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교육과 고등학생 인성증진 효과 분석
김승룡·송영일·조이경·한상윤·채한*
1)

－목 차－
1. 한문교육은 인성증진에 효과가 있 3. 연구결과 및 분석: 적응적 전략의
는가
변화와 의미
2. 연구설계 및 방법: 고등학교 1학년 4. 결론을 대신하여 -치유적 교육방법
생을 대상으로
의 모색

❙국문초록
현재 중고등학교 한문과 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내용 및 학습방
안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생리심리적 검사를 사용하
여 교육을 통한 인성증진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고등학교 한문과 수업의 인성증진 효과를 Garnefski의 인지적정서조절전략
검사를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191명(남학생 68명, 여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한문교육(2시간/주)을 시행하였으며,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인지적정서조절
전략검사를 시행하였다. 적응적 전략의 5가지 하위척도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
생간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학기 초 대비 학기말의 변화량은 대응표본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응적 전략 총점에 있어서, 학기 초에는 남학생(48.2±12.3)이 여학생
(44.0±12.5)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지니고 있었으나, 학기 말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긍정적 초점변경 하위척도에 있어서, 학기 초와 학기말 사이에 남학생
(r=0.418)과 여학생 (r=0.368)에 있어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기초 대비
학기말 남학생(20.4%)과 여학생(35.8%)에 있어서 유의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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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은 새로운 학교생활과 학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매우 큰 시기로, 평생에 걸친 인격 형성과 인간관계 설정, 그리고 학업의 근간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스트레스를 평
가하고 반응하는 인지적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잘 타당화 된 검사를 사용하여 한
문교육이 지닌 인성증진효과를 의학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
를 토대로 심리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고등학교 한문교과 교육 과정 및 교육안
의 개발과 개선이 가능하리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한문교육, 인성증진, 고등학생, 논어, 인지적정서조절전략검사

1. 한문교육은 인성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여기, 한문을 공부하면 인간적으로 성숙해진다는 ‘신념’이 있다. 한문은 전
통사회의 지식을 기록하고 전수하는 유력한 언어문자였고, 덕분에 한문은 전
통지식체계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 한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사회
의 지식을 장악하고, 아울러 주류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쥔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여기에 더해 한문을 학습하면 인간적인 성
숙이 가능하다는 신화를 심어놓았다. 즉 한문을 공부하면 착해진다는 신념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념에 머물 뿐이었고, 공부 운운은 교훈적, 계몽적
선언에 지나지 않곤 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한문과의 주요 학습목표에도 인성증진(character
development) 혹은 인성함양은 빠지지 않는다. 사실 모든 학습이 지식을 전
달하되, 인격적 성숙을 같이 요구하며 지향한다. 물론 이는 한문과만의 독특
한 목표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교과에 비하여 한문은 오랫동안 우리
역사 속 사회의 주요한 학습도구이었고, 이 언어문자로 이뤄진 지식체계는 우
리의 전통지식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한문 공부는 여타 교과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지식체계는 한
문을 주요 도구어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록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역사에 기반한 문화권의 동질성의 근거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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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 큰 힘을 발휘하진 않는다. 과거
에 같은 문화권에 속했었다고 해도, 그 문화권이 지금 단일한 목소리와 지향
을 갖고 있지 않으며, 동일한 문자를 각자의 언어에 기대어 발음하고 뜻도 부
여하고 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같은 한자로 이뤄진 표현도 의미가 차이
나는 경우도 많다. 가끔은 ‘동아시아’는 허상적 이데올로기로서, 즉 과거 전통
사회의 지식을 학습하는 데에만 이로울 뿐이요, 當今 현실 속 공동체적 삶과
는 무관한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도 든다.
이는 한문교과 교육방향에 대하여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새로운 지식
체계를 흡수하기도 바쁜 시점에, 한문교과는 왜 필요한 것일까? 무엇을 가르
쳐야 할까?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중·고등학생들에게 전통사
회의 지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전통사회에 대한 이해는 필요한 것인
가? 간혹 지각하거나 교칙을 위반했을 때 ‘補贖’의 의미로 주어지는 한문(고사
성어)쓰기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懲罰’로서 기억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
리에게 한문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해준다.
이에 우리는 한문교과의 교육방향 가운데 인성적 측면에 더욱 주목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문교육 현장에서 인성적 측면은 이미 주목받아왔
고, 연구도 제법 진행되었으며, 학교현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방법이 모
색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성적 측면은 보편타당한 기준에서 눈에 보이도록 실
제 검증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여전하게 제기되고 있기에 늘 ‘강박적 주장’에
멈추곤 했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현장에서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한 다학제적 공동연구가 필수적이며, 둘째, 한문, 고전, 인성 등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필요하며, 셋째, 합의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그 효과에 대한
통계분석이 요구되었다. 이런 학문적 요구에 기반한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하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문교육이 인성증진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주로 교양한문 학습과 논어 학습자들을 비교검토하면서, 전자에
비해 후자가 부적응적 전략,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그
경험을 과대해석하며 타인 또는 자신을 비난하는 대응전략의 사용을 유의하
게 줄여주는 것을 의학과 심리학에서 이미 타당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객관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논어가 대학생활 과정에서 겪는 외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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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황 혹은 스트레스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과도한 확대해
석과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도록 하고, 원인과 해결방법을 이성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 있는 텍스트이자 방법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1)
위 연구가 발표된 2017년의 경우에만도 대학에서 한문 교재를 개발하고 한
문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려는 연구가 수차례 진행되었
다.2) 성균관대의 경우, 인성지수모형을 개발하고 성균인성교육의 효과성 지
수를 개발하여 효과성을 분석하였고3), 계명대의 경우, ‘교양세미나와 글쓰기’
강의에서 논어를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6차시로
제시하기도 했다.4) 또한 중․고등학교 한문과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하려는
연구도 진행되었던 바, 부적응 학생의 인성교육 방안을 지난 연구에서 더 발
전시켜 제시하며, 교과융합 인성교육, 진로인성 협력학습에서 한문을 적용하
여 인성교육을 하는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고,5) 2015개정 교육과정
과 한문 교과서를 분석하여 인성 덕목이 있는 글감을 분석하고 인성교육을 위
한 교수법을 개발하기도 하였다.6)
이들은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추출, 그리고 교수 학습 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활발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선행 연구와 같이
타당화된 검사를 사용하여 인성증진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분석하여
타 학문으로부터 적극적인 공감을 얻는 데에 이르진 못했다.
인성은 오랜기간 교육이나 철학적 형이상학의 대상이었었으며, 최근 의학
적 연구를 통해 삶의 질(quality of life), 심신의 건강 및 웰빙(well-being)과 밀
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의학적, 심리학적 대상으로서의 인
성(character)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단순한 심리적 특징이나 지식
의 주입으로 만들어 내어지는 지적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
신적 성숙과 심신의 건강, 그리고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생리심리적 토대라는

1) 김승룡·채한·이민경(2017) 140면.
2) 유홍준 외(2017); 문성화 외(2017); 엄태경(2017) 참조.
3) 유홍준 외(2017), 앞의 논문, 참조.
4) 문성화 외(2017), 앞의 논문, 참조.
5) 김은정(2017), 참조.
6) 김지영(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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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현대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인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또는 ‘인성증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기
간 다양한 인문학, 고전 및 예술 교육을 통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
으며,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
다. 인성 증진에 대한 의학 연구들은, 목적의식과 책임감, 자기 유능감과 수
용, 타인에 대한 공감과 수용, 사회에 대한 공정함과 관대함 등을 기르는 교육
이 개인과 사회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증진에 매우 유효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 과학적 증명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의학, 교육학 그리고 생명과학
측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성증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Garnefski(2002)가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검사(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사용하였다. 이는 성숙한 또는 미성숙한 인격의 특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특히 외부에서 가해지는 부정적 스트레스 상황 및 사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개인의 고유한 전략 또는 방식을 측정
하여, 스트레스를 받아들여 평가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인지(認知) 과정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인성 연구에 있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생에서의 논어 교육을 통한 인성증진 효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우리는 한문교육이 인성을 증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실증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즉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경험을 토대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한문수업이,
새로운 학제, 교육 및 또래 집단을 경험하는 고등학교 1학년생에 있어서, 사건
혹은 상황의 스트레스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과도한 확대해석이
나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성적으로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
는 정서반응조절 전략들은 보다 이성적이고 성숙한 개인이 지녀야 할 품성으
로서, 논어를 포함하는 동양사회 및 古典들이 추구해 왔던 君子의 덕목이라
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현행 한문수업이 고등학교 1학년생들
의 생활 및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자동적, 인지
적 대처 방법을 변화시킴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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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증진시켜 보다 자율적이고 포괄적인 학교생활 관리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설계 및 방법: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2.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전 지역의 A고등학교 1학년 학생 191명(남학생 68명, 여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현행 한문 수업에 의한 적응적 전략 사용의 변화를 측정하
기 위하여 인지적정서조절전략검사(Cognitive Emotion Regualtion Questionnaire,
CERQ)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기초와 학기말에 두 번의 검사를 시행
하였으며, 두 번의 검사에 모두 성실하게 응답한 참여자의 검사결과만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사전에 연구에
대한 고지된 서면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았다.
A고등학교의 한문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은 교원이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
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에 맞는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01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
용되며, 한문교과는 1학년 한 해 동안 주 2시간씩 4단위로 편제되어있다. 현
재 A고등학교의 한문 교사는 2명으로 1학년 11개 반을 주 1시간씩 담당하고
있다. 현재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한문 교과가 학교 선택 과목으로 편제
된 2009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아서, 중학교 3년 동안 한문 대신 일본어나 중
국어를 학습한 학생이 20%가량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한자‧한문을
접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담당하는 기초 한문 영역도 고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한문에 대한 이해력은 중학생과
비슷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문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서 한문 자체
에 대한 학습 요구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에서 출제되는 고사성어
에 대한 학습 요구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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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 내용
A고등학교의 한문과 목표 및 교육과정 구성
A고등학교는 한문과의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문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첫째, 어휘력 향상을 통한 이해력 향상이다.
학생‧학부모가 요구하는 고사성어 뿐 아니라 다른 교과 학습 용어, 일상용어
등을 통해 어휘력 증진과 문장 이해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둘째, 한문 고전,
특히 논어를 통해 인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논어에서 문장을 추출하는
기준은 고등학교 한문에서 요구하는 한문 지식이 담겨 있고, 학생들의 수준과
교육과정에 맞으며, 인성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문장을 선별하였다. 한문 교사
2명이 고사성어 수업과 논어를 활용한 문장 수업으로 나누어 각자 수업을
진행하였다.
논어 교육의 시기별 설계
논어 수업의 진행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월부터 5월 초 중간고사 전까지의 시기에는 자기이름 한자 풀이하기,
필순, 부수, 한자의 짜임, 단어의 짜임 등 한자의 기본 지식을 익히고 간단한
속담 문장과 격언 문장을 풀이하며 한문 문장의 해석을 연습하였다.
5월 초 중간고사 이후 논어에서 추출한 문장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
업은 문장을 읽고 풀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일반적인 교수자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교수자가 문장에 쓰인 한
자를 설명하고 학생들은 한자를 학습하며 학습지에 음과 뜻을 써본다. 음을
소리 내어 읽고, 한자 한 글자씩 풀이하며 문장을 함께 1차적으로 풀이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 의미로 매끄럽게 문장을 풀이한다. 문장의 의미를 생각
해보며 문장 내용이 현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발표한다. 학습자들은 수업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고 학습지
를 작성하여 매 시간 수업이 마칠 때마다 학습지를 확인하여 피드백하였다.
많은 양의 문장을 학습하기 보다는 학습자의 학습 태도와 학사일정 등에 따라
문장을 선정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문장을 입에 붙
일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게 반복 학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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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 기말고사 이후부터 7월 중순 여름방학까지의 기간 동안은 한문과 교
과페스티벌을 진행하여 그동안 배운 한문 문장을 그림, 네 컷 카툰, 시, 한시,
수필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여 전시, 발표하도록 하였
다.
논어 문장과 교육내용
<1차시>: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공자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및 논어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 가
지 문법적인 내용과 함께 군자의 개념, 논어의 첫머리에 이 세 가지를 실은
이유 생각해보기, 세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생각해보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2차시>: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누구든
내가 스승으로 삼아 본받거나 반성하여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善者’와 ‘不善者’를 스스로 정의해보고 표현해보는 활
동을 하였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고 아울러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3차시>: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 입학 후 세달 가량이 지나 새 학
교, 새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적응하고 활발하게 교우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이
다. 이 시기에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생기기도 하고, 또래 간
집단 이기주의나 왕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에 교우관계에 대
한 이 문장을 학습하면서 ‘周’와 ‘比’의 개념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하고 일상생
활에서 생각해보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4차시>: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溫故知新’이라는 익숙한 성어의 원문
을 보며 학습의 흥미를 고취시키고, 문장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요즘 사
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인 ‘융합형 인재’를 떠올려 보도록 하였다. 이 시기
는 고등학교 입학 후 정신없이 한 학기를 보내며 학습 의욕이 떨어지고 지치
는 학생이 보이는 시기이다.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를 통해 학습에 대한 의
욕과 동기를 생각하고 더불어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하
였다.

440

석당논총 73집

2.3. 적응적 측면에서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본 연구에서는 한문 교육의 인성증진 효과의 하나인 적응적 전략 사용의 증
대효과를 측정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Garnefski(2001)가 개발한 뒤 한국어로
번안된 인지적정서조절전략검사(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사용하였다.
CERQ는 다양한 심리학 및 의학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선행연구
를 통해 논어교육의 인성증진 효과를 분석함에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 부정적 생활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서 조절 전략 또는 인지 스타일을 검사함으로써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 병리
적 반응으로 이환되는 기전을 측정하는데,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알려진 적응
적 전략과 부적응적 전략의 사용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인성증진의 효과로 분석되는 적응적 전략(adaptive strategy)
을 구성하는 5가지 하위척도의 항목과 의미는 Table 1과 같다. 조망확대
(putting into perspective)는 관점과 조망의 전환을 통해 현재 사건의 심각성
을 덜하게 인식하도록 하며, 계획다시하기(focus on planning)는 사건의 부정
적 측면보다는 해결해나가는 방법과 계획에 집중하도록 하며, 긍정적 초점변
경(positive refocusing)은 실제 사건보다는 즐겁거나 기분 좋은 일로 환기를
전환하도록 하며,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는 상황이 자신을 더 좋
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며, 수용하기
(acceptance)는 사건이나 경험들을 자신의 일개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전
략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조망확대, 계획다시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
평가, 수용하기의 내적 일치도는 0.66, 0.80, 0.85, 0.80 그리고 0.53으로 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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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인지적정서조절전략검사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중
적응적 전략(adaptive strategy)의 측정 항목과 내용
항목

전략의 의미와 역할

적응적 전략
(adaptive strategy)

5가지 적응적 하위 척도의 총점

조망 확대
(putting into perspective)

균형 있는 시각을 지니고,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상대성을 강조하거나,
현재 사건의 심각성을 덜도록 관점이나 조망의 전환을 시도하는 전략

계획 다시하기
(refocus on planning)

부정적인 사건 자체보다는 이를 해결해나가는 관점에서, 어떠한 단계
를 밟아서 다음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전략

긍정적 초점변경
(positive refocusing)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생각하는 대신에, 즐겁고 유쾌한 생각을 하도록
도와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즐거운 일을 생각하거나 기분 좋은 다른 일
을 생각하도록 환기하는 전략

긍정적 재평가
(positive reappraisal)

자신이 겪은 상황으로부터 긍정적 측면이나 의미를 찾아내는 생각을
하도록 돕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는 긍정적인 의미로 재평가하는 전략

수용하기
(acceptance)

어떤 경험이나 사건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없이 자신의 일개
경험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전략

2.4. 통계 분석 방법
피험자의 연령, 성별 그리고 적응적 전략의 5가지 하위척도들에 대한 기술
통계를 진행하였으며, 이들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유의한지 분석함에 있어서
는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였는데, Levene의 분산 동질성 검증에서 유의
할 경우에는 Welch-Satterthwaite 방법을 사용하여 자유도를 수정하였다. 학
기 초의 적응적 전략에서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기에, 남학생과 여학
생으로 데이터를 구분하여 일련의 분석들을 시행하였다.
적응적 전략의 5가지 하위 척도들에 있어서 학기 초(t0)와 학기말(t1) 사이
의 상관성 분석에는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적응적 전략에 있어,
학기 초(t0)를 기준으로 학기말(t1)에 바뀐 변화량은 점수(t1-t0) 및 변화 비율
((t1-t0)*100/t0, %)로 분석하였다. 적응적 전략의 5가지 하위 척도에 있어서
학기 초(t0)와 학기말(t1)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는 paired T-test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통계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0.0 (IBM, Armonk, NY)
을 사용하였으며, 통계 분석의 결과를 기술함에 있어서 빈도(%) 또는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는 p<.05, p<.01, p<.001의 유
의수준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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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분석: 적응적 전략의 유의한 변화와 의미
3.1. 피험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재학생 264명(남학생 115명, 여학생 149명)을 대상으로 검
사를 시행하고, 학기초와 학기말 두 번의 검사에 모두 참여하여 성실하게 응
답한 191명(남학생 68명(35.6%), 여학생 123명(64.4%))의 데이터를 결과 분
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5가지 적응적 전략들의 측정치는 Table 2
와 같았다. 학기 초에 있어서, 남학생(48.2±12.3, 9.5±3.4)의 적응적 전략 총
점과 긍정적 재평가 항목의 점수는 여학생(44±12.5, 8.3±3.8)에 비하여 유의
하게(p<0.05) 높았다. 그러나 학기말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확
인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Table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긍정적 전략
boys
n (%)

68 (35.6)

age
학기초 적응적 전략 총점*
조망확대
계획다시하기

girls
123 (64.4)

total

t

191 (100)

15.5±0.5

15.5±0.6

15.5±0.5

48.2±12.3

44.0±12.5

45.5±12.5

0.237
2.246

9.0±3.3

8.3±3.1

8.5±3.2

1.322

11.5±3.2

10.8±3.8

11.0±3.6

1.380

긍정적초점변경

8.0±4.4

6.9±4.3

7.3±4.4

1.643

긍정적재평가*

9.5±3.4

8.3±3.8

8.7±3.7

2.185

10.2±3.1

9.6±3.0

9.8±3.1

1.223

49.3±15.8

49.1±13.4

49.2±14.3

0.084

9.0±3.5

9.0±3.3

9.0±3.3

0.013

11.2±3.6

11.1±3.0

11.1±3.2

0.095

긍정적초점변경

9.6±4.1

9.3±4.1

9.4±4.1

0.442

긍정적재평가

9.6±4.2

9.6±3.6

9.6±3.8

0.098

수용하기

9.9±3.6

10.1±3.0

10.0±3.2

-0.418

수용하기
학기말 적응적 전략 총점
조망확대
계획다시하기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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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기 초와 학기말의 적응적 전략 하위척도들 사이의 상관관계
남학생에 있어서(Table 3), 학기 초의 적응적 전략 총점은 학기말의 적응적
전략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4가지 하위척도들이 학
기 초와 학기말 점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을 볼 수 있었으나 조망확대 척도
는 학기 초와 학기말 점수 사이에서는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Table 3. 남학생의 적응적 전략에 있어서 학기초-학기말의 상관계수
학기말
1

2

3

4

5

6

학기초 1. 적응적 전략 총점

.376**

.257*

.291*

.280*

.392**

.342**

2. 조망확대

.245*

.204

.062

.188

.304*

.256*

3. 계획다시하기

.263*

.115

.482**

.023

.281*

.210

.204

.163

.000

.418**

.138

.104

.270*

.141

.273*

.075

.424**

.204

.363**

.290*

.284*

.206

.271*

.485**

4. 긍정적초점변경
5. 긍정적재평가
6. 수용하기
*, p<0.05; **, p<0.01

여학생에 있어서(Table 4), 학기 초의 적응적 전략 총점은 학기말의 적응적
전략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수용하기 하위척도와는 유
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5가지 하위척도들에 있어서 학기 초와 학기말 점
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을 볼 수 있었다.
Table 4. 여학생의 적응적 전략에 있어서 학기초-학기말의 상관계수
학기말
1

2

3

4

5

학기초 1. 적응적 전략 총점

.418**

.381**

.275**

.437**

.384**

.117

2. 조망확대

.340**

.403**

.086

.359**

.313**

.127

3. 계획다시하기

.367**

.291**

.497**

.287**

.257**

.125

.142

.144

-.028

.368**

.156

-.186*

5. 긍정적재평가

.371**

.331**

.266**

.307**

.397**

.133

6. 수용하기

.241**

.168

.127

.157

.216*

.295**

4. 긍정적초점변경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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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문교육에 의한 적응적 전략 5가지 하위척도의 변화
적응적 전략의 5가지 하위척도에 있어서 한학기의 한문교육에 의한 유의한
변화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었다.
A. 남학생에서 긍정적 전략의 변화

B. 여학생에서 긍정적 전략의 변화

Figure 1. 고등학생 한문 교육에 의한 적응적 전략의 학기초-학기말의 변화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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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 있어서(Table 5 및 Figure 1A), 긍정적 초점변경(20.4%, p<0.01)
하위척도에서만 학기말 점수가 학기 초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여학생에 있어서(Table 6 및 Figure 1B), 적응적 전략 총점(11.7%,
p<0.001) 뿐만 아니라, 조망확대(8.3%, p<0.05), 긍정적 초점변경(35.8%,
p<0.001, 긍정적재평가(14.8%, p<0.01)의 세 가지 하위척도에서 학기 초와
학기말 점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남학생의 적응적 전략에 있어서 학기초-학기말의 변화량과 변화율
적응적 전략 총점
조망확대
계획다시하기
긍정적초점변경**
긍정적재평가
수용하기

학기초

학기말

변화량

변화율(%)

t

48.2±12.3

49.3±15.8

1.12±15.99

2.3

-.577

9.0±3.3

9.0±3.5

0.06±4.29

0.7

-.113

11.5±3.2

11.2±3.6

-0.34±3.51

-3.1

.796

8.0±4.4

9.6±4.1

1.54±4.59

20.4

-2.773

9.5±3.4

9.6±4.2

0.12±4.11

1.2

-.236

10.2±3.1

9.9±3.6

-0.26±3.42

-2.6

.638

**, p<0.01

Table 6 여학생의 적응적 전략에 있어서 학기초-학기말의 변화량과 변화율
학기초

학기말

변화량

44±12.5

49.1±13.4

5.15±14.00

11.7

-4.078

8.3±3.1

9.0±3.3

0.69±3.50

8.3

-2.191

10.8±3.8

11.1±3.0

0.37±3.48

3.6

-1.166

긍정적초점변경***

6.9±4.3

9.3±4.1

2.35±4.74

35.8

-5.497

긍정적재평가**

8.3±3.8

9.6±3.6

1.24±4.09

14.8

-3.355

수용하기

9.6±3.0

10.1±3.0

0.5±3.56

5.2

-1.569

적응적 전략 총점***
조망확대*
계획다시하기

변화율(%)

t

*, p<0.05; **, p<0.01; ***, p<0.001

남-녀 간 차이(Table 1)와 학기 초-학기말 변화(Figure 1A와 1B)를 종합해
서 보면, 여학생의 조망확대(8.3%)와 긍정적재평가(14.8%)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학기말에는 남학생들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긍정적 초점변경 하
위척도에 있어서, 남학생(20.4%)과 여학생(35.8%)의 점수가 상당히 크게 증
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기 초에서 보였던 남-녀 사이의 1.1점 차이가
학기말에는 0.3점으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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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과분석: 적응적 전략의 유의한 변화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한문교육의 인성증진 효과를 고등학생
에서도 확인하기 위하여, 191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적응적 전
략 5가지 하위척도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서 긍정
적초점변경 척도가 가장 크게 증가(20.4% 또는 35.8%)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Table 5 and 6), 여학생의 조망확대와 긍정적재평가 하위척도가 남
학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
고등학교 1학년은 새로운 학제로 진급하여 학교생활 및 또래활동에 큰 변
화가 생기는 시기로서, 신체적 측면에서는 급격하게 발달하여 성인과 거의 유
사할 만큼 성장하였지만, 심리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숙해나가는 중간
과정으로 아직 성인에 비해 부족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심리적 건강과 인격
의 성숙은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되는 토대가 되므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회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성숙한 인성과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서조절은, 심리적 건강, 사회
에서의 역할, 그리고 생리심리적 웰빙을 결정짓는 것으로 보고된 매우 중요한
자동화된 심리적 기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측면에서 스
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의 즉각적인 반응 양식 또는 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지적정서조절전략검사(CERQ)를 사용하였으며, 적응적 전략의 5가
지 하위전략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적응적 전략 총점이 높은 사람은, 스트
레스 상황에서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며, 그 사건의 긍정적 의미를 개인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이러한 부정
적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분석 결과, 여학생들은, 학기초에 있어서 남학생들보다 비교적 낮은 조망확
대(0.7, n.s.), 계획다시하기(0.7, n.s.), 긍정적재평가(1.2, p<0.05), 적응적전
략 총점(4.2, p<0.05) 점수를 지니고 있었으며, 학기말에는 점수가 증가하여
남학생들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통계 분석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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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학생보다 긍정적 전략의 사용이 (학기 초에) 유의하게 적었다는 것으로
(Table 2), 여학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과장하여 감
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상황을 처리해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
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자신이 겪은 상황의
긍정적 측면이나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 준다 (Table 1). 이에
여학생들의 낮은 정신건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성교육이 시급히 개발되
고 교육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문 수업이 여학생들의 긍정적 전략의 사용을 남학생들과 유사한 수
준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학기 초에 보이는 여학생들의 낮은 적
응적 전략의 사용이 남학생들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정신건강 증진 효과가 한두 개의 하위척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전략의 다양한 척도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
는 것을 볼 수 있는데(Figure 1),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성교육으
로서 한문 및 논어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현대사회에 있어, 한문 또는 儒學은 여성과 사회를 억압하는 논리와 이데올
로기의 本流라고 오해되고 있으며, 남녀차별이나 가부장제를 옹호한다는 선
입견이 먼저 이야기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왕이라도 잘못하면 쫓아내야 한
다’는 현실 개혁의 역사와 논리는 맹자의 易姓革命에서 그 처음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공조참판 이황(58세)과 종9품 기대승(32세) 사이에 오간 치열하고도
유명한 四端七情 논쟁은 나이 차이와 지위의 높고 낮음이 학문적 토론에 문제
되지 않음을 반증하는 역사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현대사회에서 한문 교육이 지닌 유용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모두가
긍정할 수 있도록 보여줌으로써, 학교 교육에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제시하
여야 한다. 한문고전을 사용한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정확하고도 계량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객관적 측정과 분석을 통해 피교육자의 부족한
점들을 핀셋으로 집듯이 개선해나가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교육이 개발되어
야 할 것이며, 본 연구 결과에 토대를 둔 ‘근거기반 교육’이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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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에 있어서, 남녀의 성별차이와 무관한 인성증진 효과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문 수업은 긍정적
초점변경에 있어 매우 큰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남학생은 20.4%, 여학생은
35.8%의 증가를 보였다(Table 5 and 6). 이러한 한문 교육의 효과는 학업 성
취도 뿐 만 아니라 학교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긍정적 초점변경(positive refocusing)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의한 부정적
감정 대신에 즐겁거나 기분 좋은 일 또는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생각
하기 또는 농담하기 등을 사용해 환기를 전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리적 안
녕감과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 또한 긍정적 재평가 전략의 사용은, 자아효능
감, 낮은 불안 그리고 낙관성과 정적인 상관성을 보인다7)고 보고되었는데, 이
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성을 높이는 것은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대
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데, 남녀 중학생의 또래관계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것8)으로 확
인되었으며, 대학생에 있어서는 취업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安寧感을 높인다9)
고도 보고되었다. 다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거나 단기적인 기간에 있어서
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자칫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문제에서는
책임 회피 또는 반성과 개선을 저해함으로써 적응적인 대처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10)11)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도 언급되어야 하는데, 고
등학생에서의 교육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통상적
인 의학연구에서 사용되는 실험군-대조군 연구를 시행할 수 없었으며,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할 수 없었기에 결과를 조
심스럽게 분석함에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연구는 단계적 검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현행 청소년 대상 학습
교과 및 인성증진 효과의 분석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사전-사후 연구를 통해
필요한 사전 임상정보와 선행분석이 실험군 연구를 기획하기 전에 미리 진행
7) Carver CS, Scheier MF, Weintraub JK.(1989) 56(2), pp267-283.
8) 이유현·정소희·최운용(2014), 참조.
9) 권미주(2015), 참조.
10) Garnefski N, Kraaij V, Spinhoven P.(2001), 30, pp1311-1327.
11) 권미주(2015),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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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함 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선택과목에 있어서의 논
어교육의 효과를 인지적정서조절전략검사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금번 연구를 통해 고등학교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현행 교과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들이 제시하는 가능성과 고등학생들
의 인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차후 보다 신뢰성 높은 연구를 기획함에 있어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실험적 한문학 교육과정의 설계를 통한 실험군
-대조군 연구로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치유적 교육방법의 모색
앞서 A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객관적 점검에 의하면, 현재의
한문교육(특히 논어를 중심에 놓았다)은 인격적 성장에 동반되는 적응적
전략의 사용을 유의하고도 확연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지님을 보였다. 이는
한문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초점을 변경시킬 수 있는 기
회를 더욱 확장시키고, 외부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 시야가 확보될 수 있음
을 환기시켜준다. 그럼 어떻게 한문교육을 재설계하고 실천할 것인가? 뜻밖에
도 우리 주위의 학교현장은 진지한 고민과 다양한 교육을 수행해오고 있었으
며, 직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들며, 그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최근 대전시내 한문교사들은 ‘성실한 교과교육연구회’를 통해 한문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한문고전 중심 인성교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2) 정직, 용기, 절제, 자율, 책임/성실, 배려/소통, 예절, 정의의
8가지 항목 및 관련된 상황을 선정한 다음, 상황별 읽을 이야기와 동영상을 제
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을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된 인성요소를 담은 고전 문장을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래 Table 7과 같다.

12) 대전 성실한 한문교과연구회(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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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한문고전 중심 인성교재 목차
인성 영역

문제 행동 상황

정직

￭ 거짓말로 인해 곤란함을 겪은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획득한 경우
￭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행동이 바르지 않은 경우

용기

￭ 도전과 난관,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는 경우
￭ 잘못을 한 후 고치려 하지 않는 경우
￭ 도전이나 난관을 두려워하는 경우
￭ 실수나 잘못을 숨기고 예의가 없는 경우
￭ 염치가 없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절제

￭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
￭ 수업을 방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 인내심이 부족하여 쉽게 포기하는 경우
￭ 화를 다스려야 할 경우
￭ 화가 나서 주변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 참을성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
￭ 관계에 있어 마찰이 잦은 경우

자율

￭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경우
￭ 주체적인 학습이 필요한 경우
￭ 운명과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경우
￭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경우
￭ 타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성실

￭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우
￭ 교제에 성실함이 필요한 경우
￭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경우
￭ 공부에 흥미가 없는 경우
￭ 꾸준히 공부하기 어려운 경우
￭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배려‧소통

￭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경우
￭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우
￭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멋대로 하는 경우
￭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 친구와 자주 다투는 경우
￭ 상대방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

예절

￭ 타인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갖추지 못한 경우
￭ 자신의 용기를 과신하여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관찰하여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

정의

￭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경우
￭ 친구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차별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친구를 함부로 평가하는 경우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교육과정은, 한문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의 두 방면으로 동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으로, 인성에 대한 Cloninger의 의학연구에서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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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Selfdirectedness)과 연대감(Cooperativeness)에서 제시하는 목적의식과
책임감, 자기 유능감과 수용, 타인에 대한 공감과 수용, 사회에 대한 공정함과
관대함 등을 기르는 교육으로 재해석될 수도 있는데, 자율성과 연대감은 의학
적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 長壽 등을 결정하는 핵
심요인인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러한 목표를 지닌 한문교과 교육과정이 Garnefski가 제시하는 성숙한 인격,
즉 외부의 스트레스 상황을 접했을 때 긍정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
면서 성장해나가는 인지적 대처 능력도 한껏 성장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문교육의 장점은, 학교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적 상황’들
을 설정하고 그에 맞춘 솔루션적인 한문고전의 제시를 시도하려한다는 점이
다. 이는 일종의 치유적 독법으로서 학생중심적 한문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으
로 기대되는데, 지식을 위한 학습인 동시에 인성의 발달을 통한 생활지도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의 효과는 교수자 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옮겨갈 때 더욱 강렬도가 커질 수 있으며, 수업시간의 소통부재는 대부분 교
수자의 관심과 학생의 관심이 서로 다른 경우에 생기게 되는 법이다. 물론 교
육에는 지향하는 수준과 목표가 있기에, 학생의 처지와 관심에만 의존하여 교
육할 수는 없으며, 특히 지식전달을 위주로 강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불가피한 현실이다. 전문적인 식견과 학문적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는 진전을
이룰 수 없는 과목의 경우에서는 종종 이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는 갈등을 목
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지닌 동일한 교과목이라도 지금-여기의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방향설정이 요구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학생중심적 교육은 소통부재의 교육상황을 개선함에 있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굳이 혁신학교와 같은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생각지 않아도, 교과과정
의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앞서 한문교과의 두 가지 교육방향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즉 전
통지식을 전달하는 방향과 인성을 증진하는 방향이 그것이다. 인성증진, 곧
인격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려하며 비전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한문교과의 당금 현실적합성은 더욱 농도가 짙어지리라 생
각한다. 우리가 굳이 한문교육과 인성증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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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립과 세계와의 만남에 안팎으로 거칠게 노출되어 있는 중·고등학생들
에게 교육적 검증을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우리
는 객관적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한
문교과 교육방향과 관련하여 흐릿했던 목표와 의문이 점차 또렷해지고 확신
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 치유적 독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들며 마무
리를 하고자 한다. 누구나 다 아는 논어 ｢학이學而｣의 첫 문장이다.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흔히 이 구절에서 ‘君子’에 초점을 맞추어 읽는다. 즉 ‘君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내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임을 일러준다. 이는 긍정적 전략, 즉 자신의 목표
를 조정하는 데에서 의미 있는 독법이다.
그러나, 이를 ‘人不知’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치유할 것인가
라는 방식으로 읽는다면, 초점이 ‘不慍’에 놓이게 된다. 살아가면서 남들의 인
정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기
를 원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이 남을 먼저 인정해주는 것은 생각지 않
는다. 참 희한한 일이다. 그냥 세상인심이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當者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버거운 상황이다. 하나의 상처이다.
누가 치유해줄 수도 없다. 결국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
고 실천할 것인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곁에서 도와줄 수 없음은 주지의 상식
이리라.
이런 부정적 전략의 상황, 즉 강한 스트레스가 주어진 상황에서, 공자는 ‘不
慍’을 제시하였다. 분노는 마음의 평정을 잃은 모습이다. 과도한 희열도 평정
을 벗어나긴 하지만 자신을 해치진 않는다. 그러나 분노는 평정을 어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끝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해칠 수 있다. 예부터 지금까지 정신적
현자들이 성내는 것을 걱정하였고, ‘平好惡’, ‘虛靜’ ‘無己’ 등등 자신의 감정과
이욕에 매이지 말 것을 제시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며, 儒醫로서 사상
의학(四象醫學)을 남긴 李濟馬가 이미 백여 년 전에 평정을 벗어난 감정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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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며 수명까지도 줄인다고 제시13)한 까닭이다. 공
자는 ‘인부지’를 견뎌내는 데에 ‘불온’이 가장 적절한 솔루션임을 제시하였고,
그러할 때 자신이 가장 되어야한다고 했던 ‘군자’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
라고 제언한 것이다.
‘군자’에 초점을 두어 읽느냐, ‘불온’에 방점을 찍어 읽느냐는 우리말로 옮기
는 데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심리학적, 의학적 차원에서는 긍정적 전
략에 초점을 맞추느냐 부정적 전략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방향설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그 이론적 기저에는 앞서 제시했던 인지적정서조절
전략검사의 각종 전략들과 기질및성격검사의 심리적 특성이 대안으로서의 조
작적 정의로 놓여있다. 고전의 치유적 독법은 시론 단계에 있는 바, 차후 한문
학적, 한문교육적 차원에서 시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의학적, 심리학적 기
전 분석과 相補相成하면서 더욱 과학적으로 근거를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
다. 그리하면 한문을 공부하면 인간적 성숙을 이루고 착해진다는 신념은 검증
과 분석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과학’이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교육과정에서의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도 비단 고등학생들
만을 위한 좋은 경구로만 끝나지 말아야 한다. 논어(溫故)에 정신건강과 인
성증진이라는 현대적 연구(知新)를 더하여, 한문교육이 미래를 살아나갈 고등
학생들의 스승이 될(爲師) 날을 기대해 본다.

논 문 투 고 일 2019년 1월 30일
논 문 심 사 일 2019년 2월 11일
논문심사완료일 2019년 3월 7일

1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臟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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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Character Development Effects of Current
Korean Classical Chinese Educ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Kim, Seung-Ryong ․ Song, Young-Il ․ Jo, Yi-Kyung
․ Han, Sang-Yun ․ Chae, Han
The studies on needs, contents and procedures of Korean classical
chinese education (KCCE) for character development has been increased,
however objective biopsychological measure and analysis on character
development effects of current middle and highs school KCCE has not been
reported till no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haracter
development effects of high school KCCE using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of Garnefski.
Total of 191 high school first grade students (68 boys and 123 girls)
attending KCCE class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and the CERQ was
administerd at the first and last day of semester. The differences of 5
adaptive strategy subscales between boys and girls were examined with
independent T-test, and between first and last day of semester were
analyzed using paired T-test.
As for the Adaptive Strategy total score, boys (48.2±12.3) was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girls (44.0±12.5) at the first day of semester,
however th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last day of semester. In
Positive Refocusing subscale score,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irst and last day semester of boys (r=0.418) and girls (r=0.368),
and there also were significant increase at the last day compared to the first
day of boys (20.4%) and girls (35.8%).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has plenty of stress adapting to ne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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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and also is an critical period of establishing foundation for personality
formation, social relationship and academic growth.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KCCE on character development from
psychological perspective using CERQ which is a well-validated
biopsychological test analyzing the cognitive process in recognizing and
responding to negative stresses.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KCCE curriculum and classes based on
the evidences.
Key Word :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high

school student, character development, Korean classical chinese
education (KCCE), The Anal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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