐

 전시적, 일시적 교육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 교육

 단기적 효과에 급급해 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과 인내력을 갖고 추진

 학교 인성교육의 내실화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인성지도 역량의 강화

 학교의 구성원이 인성교육자(character educator)로 활동

 학교장의 인성교육에 대한 열의와 비전

 학교의 환경을 인성친화적인 분위기 또는 ethos로 만듬

“효과적인 인성교육은 학교에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몇 개의 프로그램

세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문화와 생활의 변화이다”

(M. Berkowitz)

 학교 인성교육 자원을 최대한으로 결집하여 체계적인 노력

인성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학교 인성교육평가위원회(Character Education 

Evaluation Committee, CEEC) 구성 및 활동 강화

-구체적인평가지침서를 작성하여 적절하게활용

-평가계획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목적이 성취될수있는범위설정

-평가계획은모든것을즉시평가하려고시도해서는안됨

-평가계획은 위원회가 관련된사람들에게현재진행되고있는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교육 적이어야 함

-평가계획은관련된다양한평가방법을포함

학부모와 사회를 인성교육의 든든한 협력 파트너로 활용

 인성교육의정보와자원을교류와공유

 사회환경이인성교육에긍정적인영향을행사하도록

 협동의원리활용: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Many people say that is the

intellect which makes a great 
scientist. 
They are wrong: 

It is character”

— Albert Einstein

http://www.huffingtonpost.co.uk/2014/04/17/15-pictures-of-albert-einstein-
looking-like-the-brainiest-badass-ever_n_5166383.html

나, 너,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Picture of Meerkat clan from bingwallpaper.com

Questions?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재(ijlee@s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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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생태계의 출현

• 기술의 발전

• 비용의 절감

• 사회 구조의 변화

• 생활 패턴의 변화

• 가치관의 변화

• 빠르게, 동시에, 다양하게

• 소형화, 모바일, 유연화

• 위계형 계선  분권적

네트워크

• 개인화, 분절화, 파편화

• 미시적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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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
watch?v=NFGbcvvpVcg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1/2017091101734.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63879

토론: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초등학교 1학년생의 학교 폭력?

• 초등1학년 남학생과 여학생
• 5월에 학교 화장실에서 성기 보여주기 놀이(?)
• 여학생 부모의 문제 제기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소집
• 엄연한 학교폭력, 심지어 성폭력이다!?
• 처분 논의…
• 결과는?
• 남학생 부모의 반론 제기와 소송 취지는?

미디어를 거치면 더 큰 책임이?

• 초등학생이 한 짓이니 봐 주겠지?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137

77&plink=ORI&cooper=NAVER

오래
남는다

탈맥락화
되며

빨리 넓게
퍼지고

• 사실상
영구재생산

• 가/피해자
모두에게
영구적
고통

• Digital 
footprint

• 잊힐 권리
• 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쟁점 대두

진실과 정황은
사라지고, 
본질 보다 자극적
곁가지만 확대재생산

1인 미디어의 발언, 
정보유포의 영향력
이 폭증,

말 한 마디, 사진
한 장에도 큰 책임
이 뒤따르게 됨

 현대차 정몽구 재단 2018 인성교육 포럼 현대차 정몽구 재단 2018 인성교육 포럼



사이버 범죄, 폭력은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

오래
남는다

반론해명
어려우며

빨리 넓게
퍼지고

언론사, 
방송국, 
기자들에게 요구
되던 엄격한
정보윤리

1인 미디어
운영자들에게도
엄격한
윤리와 책임성이
요구된다

한번 뱉은 말, 게시한 글
을 주워담을 수 없다.

진실과 해명이 주목 받지
못한다.

주목의 일상화
파워블로거, 
트위터 논객,
인스타 셀렙

자칫하면 큰 실수

 한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해마다 전체 폭력 빈도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사이버 폭력, 특히
사이버 불링과 언어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중학교초등학교로
물리적 폭력언어/사이버 폭력으로

Digital Forensic + Web Crawler

어린시절
무심코한일과
쓴글이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 꼬리표 !!!

지울 수 없는 디지털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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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링 예측 변인에 관한 연구

Casas Jose A. et. als., “Bullying and Cyberbullying: Convergent and Divergent 
Predictor Variables”  i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May 2013.

불링과 사이버불링의 예측변인들

• 불링 예측의 2대변인: 

학교 풍토 / 공감능력
• 사이버 불링 예측 변인: 

인터넷 중독 / 개인정보통제력
• 불링의 위험요소들이 사이버 불링에서도 유의미

예측 변인

공감 / 책임
중요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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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Virtue

Value

Skill

Competence

인성교육의 목표/내용 변천

금지, 권장/불법, 합법 정보제공

책임, 정직, 헌신 등의 모범

문제해결, 행동요령
기능 + 의지, 성취

지행불일치?

성인군자?

외화내빈?

?

자아도취?

정의, 성공, 행복 등의 가치 서열

많이 알고 훌륭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
 모범이 되는 훌륭한 삶을 산 사람 
자신만의 가치서열이 확고한 사람 
문제를 잘 해결할 줄 아는 사람  실제
로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

목표

내용

반성

의사소통, 공감, 협업, 관계형성과유지, 
연대, 제도화능력

이슈에관한도덕적감수성, 도덕적이해와
분석을거친판단, 선한의지와태도에관한
집착, 도덕적실천의지와행동추진능력등
KAP (Knowledge+Attitude+Practice)

사회적역량

도덕적역량

정보검색, 이해, 분석, 가공, 전파에관한
능력과그에필요한도구로서의기술에
대한숙련

창작, 표현, 정보의 1차생산, 2차생산, 창
의적변형과유통과정에대한상호작용적
참여

정보활용역량

정보생산/참여

가치중립적

통계적,

경험치에 근거

인성

교육
공화주의적

공동체 생활에

적합한 인성만

모아서 강조

시민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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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신뢰

관용

“또 알바가 주작하는군“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정보
생활
(집단 혐오를 혐오해야 해요)

“어차피 믿거나 말거나“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 생활
(가짜 뉴스 만들지도 믿지도
말아요)

“아니면 말고“
신중하고 책임있는 정보 생활
(함부로 말하거나 퍼나르지
말아요)

관용

세속주의

연대

정의

자유

평등

박애

다문화 사회 프랑스에서
종교와 인종 혐오가 득세하고
무자비한 테러 사건들이 일어나
면서

사회통합을 위하여
세속주의에 기반한 관용과 연대
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강조되는 추세

올랑드 정부 이후
지속가능성 교육을 인성교육에
접목하여 강조 (박상완, 박균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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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견<일행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 중

요성을 아는 것  공동

체 연대를 위한 조직을

만들거나 가입해 활동해

보는 체험

체험
가상상황일지라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반복해서 숙달

음란물 유해정보 신고 방

법을 아는 것  유해정

보 신고 과정을 연습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

완하여 최종 성공까지

연습

한 번이라도 겪어 본 사람이 낫고, 
여러 번 연습해 본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일

소속욕
+
자기
표현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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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지정

인성교육 시범학교

2014

2015

2016~2017

교육부 지정

인성교육 우수학교

교육부 지정

인성교육우수모델학교Be Kind – 배려
Express yourself – 나눔
Everyone Voice - 소통

배움을 통한 성장
5대 역량중심 인성교육

행복 교육공동체

성장을 경험하자!
역량을 일깨우자!
더불어 살아가자!

2014 ~ 2017

경서 인성교육

인성교육에 대한

우리의 성찰!

누군가의 열정에
기대는 인성교육!

인성프로그램, 행사에
지쳐가는학생과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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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은

교육과정에

답이 있다!

2018. 우리학교는…

이에비해토박이아이들은우리지역에서태어나고자랐으며,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거주해왔기때문에부모님역시우리학교를졸업한경우가대부분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이 아이들이 경서중학교라는 학교공동체 안에서

사이좋게지낼수있을까?  어떻게우리가공동체임을느끼게할수있을까?

전입생들의 대부분은 10년
공공임대 또는 영구임대
주택으로 이주해 온 아이들!

때문에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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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아름드리”  중심 인성교육설계2018. 경서

인성교육 설계

3월 : 인성중심교육과정편성 · 실천 (내부결재 획득)

3월 : 예산점검및확보

자체 예산 확보 외부 예산 확보

1. 인성중심교육과정 운영

2. 경서가족캠프 운영

(사제동행, 새싹-랑랑-행복캠프)

3. 경서 인성러닝페어(11월 14(수)일)

4. 합계 : 850만원

년인성교육지원사업보조금교부통보

1. 한국과학창의재단(400만원)

2. 달성군인성교육지원(400만원)

+ = 1,650만원

우리의 출발점은…

교과중심인성교육

이렇게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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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중심인성교육과정2018. 함께 공부

교과통합 프로젝트 4년간 24개인성중심프로젝트수업실천

※ 학생들의인성이부족하다한탄하거나비난하지말고
우리가 수업을 통해 교육하자!

교과 -창체연계인성교육과정2018. 학생 주도

K-프로젝트

전입생아이들
“동네도, 학교도촌스러워요!”

토박이아이들
“우리사는덴이렇잖아요” 1학년

동네도, 학교건물도촌스럽다는우리 1학년들에게
촌스럽지만은않은우리이웃과고향의이야기를들려주고싶어요!

함께 만드는 우리고장
인물백과사전

우리고장을지키며최선을다해살아
가고있는숨은영웅들을찾아면담
하고그들의이야기를인물백과사전
으로만들어다음세대에전달!

K-Memoro 실천은?

경서중-2943
(2018.03.30.)

2018. K-memoro
“우리마을 숨은 영웅 찾기”

58년 전통
옆집 농부 아저씨

3. 우리 마을 숨은 영웅 찾기

4. 면담하기
(녹음및녹화

하기)

동네 고물상 아주머니

수십 년간 고향을 지키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숨은 영웅(이웃)들의 이야기를

면담해 우리마을 인물백과사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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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memoro
“우리마을 숨은 영웅 찾기”

6. 우리마을 숨은 영웅
면담 보고서 완성

5. 녹음 및 녹화 내용을
확인하며 면담보고서 작성

수십 년간 고향을 지키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숨은 영웅(이웃)들의 이야기를

면담해 우리마을 인물백과사전 만들기!

2018. K-memoro
“우리마을 숨은 영웅 찾기” 학생들이 만들어낸 감동의 순간 4!

1. 세상의 중심에서 토끼를 외치다! 
(1-1 고동현, 성형진)

“우리집은토끼요리
볶음만해. 옛날에는
다양하게했는데지금
은한가지밖에안해. 
토끼불고기도괜찮지
만너무짜서불고기
는하지않고, 옛날에
토끼고기를먹어본
사람이그맛이생각
나서주로찾지.＂

2. 강림이용소
이발사 할아버지의 경력은?(1-3 송수민, 황지원)

Q: 이발사가되기까지의
과정은어떠하셨나요?
“이발사가된지는 58년
정도되었고, 처음에들어
가지고는그냥밥만먹여
주는그런곳에서머리를
감기는방법만배우고그
렇게이발사가되기위해
배웠습니다.  그때는더
배워야겠다는생각만가
지고일했어요. 내가지금
75살인데이일을시작할
때는무엇을해야할지
잘몰랐는데현재는이일
이가장만족스러워요.”

3. 바늘에서 탱크까지, 옥포철공소 24시!
(1-4 김정훈, 송화섭)

Q: 앞으로도 철공소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그리고
경서중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A: “계속해야지요. 저도 처음엔 다른 직장을 다녔었
어요. 대학을 나와서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대를 이
으려고 철공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경서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일단 자기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일
이 있다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무엇보다 자기
적성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무
직보다 철공소 일이 낫더라고요.” 

Q: 철공소 일 자체가 기계를 써서 하는 위험한 일인
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시나요?
A: “먼저 철공소 일 자체가 기계를 다루는 일이기에
기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사전교육, 기능사 자격증
을 따고 기술 노하우들을 겸비하고 시작해야 해요. 
어떤 큰 마음가짐 보다는 그 전에 기술 스펙이 더 중
요하다고 봅니다. ”

4. 이팝나무를 지켜라!
교항리 김이수 할머니 (1-2 배건욱)

• 면담대상 : 김이수(78세)
• 면담일시: 6.29(일) 14:42분
• 면담장소: 교항리 노인정

“교항리에 산지는 60년 된 것 같아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이팝나무 군락지가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보존하려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참외수확을 많이 해서
돼지똥거름 때문에 큰 나무들이 다 죽었어
요. 그래서 지금 이 작은 나무는 새로 사다
심었어요. ”

남들눈에띄지않지만
묵묵히

자신이맡은일을성의껏
해왔고, 무엇보다58년
이라는시간을이발사라
는직업에바치셨고최선
을다하셨다. 그누구도

따라올수없는
우리마을영웅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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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평가는?

주변환경이급변하고있는우리마을에서수
십년간자신의일에최선을다해살아온사람
들의이야기를면담을통해기록으로남기고, 
이를후세대에전달하고자하는 K-memoro
숨은영웅찾기프로젝트수업에서 2대에걸쳐
철공소를운영하고계신사장님을면담대상
자로선정해목적에맞는질문을준비하여면
담함.    

특히면담과정에서면담대상자를존중하고
배려하는태도가돋보였으며, 면담후작성한
보고서에서도면담대상자의답변을충실히표
현하기위해서남다른노력을한모습이보여
다른친구들의모범이됨. 무엇보다철공소에
서어떤일을하는지, 또위험한기계를다루는
철공소일에임하는각오와마음가짐, 철공소
일에필요한자격등을충실히면담하여완성
도높은면담보고서를작성함. 

1-4 김OO 기록 예시

모둠수업때마다

참열심히도싸우는

2학년아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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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체험활동중심인성교육과정2018. 실천 인성

회복적 생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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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1박 2일 “랑랑캠프”

친구랑 ,  선후배랑 ,  가족이랑 ,  선생님이랑…

2018. 랑랑캠프에서는…

인성, 중요하죠…

그래도 학교는 공부가 우선이죠.

수능에서도 정시가 확대된다는데,

우리 동네 애들 in seoul

한 명이라도 하겠어요?

공부에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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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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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가요구하는
글로벌인재의역량과인성교육

한충희국회의장외교특임대사
(전유엔차석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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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인간의마음속에서시작되므로, 

평화의방벽을세워야할곳도인간의마음속이다.”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 Leon Blum 주유네스코프랑스대사: 

교육, 문화, 과학, 미디어모든분야뛰어난독일이

전쟁일으킨것은교육방향(orientation)이

잘못되었기때문☞유네스코창설취지

유네스코헌장전문

• ‘모든사람에게’+‘질좋은’ 교육목표의한계

• 폭력적극단주의와테러등국제평화위협

• 불관용, 소외, 불평등, 불공정, 혐오, 미움증가

• 존엄, 인권, 민주주의, 평등, 법치등보편적가치불존중

→건전한세계관, 타인과의관계성미흡

• 상호존중과이해, 다양성존중, 공감능력미약

• 국가내분쟁, 국가간민족주의/종교갈등증가

• 기후변화및환경문제대두: 세계운명공동체

• 인터넷/소셜미디어영향↑, connected & wired

• ‘인성’: 새로운정의/접근필요, 가치관/세계관/

사상/태도/사고방식/인식→선한포용적분별력

교육이처한변화된환경

• ‘10 UN Academic Impact 10원칙에포함

• ‘12 UN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access, quality, global citizenship

• ‘13.9 유네스코주관전문가국제회의(서울)

- 세계시민교육논의실질적출발점: 보고서

• ‘13.12 1차 GCED 국제포럼(방콕)

• ‘14.5 Muscat 합의: SDG 협상교육목표로제시

• ‘14.7 SDG 17/169 타결: 교육목표 4.7에

global citizenship 포함(국제교육목표에최초)

• ‘15.1 2차 GCED 국제포럼(파리, 250명참석),

- ‘17.1 3차 GCED 국제포럼(오타와, 5백명참석) 

세계시민교육논의동향(I)

• ‘15.5 제3차 World Education Forum (인천):

‘Education for All’ 3차회의, 한국 GCED 중심역할천명

(1990 1차/2000 2차 EFA 회의)

• ‘15.9 개발정상회의: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SDG 추인)

• ‘15.9 개발정상회의결과문서(정상선언)에

global citizenship 재언급: Para. 36 

• “…We pledge to foster intercultural understanding, 

tolerance, mutual respect and an ethic of 

global citizenship and shared responsibility.”

세계시민교육논의동향(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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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By 2030 ensure all learners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ifestyle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지속가능개발교육목표(’14.7/’15.9)

Special lecture on global citizenship by Ambassador Hahn to the MA students 
from Harvard University majoring in international edu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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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교육담론의변화추이: 

①접근 Access(양/기회,‘Education for All’) 

→②질 Quality 

→③방향성 Orientation(세계시민의식 Global citizenship)

•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세부목표중하나이나, 

그자체가궁극적인최종목적이되어야: 

‘Global citizenship’, which is sensible to 

human dignity, toleran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empathy and diversity

세계시민교육의특징

• Learning to know 

• Learning to do 

• Learning to live together 

- Discovering others 

- Working towards common objectives

• Learning to be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Jaques Delors) 

Report to UNESC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1996)

• Nurturing respect for all(타인존중), 

building a sense of belonging 

to a common humanity(인류소속감) 

and helping learners become responsible 

and active global citizens.

(책임있는적극적세계시민배양)

Global Citizenship Education: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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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Citizenship Education(GCED)

aims to empower learners to assume active roles to face 

and resolve global challenges(글로벌도전해결능력) 

and to become proactive contributors to a more peaceful, 

tolerant, inclusive and secure world.

(더욱평화롭고관용적포용적안전한세상에기여)

Global Citizenship Education:개념

https://bankimooncentre.org

Global Citizenship:
Global citizenship is a continuously evolving concept and mindset
that actively supports notions and activities that benefit humanki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lobal Citizenship focuses on the unifying rather than 
the dividing elements between peoples.

A global citizen is someone who self-identifies first and foremost 
not as a member of a State, a tribe or a nation, but instead as a 
member of the human race, looking beyond the narrow scope of 
national or personal interests. Global citizens support peaceful 
solutions to today´s global challenges.

https://bankimooncentre.org/projects/gci-portal

• Knowledge of the world’s history, geography and ecology

(역사/지리/생태)

• Intercultural competency (문화능력)

• Awareness of the wider world and their place within it

(세계와나의위치인식)

• Understanding of and respect for diversity (다양성이해/존중)

• Willingness to take action (행동의지)

• Understanding of issues of justice and equality (정의와평등이해)

World Course focuses on the essential, interconnected questions

about the human condition(인간조건에대한핵심질문제시):

• How do people organize themselves?(조직)

• How are societies formed?(사회의형성)

• How do people struggle w/ adversity?(투쟁)

• Why do people migrate?(이주)

• How do our actions, choices and beliefs shape the world around 
us?(세계사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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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인정/인식(Recognition):

1) 인간의존엄성(human dignity): 인권, 정의등보편적가치

⇛가장핵심기초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세계인권선언제1조) (‘Learning to be’)

2) 글로벌문제인식: 폭력적극단주의, 난민,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양성평등 ⇛문제의영향, 원인, 해결방안고민토록

세계시민교육의개념과범위

• 3개의관계(Relationship):

1) 다른사람(people)과의관계: 상호존중과이해, 관용, 다양성존중

⇛평화 (‘Learning to live together’)

2) 도움필요한사람(people in need)과의관계: 

공감(empathy), 사랑(compassion)

⇛ “Leave No One Behind”

3) 지구(planet)와의관계: 기후변화, 환경

⇛ ‘Mother Earth’ ‘There is no Planet B.’

(Earthship vs. Citizenship)

세계시민교육의개념과범위

• 폭력적극단주의가핵심안보현안: 

대증요법한계, 근본적교육적접근관심☞ GCED 주목

• 선진국에서테러조직가담증가는교육목표및방향성중요성제기

(ISIS, 100개국 4만명접근)

• 근본원인: 배제, 불평등, 박탈, 불만등증오적인성배태하는

개인적/사회구조적차원문제

• 반기문총장보고서(PVE 행동계획) (’15.12)→

세계시민교육필요성강조, 유네스코에역할부여

• ‘세계시민교육이폭력적극단주의대항의핵심전략’

(경주유엔 NGO 회의, ’16. 6월)

• ’15.1 보코바유네스코사무총장, 유엔폭력적극단주의대처

고위회의시세계시민교육강조

폭력적극단주의와세계시민교육

• 이주자와 난민 Migrants and refugees:

- 부모 미동반 아동 증가, 장기 체류 불가피

- 정체성 혼란, 현지 아동과의 교류 단절→ 건전한 인성 기를 환경 미흡

- 미교육시 폭력적 극단주의에 포섭 가능성 증가

• 청소녀 Adolescent girls 와 젊은 여성:

-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소녀들의 교육 열악

- 초등 이후 집안살림 치중, 고등교육 제한으로 사회참여 기회박탈, 

장래희망 부재, 체념적 인성형성

- 자존감 회복, 동기부여 위해 세계시민교육 필요

- ‘AGREE’ 프로젝트: 시에라리온 소녀 창업교육

난민과청소녀(Adolescent girls) 문제



112 113

 현대차 정몽구 재단 2018 인성교육 포럼  현대차 정몽구 재단 2018 인성교육 포럼

• SDG는 향후 15년을 목표로 하므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논의 전 과정에 input될 필요

• 건강하고 긍정적인 세계관과 사랑과 공감의 감정 함양 필요

→ 21세기의 새로운 ‘인성’관

• 청년이 극단적 네러티브에 준비 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좋고/나쁨(good/bad), 옳고/그름(right/wrong) 

분별력 갖도록 조기 GCED 시작필요

(다문화 러시아인, 이라크 관리 걱정)

• 청년에 대한 소망과 비전 필요: 

“We fight against poverty because hope is an answer 

to terrorism.” (Bush 대통령)

청년과세계시민교육

[SDG 지표:정책, 커리큘럼, 교사교육, 학생평가]

1) 커리큘럼: 상황화(contextualization)?

- ‘maximum common denominators’ 필요

- 핵심보편가치(존엄성, 인권)는포함필요

- 서울/경기/인천/강원교육청교과서발간

2) 교수방법: 쌍방향토론통한비판적사고필요, 

art/music/design/sport 활용

- 현장방문, 또래외국학생과접촉(스카이프)        

3) 교사양성및훈련: 교사, 학생들의글로벌이슈질문에

기초적인답하거나대응할수있어야

향후과제: 커리큘럼/교수방법

• 모든이익상관자와파트너참여필요

- 정부, 민간, 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교사, 청년등

• 유엔기관간협업: 유네스코, UNAI, 유니세프, 유엔문명간연대,

OECD, 민주주의공동체등

- 한국주도유엔 GC우호국그룹결성(’17, 45개국)

•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을교육문제

넘어평화, 개발, 인권등모든유엔어젠다의궁극적 목표로

인식필요(“파리에서뉴욕으로”)

• 한국역할: 교육우위, 타문화수용우수, 열린자유민주사회

커리큘럼선도시수용성유리, 상당수지자체교육청/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채택

향후과제와도전

• 교육이불관용. 폭력적극단주의방지등국제평화

안보에직접기여할수있는드문기회포착

- media literacy, cultural literacy, citizenship literacy

• Global citizenship은 SDG 4.7 넘어 SDG 17목표전체와

유엔의궁극적추구목표

(비엔나 ‘Ban Ki-moon Center for Global Citizens’ 설립)

• 세계시민교육이각국공교육체계내독립과목되는것이궁극적목표,

변화의 agent 배출목표

- ‘peer group pressure’ 방식통해리드그룹국가가

국제적확산선도하는전략추진

향후과제와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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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사회운동’ ‘글로벌 사회계약’으로 추진

• 정부/지자체(정책), 시민사회(인식제고/프로그램), 

대학/전문가(커리큘럼/평가/이론), 교사(교수방법/훈련), 

기업(재원/사원교육), 국회 참여

- ‘Coalition for Global Citizenship 2030’, ‘Bridge 47’ 

• 『마음의 평화, 평화의 마음』 『인간의 존엄성』

• ‘Break the unplowed ground’(묵은 땅 기경)

• 사람 중심(people-centered), 가치 추동(value-driven), 

글로벌 인식(global-conscious), 관계 중심(relation-oriented), 

사랑∙공감 중시(compassion/empathy- focused), 

지구환경 민감(planet-sensitive) 등을 두루 갖춘 리더십 필요

☞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인성의 내적/외적 측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 궁극적 목표와 기준되어야)

향후과제와기회

‘감사합니다!

질문이나자료요청시:     

chhahn85@mofa.go.kr 

(한충희국회의장외교특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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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인성교육의 힘

2018. 12. 14.

Aaron Kim, Ph. D., SEAD Institute

1

• 김아론

• Aaron Kim

• Ph. D. in Instructional Systems

• CEO/Senior Researcher, SEAD 
Institute

• International development 
consultant specialized in 

• 역량개발, Capacity Building

• 역량의 진단과 개발

• 개도국 공무원 역량 개발

• 개도국 고등교육 및 교육혁신

• 교육공학, Educational Technology

• 프로그램 평가, Program Evaluation

• 참여적 문제해결 및 social learning

• 성과관리, M&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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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D Institute

3

목차

1. 전제, 사실(facts), 동향

2. Ashesi University

3.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4. 시사점 및 소결

4

Assumptions, Facts, and 
Trends

• 대학의 위기, 나아가 교육의 위기?

•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고 있지 못하다?

•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에는 인재가 필요하다?

• 개도국의 발전과 개발에 있어서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

• 지식이 다가 아니다?

5

Ashesi University, Ghan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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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esi University, Ghana

7

Mission & Vision

Mission 

“The mission of Ashesi University College is to educate a new 
generation of ethical, entrepreneurial leaders in Africa; to 
cultivate within our students the critical thinking skills, the concern 

for others and the courage it will take to transform a continent.”

Vision

“Our vision is an African renaissance driven by a new generation 

of ethical, entrepreneurial leaders. We aim to educate such 
leaders, and to drive a movement in African higher 
education to scale up the education of such leaders.” 8

Ashesi at a Glance

• 30명의 학생으로 임대사무실에서 2002년 개교

• 현재 1000명의 재학생, 1,200명의 동문의 가나의 신흥명문
대학(37 full-time and 14 adjunct faculty, 78 admin staff)

• 약 20여개국에서 온 학생(재학생의 약 17%)

• 6개 전공분야의 4년제 Liberal Arts 대학

•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개발위한 교과과정

• RC, Residential College

• 그리고 전통, 심미, 자연(환경친화적 설계), 첨단(기술)이 융합된
캠퍼스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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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esi University, Ghana

11

Ashesi 교과과정
(재구성)

기초소양
(R&W, 교양과목,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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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esi Impacts

• 아프리카 고등교육의 모델

• 신생대학 설립 및 개선위한 노력

•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

• Fights “brain drain” in Africa: 90% 이상의 학생이
아프리카에 남아 (전공에 관계없이) 다양한 섹터에서
두각

• 100% 학생 졸업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진학

• 45%의 학생 장학금 수혜(28%는 생활비 포함 전액)

• 국제기구 및 국제 NGO 활동

15

Ashesi Impacts:
Ethical Leadership in Africa

• Foundation, entrepreneurship 및 실습과목 & 과외활동

• Honor code, community service, and 4년과정의 리더십
세미나 시리즈(intensive) 통하여 모든 학습측면에
윤리(ethics)를 통합 (to develop “integrity”).

• 그 결과, 동문들이 진출후 일터에서의 어려움에도 integrity을
유지할 뿐 아니라 탁월한 성과를 창출

“We come from a culture that taught us it was right 
to get by and wrong to get caught. 

Now it is time to say enough is enough.”
(Ester Nipaa Osei, Class of  2010)

16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MIU

17

Mission & Vision

• To educate and develop leaders in Mongolia and 
throughout Central Asia who possess honesty, 
integrity and professionalism

• To be an innovative leader for higher education, 
providing relevant areas of study at the leading edge

• To cultivate an international community of current 
and future leaders through a multicultural campus 
and global partnerships

• To foster a culture of servant leadership in Mongolia 
and throughout Central Asi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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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U at a Glance

• 66명의 학생으로 2002년 개교

• 현재 500명의 재학생 가진 영어기반 신흥명문
대학(57 전임교수)

• 약 10여개국에서 온 학생(재학생의 약 30%)

• 10개 학부, 4개의 석사과정

•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언어교육, 교환학생, 교환
및 방문교수, 현장방문, 미션트립 등)

• RC, Residential College (학생 및 교직원)

19

평균의 종말

• “We see the challenges that are 
facing our society and we know 
that we want things like 
personalized medicine and 
personalized education and better 
workplace environments, but we've 
not really realized that at the root of 
those problems is a basic idea of 
how we see ourselves as people.”
(Todd Rose, author of The End of Average) 

(우리가맞닥드린도전과위기의)근본적인문제는어떻게우리자신을사람으로써
바라보는지에있다. 20

전인격적 인성: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속성

창조적 지성

바른 세계관

전면적 인성

융합적 의식

글로벌 의식

수용성 회복

전인격적 인성교육

21

전인격적 인성: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속성

창조적 지성

바른 세계관

전면적 인성

융합적 의식

글로벌 의식

수용성 회복

전인격적 인성교육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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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소결...

• 가장 귀한, 부족한, 중요한 자원

지식, 기술, 행동양식, 에티켓, 매너, 습관, 자세

vs. 

역량의 보이지 않는 영역

“Corruption hampers Africa’s growth, but corruption 
can’t be ended just by passing new laws. Fostering 

ethical leadership requires a cultural change.”
(Ashesi University, “Why Ashesi Matters”) 23

24

A Perspective:
역량, Competency

• 한 아이를 기르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교육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

• 기계나 사물과 달리 인간만이 기능이나 기술 그 이상의 성과를

도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란 실존적

존재로서 영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존재이기 때문

(2010, 최동석) 

• 영혼의능력은 1) 자기자신이누구인지를볼수있는능력, 2)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있는 능력. 실존적존재라는 의미는 1) 

환경과경험의의미를인식하는존재, 2) 자유, 선택,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

25

Building capabilities 
and engaging 

employees to deliver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공공영역의 역량개발 및
강화를 통한 거버넌스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적
네트워크

• 역량기반 교육훈련 및
HRD 

• 2018년 9월 열린 OECD 
NSG 연례 회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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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현황과 도전

• 후기산업사회의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의문과 도전

• Theories of Learning은 대학교육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해 왔는가? 교육심리, 인지과학 등 많은 학문적 연구와
발전에도 불구, 대학강단의 변화는 매우 미미

• Constructivism – 학습 및 학습자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 이에 따른 교사 및 교수의 역할의 변화

• 역량기반 교육의 대두

• 현장중심, 결과중심, 직업중심

• 의사가 될것인가 “고치는”자가 될것인가? 혹은 교사가
될것인가 “제자”를 키울 것인가?

• Isolation to integration (분리에서 통합으로) 27

주요 동향

• Industrialization of  education 
(산업화 모형)

• ICT utilization in education

• Hyper-networked society
•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 Digital native

• Challenges to higher education
• Discrepancy between workplace and school 

(mismatch)

• Discounted higher education

• Changing needs
28

더새롭고
혁신적인
다양한

교육서비스
필요&기회

(education
services)

Connectivism
연결주의

• 연결주의(connectivism)이론은 네트워크
사회에서 새로운 학습형태를 개념화하는
학습이론

• Siemens(2005)와 Downes(2005)가 소개

• ‘상호작용, 공유, 공동 토론 및 사고를 고려한
유사 관심 영역 군집’으로 정의되는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를 기반

• (연결주의에서는) “학습이란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 사람, 인공지능 시스템 등과의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은 결국 새로운 정보나 지식과의 접촉을
의미하며 이러한 접촉이 결국 그들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Siemens, 2005).

• 지식이란 체제(system)내에 존재하고 그
안에서 개인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 지는 것이라고 전제

29

Connectivism
연결주의

•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님

• 1971년, 이반 일리치(Ivan Illich, 1926-2002) 
통찰력 있는 책 “Deschooling Society” 출판

• 이 책에서 그는 “learning web”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을 연결(network)하는 모델로 제시

• 제도화된 교육을 비판하고 보편적 교육을 반대

• 그 근거로 더 많은(제도화&대량생산된) 교육이 더 잘 교육된
개인을 배출못하고, 교육으로 인해 전체 사회가
제도화(획일화)되는 부작용을 지적

• 따라서 “교육 깔대기”를 learning web으로 교체할 것을
주장

• 그러나 주류 언론, 학계에서 무시 당함.

참고: 켄 로빈슨(Ken Robinson): 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