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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damental assumptions that underlie character development in this 
paper include the perspective of lifelong development, sensitive periods in 
development, and social constructivism. If we see character development as 
lifelong learning, we need to present a new practical model for emphasizing 
development goals and learning methods in accordance with life stages. Based 
on this research problem, this study developed a four-stage model for lifelong 
charact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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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전 생애를 통해 인성 발달이 이루어지
지만(‘생애교육’ 관점), 생애 단계별로 인성 발달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발달 목표가 달라질 수 있으며(‘민감한 시기’ 관점), 비록 민감한 시기
에 발달 경험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더라도 환경과의 능동적 상호작
용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달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관점(‘사회 구성주의’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인성 발달이 전 생애적 과제로 인식된다면, 생애 단계별 학습
기회가 서로 분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생애 단계
별 발달 과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인성교육 실천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영유아
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 성인 전기, 성인 중 후기라는 생애 단계를
근간으로 각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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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인성교육은 교육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으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추도록 ‘평생 동안’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자는 교육을

오로지 사람됨의 실현 과정이고 평생이 소요되는 생애적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

는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좋은 날 하루가 봄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

럼, 하루나 짧은 시간이 지극히 복되고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Aristoteles, 이창우

외역, 2008: 30)는 말을 통해 덕(德)을 기르는 데에는 온 생애를 통한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20세기 초반에 분석심리학의 개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

의 인성은 식별조차 불가능한 배아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생에 걸쳐 발달한다. 그리고 우리의 됨

됨이를 보여주는 것은 오직 우리의 행동이다”(Jung, 김세영․정명진 역, 2015: 229)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러한 동서양 철학 및 심리학 전통과는 달리, 대체로 20세기 후반의 서구 발달 심리학 영

역에서는 영유아기와 같은 특정시기가 언어 발달과 마찬가지로 성격 및 인성 발달을 위한 ‘결

정적 시기’(critical period)인 것으로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지배적 인식은 새로운 경쟁적

인 인식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심리학 및 신경과학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등장한

새로운 입장에 따르면, 성격 및 인성 발달은 전 생애(lifelong)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Caspi & Robers, 2001: 51) ‘결정적 시기’라는 개념보다는 ‘민감한 시기’(sensitive period)라는 개념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개념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지

만(Hensch, 2004: 549), 전자의 경우, 언어, 기술(skills), 특질(traits) 등에 관련된 신경체계의 발달은

특정 시기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절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이후의 삶에서는 발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후

자는 경험을 통한 신경체계의 발달이 특정한 시기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전자

보다 인간 발달에 대해 보다 광범하고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Brainard & 

Knudsen, 1998: 3929; Knudsen, 2004: 1412). 즉 후자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정서조절, 언어

등의 발달에 특히 민감한 시기가 있으며, 이 때 어떤 기술이나 특질에 대한 학습 기회가 제대

로 제공되지 않으면 이후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는 있어도 이러한 문제가 영구적인 것

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Oswalt, 2008). 

   이러한 결정적 시기와 민감한 시기를 둘러싼 논의를 『논어』학이편 제1장 제1절에 나오는

‘학이시습지’의 프리즘을 통해 본다면 ‘배움을 통한 성장의 의미와 가능성’을 서구 심리학 영역

에서는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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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習之, 不亦說乎)’는 “배우고 때맞추어(timely) 그것을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란 뜻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특정한 발달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

이되, 특히 앞서 깨달은 이가 행한 바를 배워서 때에 맞춰 익혀야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인성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내

부에 훌륭한 인성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며, 충만한 삶의 과실(果實)로서 훌륭한 인성을 성취

하기 위해서는 생애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설계된 학습을 통해 타고난 잠재성을 최대한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 관점, 즉 공자 등

의 ‘생애교육’ 관점과 최근 심리학의 ‘민감한 시기’ 관점, 그리고 이에 덧붙여 심리학․교육학

이론으로서 ‘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관점 간의 유기적 결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

하고자 한다. 즉 인성 발달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지만(‘생애교육’ 관점), 생애 단계별로 인성 발달의 상대적인 중요도

와 발달 목표가 달라질 수 있으며(‘민감한 시기’ 관점), 비록 민감한 시기에 발달 경험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환경과의 능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달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관점(‘사회 구성주의’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1) 이와

같이 인성 발달이 전 생애적 과제로 인식된다면, 생애 단계별 학습 기회가 서로 분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생애 단계별 발달 과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인성교육 실천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 단계별 발달 과업에 기초하여 전 생애(lifelong) 차원에서

의 인성교육 실천 모델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구안한 모형은 영유아기, 아

동기 및 청소년기, 성인 전기, 성인 중 후기라는 생애 단계를 근간으로 각 생애 단계별 인성교

육의 목표와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논의의 체계적 전개를 위해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모형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하며, 인성 발달의 요소(‘무엇을 발달시

킬 것인가’)와 수준(‘어느 정도까지 발달시킬 것인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먼저 살

펴보고자 한다.

1) 발달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적절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 구성주의적 관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민감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하는 경험 또한 사회 구성주의

적 관점에 기초하여 제공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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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훌륭한 인성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축적된 ‘성품’과 ‘인성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이다(정창우, 2015: 69-76). 즉 훌륭한 인성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성품’과 ‘어

떤 바람직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performance)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

다. 전자에는 정직, 존중, 책임, 배려, 협동, 정의 등의 도덕적, 시민적 덕목이 포함되고, 후자에

는 바람직한 자기인식 및 관리 역량, 인문학적(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갈등해결 역

량, 공동체 역량 등이 포함된다. 인성 역량은 인간다운 성품이 잘 발현되어 행동으로 나아가거

나, 바람직한 목표 달성(성과 창출) 혹은 문제 해결로 나아가도록 돕는 발사체 역할을 하는 특

징이 있다. 성품 차원에서 볼 때 인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가치지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산

업계와 경제계의 요구가 교육 영역에 반영된 OECD 역량(competence) 개념에는 가치중립적인 속

성이 일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가치 지향적 차원에서의 ‘인성 역량’이 되기 위해서

는 올바른 가치지향이라는 역량 활용의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성품과 인성 역량의 결합체인 훌륭한 인성은 자기 내면을 향한 구심력과 타자를 향한 원심

력이 모두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서 자신의 몸

과 마음을 들여다보며 성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타자(타인, 

공동체, 자연)를 향해 마음이 움직이거나 에너지가 쇄도하면서 깊은 공감과 인류애를 발휘할

수도 있어야 한다.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고통에 연민을 느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자 애쓴 위대한 전통에 참여하는 것”(Singer, 노승영 역, 2014: 346)이라는 피

터 싱어의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훌륭한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성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에

의해 개선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인성은 태생적, 유전적 요소로 갖춰지는 것이 아

니라 삶을 통해 훈련하고 습관화함으로써 도달한 ‘어느 시점에서의’ 발달 상태이다. 이와 같이

자기노력에 따른 인성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우리는 ‘인성 성장 마인드세트

(character growth mindset)’2)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인성 발달을 위한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Han & 

Jeong, 2016), 인성 성장 마인드세트의 일종인 ‘도덕 성장 마인드세트’(moral growth mindset)가 윤

리적 행위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볼 때 윤리적 삶과 실

2) 캐롤 드웩(Dweck, 2006)에 의해 제시된 ‘성장 마인드세트’(growth mindset)란 능력이 고정되어 있거나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실행을 통해 성장 가능하다고 믿는 마음의 태도이

다. 최근에 성장 마인드세트가 지적, 정의적, 인성적 발달을 위한 중요 기반이라는 것이 교육학계와 심리

학계에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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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행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 성장 마인드세트를 촉진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인성은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훌륭한 스승과 좋은 환경의 영향도 받지만, 

동서양의 철학 전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자기 노력[修]에 의해 ‘길러지는 것’[養]이라는 인식

이 중요하다. 동양에서는 수양(修養)이라는 용어 이외에 수신(修身), 수도(修道), 수행(修行), 수련

(修練), 수기(修己) 등 수(修)를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 개념을 사용해 왔다. 수(修)는 『설문해자

(說文解字)』에 의하면, 사물에 묻어 있는 때와 먼지를 털어 내어[飾, 拭] 본래의 광채가 드러나

도록 하고 게다가 장식을 더하여[縟采] 화려하게 꾸민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최일범, 1997: 11). 

이와 같이 『설문해자』의 ‘수(修)’자에는 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의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해 온 개념인 수양(修養), 양성(養性), 양심(養心), 양생(養生) 등 양(養)을 중심으로 하

는 개념에는 인성이 길러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맹자는 ‘양(養)’을 날마다 조금씩 쌓여

길러지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이 수신을 통해 자양분을 얻는 것이라고 보았다

(Fang, 박찬철 역, 2014: 7, 52). 이런 이유에서 맹자는 인성이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

며,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뛰어난지의 여부는 평소에 자아를 수양한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Fang, 박찬철 역, 2014: 59)3). 맹자가 지적한 일폭십한(一暴十寒)과 알묘조장(揠

苗助長)4) 개념 모두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인성

완성은 단숨에 이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한 말이다.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인간은 태

어나면서부터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그것은 적어도 평생 동안 개인과

사회가 다함께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동서양의 전통을 기반으로 볼 때

인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개인과 사회의 노력, 특히 개인

의 노력을 통해 길러지는 것(養)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Ⅲ. 인성 발달의 목표 수준과 요소

   우리가 인성 함양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 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러한 목표 지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요소(무엇을 발달시킬 것인가)’와 ‘수준(어느 정도까지 발

달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다음과 같은 인성 발달의 세 수준을 고

3) 이런 의미에서 맹자는 “진실로 잘 기르면 자라지 않는 것이 없고, 진실로 기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

그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告子篇)고 말한 것이다.

4) 『맹자』에 나오는 일폭십한(一暴十寒)은 초목을 기르는 데 하루만 볕에 쬐고 열흘은 응달에 둔다는 뜻

이고, 알묘조장(揠苗助長)은 억지로 싹을 뽑아 올려 싹이 자라는 것을 돕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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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수준
의 미

역할기대에 따른

관련 직업/신분

최고

바람직한 혹은 이상적인 역할모델로서 손색이 없는 수준. 숭고하

며 고결한 인격체. 앎과 삶, 말과 삶이 일치하는 상태이며 ‘앎’

과 ‘삶’과 ‘됨’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즉각적이고 일관되게

좋은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체화된 상태)

성직자 등

중간

(이상)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는’ 수준. 정의와 배려, 봉사, 이타적

인 삶을 살아가는 단계

고위 공직자, 경찰관, 소

방관, 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직업군인 등

최소

(이상)

그 정도면 ‘괜찮다는’ 수준. 최소한의 사람됨과 시민으로서의

됨됨이를 갖춘 상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시민생활에서 지

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체계인 법을 준수하며, 타인의 위험이나 곤

경을 무시하지 않는 정도(‘선한 사마리아인 법’에서 규정한 도

덕적인 의무 이행 수준)

모든 인간/시민

려해 보도록 하자.

<표 1> 인성 발달의 세 수준

   최소 수준은 최소한의 사람됨과 시민으로서의 됨됨이를 갖춘 상태로서 그 정도면 ‘괜찮다는’ 

수준에 해당한다. 이 수준에서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요구사항’과 ‘해서는 안 될 금지사항’을

규정해 놓은, 그리고 시민생활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체계인 법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며, 

공감에 기초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인간 도의를 실천한다. 또한 타인

의 정서와 행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예절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한편 최고 수준은 고(故) 이태석 신부, 테레사 수녀 등과 같이 숭고하며 고결한 수준에 해당

한다. 앎과 삶, 말과 삶이 일치하고 ‘앎’과 ‘삶’과 ‘됨’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이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앎을 추구하는 것과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머리로 깨달은

것을 가슴에서 숙성시켜 몸으로 실천하며, 자기-타인-자연과의 깊은 만남과 대화, 긍정적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또한 덕과 인성 역량이 체화(體化)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위를 할 것인가, 한

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적인 숙고 없이 거의 즉각적이고 일관되게 좋은 행위로 나

아갈 수 있는 준비된 상태(정창우, 2016: 203)이고, 타자의 고통과 필요에 민감하고 이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있다. 이러한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의집중과 사고의 습관, 행위 및 성찰의 습관을 포함해서 마음의

습관을 지속적으로 계발해야 한다. 한 마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

로 인식되고 주의집중을 통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되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도달 가능한 수준

이다. 중간 수준은 최소 수준과 최고 수준의 중간 지대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 수준을 바탕으로 인성 도달 수준을 직업/신분별로 제시해 보자면, 모든 인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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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성의 중간 혹은 최고 수준을 지향해야 하지만 적어도 최소 수준에는 도달해야 하고, 고위

공직자, 경찰관, 소방관, 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직업군인 등 타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고 소명의식을 요구받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은 최고 수준을 지향해야 하지만 중간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직자와

같은 존재는 최고 수준을 지향하면서 그 수준에 버금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 설

정에는 물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특정 신분이나 직업에 대한 역할기대(role expectation)를 반영

한 것이며, 자신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기 위

한 차원에서 거칠게 설정된 것이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초․중․고 학생들은 세 수준을 모두

배워야 한다. 이 때 최소 수준부터 탄탄하게 다져 주면서 고차적인 인간 삶의 양식으로서 중간

및 최대 수준으로의 상향 이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법 규범이나 기본예절 및 공중도덕과 같

은 인성의 최소 수준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유교의 전통적인 인애(仁愛)의 윤리, 불교의 동

체자비(同體慈悲), 기독교의 사랑 등과 같은 인성의 최고 수준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 효과 측면

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고 수준에 대한 교육은 왜 필요한 것일까? 인간다운 삶의 이상을 담은 최고 수

준 설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의 전체 존재를 완벽하게 실현시키는 것

을 의미하는 인격은 결코 닿을 수 없는 이상이다. 그러나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상을 반박

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이상은 이정표이지 성취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Jung, 김세영․정

명진 역, 2015: 229-230)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3수준 6단계 도덕발달이론을 제시

한 로렌스 콜버그(L. Kohlberg)가 현실 세계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6단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내용과도 매우 유사하다. 또한 인간다운 삶의 이상을 담은 최고 수준에 대한 교

육의 필요성은 화이트헤드에 의해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된 바 있다. 그는 “위대한 것에 대한

습관적인 상상력 없이 인성․도덕교육은 불가능하다.”(Whitehead, 1929: 69)고 역설하면서, 최고

수준의 삶의 양식은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와 같이 위대한 것들에 대한

습관적인 대면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인간다운 삶을 향한 정신적인 나침반과 인간다운 삶의 최

상의 경지에 대한 직관력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성 발달의 목표 수준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성

개념에 기초하여 인성교육을 통해 무엇을 길러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성은 성품과 역량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성 역량을 중심으로 인성 발달 요소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5) 

5) 본 연구에서 설정한 5가지 핵심 인성역량은 「인성교육 5개년(2016-2020) 종합계획」(교육부, 2016. 1)에

명시된 핵심 역량(자기관리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갈등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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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기인식 및 관리 역량

   자기인식 및 관리 역량은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을 형성

하고,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정창우 외, 2016: 45). 이러한

역량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는 우선‘고귀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정신적․영적 인간’(a 

spiritual person)을 길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사람은 실존적인 질문들, 예컨대 “내가 살아가는 이

유는 무엇인가?” 혹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등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대답하고자 하며

고귀한 목적의 삶을 추구하고, 이를 추구할 방법들을 찾는다. 또한 믿음, 아름다움, 그리고 좋음

과 같이 초월적인 가치들을 존중하고 감사해 하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내적으로 풍요

로운 삶을 누린다. 

   또한 자기인식 및 관리 역량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는 ‘건강한 삶의 양식을 지닌 잘 훈련

된 사람’(a self-disciplined person)을 기르는 데 있다(정창우, 2016: 208). 이러한 사람은 다양한 상

황 하에서 자기 통제력 혹은 조절 능력을 보이며,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추구

한다. 또한 건강한 자신감과 회복탄력성(resilience) 및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즉 누구나 인

간은 상처 받을 수는 있으나 잘 훈련된 사람은 결코 자포자기 혹은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역

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뭔가 이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나 건강한 삶의 양식, 그리고 긍정적 미래를 추구하는 책임 있는 개인적 선택들을 한다. 

B. 인문학적 감성 역량

   인문학적 감성 역량은 “다양한 대상(인간 사회 자연 혹은 사상이나 작품)과의 관계에서 감수

성을 통해 얻은 다양한 층위의 심미적 경험과 감동을 축적하고, 끊임없이 자기반성 내지 자기

성찰을 행함으로써 그 축적이 내면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언주, 2016: 

112). 인성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이러한 ‘예민한 감수성으로 세상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자기를

조형해 가는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다. 이 역량은 인간을 인간다울 수 있도록 하는 살아 생동

하는 생명력과도 같은 것이자 그 어떤 과학기술도 그것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인

간 고유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이 기술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슬픔과 기쁨, 고통과 환희와 같은 감정을 가진 동시에,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해서 본

래의 자기를 찾는 유연성과 관계성의 감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문학적 감

성은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즉 인간으로서 본래의 자기 모습을 찾아가기 위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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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수적인 교양요소라 할 수 있다.

C.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 역량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경청 및 존중하고 그들과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균형

잡힌 관점과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정창우 외, 2016: 45). 이러한 역량에 따

른 인성교육의 목표는 ‘타인과의 협력적 삶을 증진시키는 소통 역량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다. 훌륭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과 함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방어적 자세를 극복하고 협력적이며 개방적 자세로 어려운 문제

들과 마주할 수 있는 능력,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세련되게

다듬는 능력이 보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Flynn, 1994: 

18). 의사소통에서 표현 및 전달 능력과 함께 요구되는 상호간 신뢰, 협력과 개방의 자세, 비판

적 사고, 자기반성 등은 모두 인성에 관련된 요소로 이는 의사소통이 인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D. 갈등관리 역량

   갈등관리 역량은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상황에서 관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는 능력”

을 의미한다(정창우 외, 2016: 45). 이러한 역량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는 ‘타인과의 관계적 삶

을 증진시키는 갈등관리 역량을 지닌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다. 힘이나 폭력에 의해 갈등을 해

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적, 시민적 교양과 예의가 결핍된 비윤리적인 접근이다. 반면 생활

속 갈등상황에서 평화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성품과 인성 역량을 갖게

된다면, 그만큼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자기실현의 삶과 공동체적

삶을 이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바람직한 갈등해결 능력 혹은 기술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들을 추구하고 타인을 존중으로 대하며, 분쟁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갈등해결 능력이나 기술들을 가

르치는 것은 인성 발달을 위한 촉진적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E.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은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

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정창우 외, 2016: 45). 공동체 역량에 따른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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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표는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구성원이자 민주적인 시민’(a democratic citizen)을 기르는 데

있다. 이러한 사람은 가족, 학교,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요청

되는 시민적 덕목들이나 기술들을 실행한다. 또한 국가의 민주적 유산이나 가치들을 감사해 하

며, 인류애에 대한 책임 의식과 상호의존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생태적 인간(an ecological person)’을 길러낼 수 있어

야 한다. 생태적 인간이란 자연의 바깥쪽에 있는 국외자가 아니라 자연의 연속적인 존재이고

(고병헌 외, 2009: 221),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니고, 인간으로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해 문

제 해결을 위한 참여적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또한 생태적 인간은 자연, 그리고 보다 높은 어

떠한 힘에 대하여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Ⅳ. 학제적 접근에 기초한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실천 모델 설계

A. 모델 설계를 위한 접근 방식 : 학제적 접근

   인성교육 연구는 그 성격상 학제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단일 학문적 접근은 인성교육에 관

한 연구의 폭과 깊이에 한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학(특히 동서양 덕 윤리학 등), 심리

학(특히 도덕심리학, 진화심리학, 교육심리학 등), 생물학 및 신경과학, 인지과학, 교육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와 새로운 통찰을 받아들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인성을 이루는 주요 요소는 덕(德)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고대와 현대의 동

서양 덕 이론과 일정 정도 관련성을 가지면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학제적 접근이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인성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론

적 토대를 밝힐 경우, 철학적 기초(특히 덕 윤리학적, 심성론 및 수양론적 기초), 심리학적 기초

(특히 정체성-사회성-정서 발달, 도덕성 발달), 진화생물학적 기초, 신경과학적 기초 등이 다양하

게 다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인성과 상황 중에 행위에 더 영향력이 강한 것은 무엇인지, 인성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인성은 어떻게 함양될 수 있는지, 생애 단계별로 인성교육적 강조점을

어떻게 달리 설정할 수 하는지,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 학교, 공동체 간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성 평가는 어떻게 가능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등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학문 간 소통과 협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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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인성에 관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달 가능한가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방식은 여러 학문 간 긴밀한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 단계별

로 인성교육적 강조점을 어떻게 달리 설정해야 하는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여 학제적 접근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B.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실천 모델 설계

   본 연구에서는 인성 발달이 영유아기에 시작하여 성인기에도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하면 인성 발달을 최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큰 그림(big picture)을 제공하고자 한다. 

인성교육의 지향점을 최고 수준, 즉 ‘앎과 삶과 됨의 일치’라는 차원과 ‘몸과 마음의 체화

(embodiment, 體化)’차원에 두면서 이러한 인성 발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유아기

(출생-취학 전)
아동기․청소년기
(초등 및 중등)

성인 초기

(20-30대, 특히 대학)
성인 중․후기
(40대 이후)

기반 조성 시기
체계적, 포괄적
적용 시기

간접적 적용 시기

(직업윤리의식과
부모역할책임의식)

승화적 시기

[그림 1]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실천 모델

 1.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목표 및 방법

   인성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출생 이후에 본격적으로 요청되지만,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출생 이전인 태아 상태에서의 환경도 아이의 인성 발달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태아를 위한 긍정적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서 중추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을 자극시키지 않는 것이다. 출생 이전에

발생한 모체의 생리적 스트레스는 불안과 관련된 반응을 처리하는 태아의 중추신경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출생 이후 아이는 환경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지나치게 민감

하게 대응하는 생리적 현상을 보이게 된다(Thomson & Lavine, 2016: 98).6) 

6) 출생 이후 초기 어린 시절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결여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이후에 불안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 결과 외부의 위

협적인 환경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모든 에너지를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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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긍정적 발달 양상 발달적 위기 양상

(기초적인) 상호 호혜성

발달
황금률/공정성/협력 지향의 토대 징벌/응보, 보복, 충돌, 폭력

공감 능력 발달
정서적 의사소통, 친사회적

경향(위로, 도움제공 등), 해악금지

외집단을 악마로 간주,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 사기, 거짓말

(기초적인) 자기조절

능력 발달
행위 및 정서조절, 스트레스 조절 과잉행동, 대인관계 갈등

가치화 촉진 규칙이나 표준 내면화, 보편적 양심 편견, 독선

   인성교육의 실질적인 출발점인 영유아기(출생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시기)는 ‘인성 발

달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출생 후 몇 년 동안의 초기 경험은 신체적, 정신적 건

강뿐만 아니라 (장기적 기억에 저장된 스키마에 의한) 도덕적 직관 능력 및 인성 발달에도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는 인성 발달 측면에서 민감한(sensitive) 시기이며, 만

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성숙 스케줄 혹은 신경생물학적, 진화생물

학적 발달 가능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Narvaez, 2016: 19, 28). 다윈이 확인한 공감과 같은

도덕 감각(moral sense)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발달의 민감 시기에 적절한 구체적인 경험을 요구

한다. 그리고 유전자가 ‘경험’ 없이는 무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성의 발달은 사회적 지지와 지

원에 의존해서 나타난다. 

   심리학 및 교육학, 신경과학 분야 등에서의 연구 성과를 통해 볼 때, 영유아기의 인성교육은

① 협력적 인성의 기초가 되는 상호 호혜성 발달, ② 공감 능력 발달, ③ (기초적인) 자기조절

능력 발달, ④ 가치화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Narvaez, 2016: 20; Emde, 2016: 5). 이 모

든 목표들은 타인(특히 양육자)과의 정서적인 연대에 토대를 두고 있다.

<표 2>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목표

   상호 호혜성(reciprocity)은 인성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기능으로서 영아기 때 ‘순서 주고받기

혹은 번갈아 하기’(turn-taking) 능력과 동기로부터 시작된다(Emde, 2016: 75).7) 실제로 출생 후 초

기 단계에서 정서적인 신호 교환의 집중 훈련 없이는 상호 관계적인 정서 체계 및 사회적 능력

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초기 인성 발달은 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

호 반응적인 지향성(orientation)의 성장 토대 위에 구축되는 것이다. 영유아와 부모 간의 협력적

되게 집중시키기 때문에, 적극적인 학습은 물론이고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참조하는 기초적인 친사회적

성향을 위한 심적 에너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Thompson & Lavine, 2016: 99).

7) 예를 들어 면대면 상황에서 어머니가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즉 호혜성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아이는

정서적 불만을 표출하면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ronick & Coh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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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은 바람직한 행위를 위한 동기적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표, 바람, 필요

등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며(Thomson & Lavine, 2016: 105),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황

금률․공정성․협력 지향성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만약 이 시기에 호혜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경험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면, 아이는 협력적 상호작용 방식이 아니라 징벌

혹은 응보적 방식을 선호하고 보복과 충돌, 폭력 등을 사용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Emde, 

2016: 78).

   인성과 도덕성의 또 다른 핵심적인 측면으로 고려되는 공감과 타인에 대한 관심 또한 영유

아 단계의 정서적 의사소통에서 발달적 기원을 갖는다. 발달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호프만(M. Hoffman)의 공감 발달 이론에 따르면 공감은 “타자에 대한 간접적 반응으

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상황에 보다 적합한 대리적인 정서적 반응”이다(정창우, 2013: 

185). 영아단계에서 공감의 전조로 고려될 수 있는 정서적 협응과 상호작용(다른 신생아 울음소

리에 대한 동일한 반응)으로부터 출발하여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면 유아기 동안 자기중심적 공

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타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공감 단계로 급속하게 발달하게 된다. 

만약 공감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경험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면, 외집단의 사람을 악마로 여

기거나 남의 불행에 대한 감정이입에 실패하며 자기욕구에 빠져서 타인에게 해로운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Emde, 2016: 78).      

   한편 자기조절 능력은 삶의 기본적 능력이고 특히 유아기에 기초가 다져지는 중요한 능력

(DeMuller et al., 2000; Willoughby et al., 2011; 김소향․조준호, 2016)이다. 자기조절 능력은 내부

나 환경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내적 능력(Raffawlle, et 

al., 2005)으로 개인이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삶에서 조정자가 되는데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다.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부족은 과잉행동, 주의집중 저하, 대인관계 갈등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며(허정경, 2004),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발달은 이후에 상호작용능력, 문제행동, 정서지능, 사회적 기술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소

향․조준호, 2016). 

   또한 도덕 발달의 관점에 볼 때 이 시기에는 가치화(valuation), 즉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지 등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규칙이나 표준, 혹은 피아제가 이름붙인 “삶의 기본적 사실”이 내면화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내면화되면 일상적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내면화

된 표준과 기대, 사회적 규칙 등을 고려하며 행위하게 된다(Kagan, 1981; Emde, 2016: 76). 또한

부모가 타인의 행복과 존중 차원에서 행위 평가를 일상적으로 해 나갈 때, 그 과정에서 사용된

평가 기준이나 표준은 점차적으로 아이의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인도하는 스키마(schemas)로 자

리 잡히게 된다(Lapsley & Narvaez, 2004: 189-212). 만약 가치화가 촉진될 수 있는 경험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면, 아이는 편견이나 독선 등에 빠질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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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발달을 위한 인생 초기 단계에서의 노력은 적절한 정신적․심리적 환경 조성8)(특히 스

트레스 조절)과 부모-아이 간 상호작용 방식 측면9)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인성 발달에 도

움이 되는 풍부한 환경에 노출된 아이는 초기 어린 시절 이후의 지속적인 인성 발달을 위한 문

턱이 낮아지게 된다. 즉 척박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보다 훨씬 수월하고 용이하게 성품 및 역

량의 탁월에 도달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는 달리 척박한 환경 때문에 인성 발달을 위

한 문턱 지점이 비록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풍부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회복의 기회는 여전히 열

려있다고 봐야 한다. 즉 뇌의 신경가소성을 고려할 때, 일정한 발달 시기를 상실하면 복구의 기

회까지도 닫힐 개연성이 강하다는 입장을 담지하고 있는 개념인 ‘결정적 시기’는 손상된 회로의

복구 가능성을 열어두는 ‘민감한 시기’라는 개념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주장에

해당한다. 비록 척박한 초기 환경으로 인해 인성 발달과 관련된 회로가 일정 부분 손상되었다

할지라도 그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8) 심리학의 한 획을 그은 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부모가 아이의 건전한 정신 발달을 위해 적절한 정신

적․심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태아일 때부터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아이들의 신경적

및 정신적 문제는 부모의 정신세계의 혼란에 크게 좌우된다. 부모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반드시 아이의

정신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Jung, 김세영․정명진 역, 2015: 58)고 주장한 바 있다.

9) 인성 발달을 위해 영유아기에는 아이와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부모와 아이 간의

상호작용 방식과 인성 발달의 관계는 (덕을 중심으로 한) 인성이 사회적 경험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구성

과 사회적 안내를 통한 구성을 통해 이뤄진다는 관점, 즉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관점에 기초해서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의 유형은 크게 배려적 측면(타인의 필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측면), 대화 및 공유하는 경험에 대한 평가 측면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우선 배려

적 측면에서 볼 때,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 내지 바람에 대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배려하면 아

이는 그러한 부모의 배려에 화답하려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인간관계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차츰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정교해진다. 이러한 친사회적인 성향은 부모를 넘어 타인을 향해 더욱 일반화 되며,

암묵적으로 마음에 자리 잡히게 된다. 다음으로, 대화와 공유된 경험에 대한 가치 평가의 측면에서 볼 때,

아이와 부모 간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부모가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가치평가에 참조하게 되면(즉 옳

고 그른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행위자의 감정과 의도를 고려하게 되면), 이는 아이의 양심 발달과 친사회

적인 협력 성향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부모와 아이의 이러한 대화 양식은 도덕 스키마에

대한 접근을 지속적이며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공유된 경험에 대한 대화 상황에서 부모의 이러

한 가치평가 과정은 아이가 자신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아이의 자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에 자리 잡는다. 이를 통해 자아정체성이 형성된 아이는 도덕적인 행위자로 상황에 대응하는 것

을 우위에 두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자

아정체성이 형성된 아동은 정서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인 행동 덕분에 원만하게 또래들과

상호작용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ompson & Lavine, 2016: 103-108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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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긍정적 발달 양상 발달적 위기 양상

바람직한 자아정체성 및 삶의

목적의식 형성

자아일치 경향에 따른 도덕적

행동, 행복감
즉흥적 행위, 도덕적 실패

도덕적 추론 능력 발달
타인 및 사회 지향적 관심에

따른 판단
미성숙한 판단

바람직한 정서 및 비인지 역량

강화

정서 조절 및 표현, 

자아 존중감 및 회복탄력성
자기 및 타인 파괴적 행위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역량 발달
긍정적 상호작용, 협력, 

갈등해결
충돌, 갈등

공동체 역량 발달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적

태도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냉소적

반응

 2. 아동기 및 청소년기 인성교육의 목표 및 방법

   아동기(초등) 및 청소년기(중등)는 ‘인성교육의 체계적, 포괄적 적용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① 바람직한 자아정체성 및 삶의 목적의식 형성, ② 도덕적 추론 능력 발달, ③ 바람직한 정서

역량의 강화, ④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역량 발달, ⑤ 공동체 역량(특히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적 태도) 발달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인성교육 목표에는 앞서 언급된 인성 역

량 중심의 인성 발달 요소들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 및 공동체

가 상호 협력하여 계획적,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표 3> 아동기 및 청소년기 인성교육의 목표

   인간 발달 차원에서 볼 때, 아동기 후반과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 및 목적의식 형성이 주요

한 시기이다. 인성 발달을 위한 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지각(self-perception) 

혹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좋은 인성을 갖는다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Lapsley, 2016: 42). 한 개인의 자아정체성에는 자신의 삶의 이상(理想)과 목적, 즉 잘사는 삶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지향성이 들어 있다. 넓게 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자아정체성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삶의 바람직한 상태, 즉 삶의 이상과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자아정체성은 그 개인의 모든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 근본적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자아일치의 경향성으로 인해 행동을 실천하는 동기와 의지를 제공하기도

한다(Blasi, 1983: 178-210). 이 시기에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계획이나 열의 없이 여기

저기 표류하는 사람이 되거나 도덕적 행위에 실패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도덕적 추론 능력 발달은 효과적이고 성숙한 도덕적 의사 결정과 도덕적 판단을 통해 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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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의 성장을 의미한다(정창우, 2004: 117). 도덕성

발달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추론이 현저하게 친사회적인 성격을 취하는 것은 청소년기가 시작

되면서부터이고, 이러한 고려의 시작은 초등학교 시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기를 거치

면서 학생들은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동이 타인들과

그들과의 관계 및 자신이 속한 집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 지향적인 관심(socially oriented 

concerns)을 갖게 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새롭고 애매한 도덕적 문제들과 딜

레마들에 봉착했을 때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에 이런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다면 미성

숙한 도덕 판단 수준에 머무르게 될 개연성이 높다. 

   정서 및 비인지 능력 발달 차원에서 볼 때, 영유아기에 형성된 기초적 정서 및 비인지 능력

을 바탕으로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이런 능력이 어떻게 성숙되고 교육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인간적 면모와 삶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정명화 외, 2005: 285-286). 이 시기의 공감 능

력 발달, 정서 조절과 표현 능력의 발달, 마음에 관한 이해의 발달, 자아 존중감과 회복탄력

성10) 고양 등은 인성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정서 및 비인지 능

력 발달을 통해 정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정서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자기 존중을 바탕

으로 타인과 더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

면 분노 조절 실패 및 자기․타인 파괴적 행위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도덕교육 및 사회교육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특히 바람직한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능력과 기

술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11)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의사소통, 갈등해결, 협력, 주장, 책임, 

참여, 공감, 자기통제 행위 등을 포함하는 다면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에 이러한 목

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타인과 협력적,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또한 도덕교육 및 사회교육 차원에서 볼 때,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준법의식을 배양해야 한다(이진석 외, 2010). 법은 개인과 사회

에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대표적인 최소도덕(minimum 

morality)에 해당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의 안정과 질서, 

10)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인 조세핀 김에 따르면, 자아 존중감(self-esteem)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념들의 집합체이다(Kim, 2011, 2014). 자

아 존중감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자기 가치감)과 이를 토대로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자신감)으로 구성되며,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직업, 우정, 가족 관계, 놀이, 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영

향을 미치며 실패했을 때에 딛고 일어서는 회복탄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1) 여기서 ‘사회적 기술’은 개인이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고 부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초

래할 수 있는 행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고 학습된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Elliott,

et al., 2015: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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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규칙을

준수하고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12) 또한 청소년기에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기초가 되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배양해야 한다. 도덕성 및 시민성 발달 이론가

인 윌리엄 데이먼은 “만약 청소년기 동안 공동체 및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그는 평생 동안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배양하기 어려울 것”(Damon, 정창우․한혜민 역, 2012: 

94)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강한 시민의식 혹은 시민성이 올바른 인성의 필요조건”

이며, “청소년기에 시민으로서 헌신의 기초를 형성하는 일은 곧 인간 발달의 기초를 닦는

일”(95)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성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 효과적인 학

교 인성교육을 위한 단일한 시나리오가 존재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를 통해

인성교육 실천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10가지 중요한 기본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정창우, 2015: 201-223).

  ① 인성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핵심 덕목 및 인성역량을 선정해야 한다.

  ② ‘잘 조직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③ 교과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와 교실을 정의롭고 배려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

  ⑤ 학교장의 인성교육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⑥ 모든 교사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13) 학생들의 인성 변화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⑦ 가정과 공동체의 성원들을 인성교육의 충실한 협조자로 만들어야 한다.

  ⑧ 학교는 학생들의 자기 동기를 유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⑨ 인성 함양을 위하여 학생들은 체험과 체화를 위한 기회를 필요로 한다.

12)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청소년 대상 인성실태 조사 결과에서 규칙이나 사회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

수준이 연령 및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이진석 외, 2010; 정창우

외, 2013: 현주 외, 2014).

13) 학교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교과 내용

지식을 학생들에게 단순히 주입시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보다 중요하게는, 자신의 인격을 통해

서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존경받는 교육 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파커 파머는 “스승의 힘은 학생의 내면에 진리를 일깨워주는 능력에 있으며 교수 방법과 인품이 일치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발휘된다.”(Palmer, 이종인․이은정 역, 2015: 86)고 역설한 바 있다. 이런 스승에 의한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마음을 바로잡는 진정한 깨우침을 줄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한번 맺어지게 되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불교의 『범망경(梵網經)』에서 말하듯이 물방울이 떨어져 집 한 채만한 바위 만

개가 닳아 없어지는 시간[一萬劫]이 지나야 생겨나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며, 훌륭한 스승에 의한 가르침

은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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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인성교육의 적용 효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설계 과

정에 재투입해야 한다. 

 3. 성인 초기 인성교육의 목표 및 방법

   성인 초기(20-30대, 특히 대학생 시기)의 인성교육 목표는 ① 바람직한 자아정체성 및 삶의

목적의식 확립, ② 도덕적 추론능력 강화, ③ 공동체 역량(특히 사회적 책임감, 참여적 시민성) 

강화, ④ 역할책임의식(직업윤리의식과 부모역할책임의식)의 발달에 두어져야 한다. 즉 이 시기

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정체성과 삶의 목적의식, 도덕적 추론능력, 공동체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직장생활과 새로운 가정생활을 앞둔 시점에서

역할책임의식에 기초한 인성 발달이 강조되어야 한다. 후자를 보다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보자

면 이 시기는 인성교육을 직접 겨냥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보다 미래 직무/역할수행 교육

과의 연계를 통한 이른바 ‘인성교육이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표 4> 성인 초기 인성교육의 목표

목 표 긍정적 발달 양상 발달적 위기 양상

바람직한 자아정체성 및 삶의

목적의식 확립

목적 지향적 삶, ‘나’로서

사는 삶, 가치 있는 삶

표류하는 삶, 즉흥적 삶,

도덕적 실패

도덕적 추론능력 강화

보편가치 혹은 원리에 기초한

판단능력, 도덕적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사고의 편협, 독단, 판단 유보

공동체 역량 강화
사회적 양심 및 책임감, 참여적

시민성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비참여적 태도

역할책임의식(직업윤리의식과

부모역할책임의식) 발달
책임 있는 삶과 행동 책임전가, 불성실, 유혹에 굴복

   성인 초기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정체성과 삶의 목적의식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진정한 고뇌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나’로서 사는 삶 혹은 나만의 길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물론 나만의 삶과 길은 유일해

서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찾아야하기 때문에 많은 고뇌와 노력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또한 도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특히 도덕적 추론능력이 유의미하게 발달하

는 중요한 시기이다(강민수, 2016; 홍성훈, 2000). 즉 도덕 원리 또는 도덕적 이상을 사용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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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대한 충분한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모든 특정 사실들과 모든 실제적인 관점들을 고려

하여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적 딜레마나 실생활 딜레마, 

사회적 문제와 이슈 등을 활용하여 도덕적 추론 기회가 풍부하게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성인 초기에는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사회적 양심(사회의

부정의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여적

시민성을 발달시켜야 한다. 오래 전부터 대학 재학 기간은 사회구조 및 제도의 도덕성과 정의

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전통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장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바람직한 자아정체성과 삶의 목적의식을 확립하지 못하고, 도덕적 추론능

력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지적된 발달적 위기 양

상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성인 초기인 대학생 시기에는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정 형성과 직장생활 등을 앞두

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역할책임의식(특히 직업윤리의식, 부모역할책임의식)의 발달을 통해

인성 함양을 견인해야 한다.14) 예를 들어, 경찰관, 소방관, 교사,15) 공직자, 군인, 의사16) 등이

되려는 사람들은 더 나은 혹은 훌륭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인성을 길러

야 한다. 또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훌륭한 부모에게 요구되는 부모로서의 인성을 갖추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성 함양

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역할과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풍조가

점차 사라지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세태가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

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특히 대학생 시기에 직무에 대한 양심(직업윤리의식)을 배양해야 한

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문인에게 요구되는 식견과 기량을 소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애착과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남다른 표준과

윤리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계적인 석학들인 가드너, 칙센트미하이, 데이먼의 공동

저서인 『Good Work』(Gardner et al., 문용인 역, 2007)를 보면, 훌륭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14) 이와 같이 역할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입장은 공자의 정명(正名)사상(즉 사회 성원 각자가 자기의 명분에 해

당하는 덕을 실현함으로써 올바른 질서가 이루어지는 정명의 사회가 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15)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업 준비를 성실하게 해야 하고 학생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성적 처리와

학생지도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

고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16)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처방과 수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따뜻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로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윤리

딜레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가져서 올바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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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일을 질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고, 둘

째 그 일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직무수행능력을 가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거나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

하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직업인’이라는 칭호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훌륭

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 능력과 윤리성(개인의 정직성, 자기 직업분

야에 대한 책임,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겸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대학교에서는 단과대학별로, 전문대학과 특수대학은 해당 직업과 관련된 직

업윤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 의사의 경우 생명의료윤리, 예비 교사의 경우 교직

(교사)윤리, 예비 연구자의 경우 연구윤리, 예비 기업인의 경우 기업윤리, 예비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 예비 경찰(군인)의 경우 경찰(군대)윤리, 예비 법조인의 경우 법조윤리 등을 심층적

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직업윤리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방법으로는 역할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나 모범 사례를 찾아

자신의 미래 행동 지침을 만들어보는 방법(혹은 자신과 관련된 직업 분야에서의 삶을 모범적으

로 운용하는 분들의 삶을 이정표 삼아 자신의 직업적 삶을 설계해 보는 방법), 전문가 혹은 학

자들이 제시한 유익한 조언 혹은 지혜를 참고하는 방법(Snow, 2016: 138), 현장에서 직접 체험의

기회를 의미 있게 가져보는 방법,17) 그리고 해당 직업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 혹은 문제 상황

에서 어떻게 행위해야 할 것인가를 숙고해 보는 방법 등이 있다(Gardner, 함정현 역, 2010; 강민

수, 2016; 홍성훈, 2000). 하워드 가드너는 ‘훌륭한 직업인’의 조건으로 직업적 책임감을 중시하

면서 특히 해당 직업과 관련된 딜레마 상황에서 책임 있는 방법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드너는 이러한 딜레마들이 중․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및

17) 예를 들어, 교․사대 학생들의 경우, 참관 실습이나 교육 실습의 기회를 통해 교직에 대한 진실한 자기

내면의 목소리 혹은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직업적 정체성과 소명의식 차원에

서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나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교직이 정말 내가

진실로 원하는 직업이고 이러한 직업적 삶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교사가 된다면) 지

켜나가고 싶은 자신만의 원칙은 무엇이지, 이 직업은 나의 내적 자아와 외부 기대(자신의 부모 및 사회의

기대 등)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유․초․중․고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차이와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충실히 연습․훈련시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직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 강의 경우, 실제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시민정치론’ 수업(담

당교수 김의영)에서와 같이 현장 참여․체험형 수업이 학생들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따뜻한 리더로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조선일보, 2017. 1. 11일자). 이 강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시민정치

지표를 분석하는 자료를 만들고, 10개 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런 다음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 및

섭외하고 주민 단체를 찾아가며, 연구 성과는 매주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해 나가는 방식으로 소개 및 공

유된다.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외국의 사회과학 이론을 현장에서 발로 확인하는 기회를 얻게 되

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치의 역할과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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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학 등에서 활용됨으로써 나중에 직장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와 딜레마를 예상하고 성

공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익할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저널리스트는 정의를 위해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집단을 돕기 위

해 노력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널리스트는 힘을 가진 자들과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해야 하는가? …(중략)… 또한 변호사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객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와는 상관없이 고객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가? 아니면 법정의 관리로서 정의에 대한 더 광범위한 관점을 따라

야만 하는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 방침이 무엇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Gardner, 함정현 역, 2010: 25). 

   결론적으로 대학에서 직업윤리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성을 준비한 인물은 변화하는 시대를

잘 헤쳐 나갈 수 있게 되며, 인습의 메커니즘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 혹은 소명의

식에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며, 일부러 남들 앞에 나서지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

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업윤리교육과 더불어, 대학생 시기는 결혼 및 새로운 가정 형성을 앞두고 있기 때

문에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나가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영향력 있는 존재로서 자녀의 성격과 가치관 형성, 태도 및 행동에 이르기까

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은 인성을 기르는 가장 작은,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학교”라는

말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정창우, 2015: 52). 이처럼 부모 역할은 인간의 어떤 역할보다도 중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닌 심각한 문제는 부모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

각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된다

는 점이다. 

   물론 오래전부터 초․중․고 교과 교육과정에서 도덕과와 가정과를 중심으로 가정의 의미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에서는 인

성교육 차원에서 학부모 연수를 활성화하고 학교 인성교육의 협력자로서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

해 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어떤 시기보다 성인기의 문턱을 넘는 시기인 대

학교 단계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왜냐하

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가까워질수록 부모가 된다는 것을 둘러싼 문제가 ‘자기화’될 가능

성이 높고, 삶의 단계 중 성인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

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볼 때, 대학 시기에 이뤄지는 부모소양교육이나 예비부모교육 등은 단순

히 기능이나 테크닉 중심의 자녀교육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기 존재의 의미, 좋은 부모됨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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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족의 가치, 자녀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 자녀의 생애 단계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부모의

책임 있는 역할 등 부모로서의 삶의 철학과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여야 한

다. 즉 자녀와 소통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나 기술 등을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된다

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자녀는 자신에게 어떤 존재이며, 자녀를 바람직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특히 자녀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아이, 그리고 자신과 타인

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신의 아동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원

인을 마주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보다 나은 해결 방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 훈련

을 받지 않고 훌륭한 부모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점에 근거하여, ‘부모됨’의 준비를 하면서 동시

에 자신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4. 성인 중․후기 인성교육의 목표 및 방법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아이들보다 인성 수준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로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2014 성인 정직·윤리인식 조사」 결과를 들 수 있다. 이 조사 연구에서는 성인의 윤리의식이

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탈세해도 괜찮다’, ‘상사의 부정을 알고

모른 척한다’ 등 25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윤리의식을 평가한 결과, 성인의 정직지수가 100점 만

점에 58.3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온 74점보다 15.7점 낮은 수

치였다(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2014). 

   사상가들 또한 성인이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곤 했다. 예를 들

어, 듀이는 “공감적 호기심, 반편견적 반응, 사고의 개방성은 성인이 아동처럼 성장해야 하는

측면에 해당한다.”(Dewey, 1944: 50)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칼 구스타프 융은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반쯤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아이들은 진정한 것과 거짓인 것을

너무나 잘 구분한다.”(Jung, 김세영․정명진 역, 2015: 226)고 지적한 바 있다. 학교만 졸업하면

모두가 성숙한 어른으로 대우받지만 어른들 중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을 만한 자격을 갖

춘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 칼 구스타프 융의 입장이다. 그래서 칼 융은 어른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이렇게 본다면 성인의 인성 함양은 반드시 필요하며,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

다”는 말도 있듯이 아이의 인성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존재이자 환경이 바로 ‘어른’이라는 점

을 감안한다면, 성인기 중․후기에 인성 함양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성인 중․후기(40대 이후)에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은 ‘멈출 줄 아는 삶,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향유하는 삶, 합리적․공감적으로

듣고 수용하는 삶, 나누고 봉사하는 삶, 사회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삶’ 등이고, 이와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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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긍정적 발달 양상 발달적 위기 양상

중기

⇕

후기

멈춤[止]의 지혜 및

의지력 강화
심리적 위기 극복, 환난 예방 심리적 위기 및 환난

삶의 의미 및 목적의식

승화

충일감 및 행복감, 

삶의 의미 향유
심리적 공허, 삶의 의미 상실

배우자와 인격적 관계

유지 능력 강화

상호 호혜적 관계 확립,

경청 및 공감적 대화
일방적인 요구, 갈등, 비난

공동체 역량 강화 나눔과 봉사, 행복감 증진 (개인 혹은 가족) 이기주의

사회적, 정신적 건강

유지 능력 강화
사회적, 정신적 건강 유지 사회적, 정신적 건강 실패

되게 이 시기의 인성교육 목표는 ① 멈춤[止]의 지혜와 의지력 강화, ② 삶의 의미 및 목적의식

승화, ③ 배우자와 인격적 관계 유지 능력 강화, ④ 공동체 역량(특히 나눔과 봉사) 강화, ⑤ 사

회적․정신적 건강 유지 능력 강화에 두어져야 한다.  

<표 5> 성인 중․후기 인성교육의 목표

   성인 중기 이후에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고 만족스러운 직업 성취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 수행을 하는 시기이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유혹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

리적 위기관리 및 자기조절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만약 이 시기에 이러한 심리적 위기

를 극복하지 못하면, 비참하게 자신의 직업적 삶을 마감할 수 있다. 따라서 멈춰야 할 때를 알

고 멈출 수 있는 지혜와 의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의 승화를 통해 삶의 충일감과 행복감을 증진시켜야

한다. 삶의 목적 연구의 대표 학자인 윌리엄 데이먼과 앤 콜비는 인생 중․후반기의 삶의 목적

의식 심화를 “개인적 삶의 변혁”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Colby & Damon, 2016). 이 시기에는 지

난 삶을 바탕으로 자기 내면의 풍경을 들여다보고 삶을 성찰하며 한층 더 깊은 삶의 목적을 깨

달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고양시켜주는 활동을 찾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 웰빙과 풍요를 누리기 어렵고 무의미한 여생을 보낼 개연성이 있

다. 

   한편, 이 시기는 부부 간에 상호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인격적 관계 유

지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자녀양육 문제, 건강 문제, 퇴직 문제, 경제 문제, 노부

모 봉양 문제 등으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갈등 해결에 실패하게 되면

파국을 맞거나 불행한 삶으로 치닫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특히 합리적, 공감적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대화할 수 있는 자세와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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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성인 중․후기에는 공동체 역량, 특히 자신의 일보다는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인격과 품위를 고양하고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자원봉사활

동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가 특히 노인들에게 인격에 깊이

와 품위를 더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건강도 좋아지며 수명도 늘어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Haidt, 권오열 역, 2010: 303). 물론 경제적 차원에서의 노인 복지 개선이 우선적

으로 요구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권장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도 있고 거부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방향성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

면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인격적 승화와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성인 후기가 되면 사회적 지지가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다보면 고립되기 쉽고 고독감이나 우울

증, 수동성, 자기중심성 및 사고의 경직성 등이 증가하여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국가 및 지자체 차원

에서 풍부하게 제공됨으로써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성인 중․후기의 인성교육 목표를 몇 가지 열거하였지만, 사실상 인성 함양을

위한 관심이 이전 시기와 영속성을 갖기만 한다면, 그리고 『논어』에 나오는 불혹(不惑), 지천

명(知天命), 이순(耳順) 등의 연령별 단계가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고양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성인 중․후기는 인성 수준이 한층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이

른바 ‘승화적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상 성인 중기를 넘어서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깨달음이 성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이전 시기에는 시

간의 흐름에 쫓겨 정신없이 살거나 ‘성공적인 삶’에 더 가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았다면, 성인

중․후기에는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이 머물러야 하는 최선의 상태가 무엇인

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인지에 대한 깊은 안목과 통찰

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Ⅴ. 맺음말

   최근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대체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

생들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인성 발달이 전(全)생애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한

다면, 당연히 인성교육 또한 전 생애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방식으로 계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실천 모델의 모색 165

획 및 운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영유아기, 아동기 및 청소

년기, 성인 전기, 성인 중 후기라는 생애 단계를 근간으로 각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 실천 모델은 시

론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회 구성원의 인성 발달을 실질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실천 모델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및 실천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구조와 제도’의 도덕

성 수준도 개선되어야 한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 상벌이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되는 사회,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 가진 것에 의

해서가 아니라 인성과 재능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 받는 사회, 그리고 도덕적 원칙과 윤리적 리

더십을 가진 인물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면, 개인의 인성 발달은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기획에 불과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

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냉소적, 회의적 태도를 조장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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