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한문교육의 인성증진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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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문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인성증진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객관적 검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문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Garnefski(2002)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검사(CERQ)를 연구 도구로
활용하여 한문교육의 인성증진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절차는
한문교육을 시작할 때 사전측정을 진행하고 교육이 종료된 시점에 사
후측정을 진행하였다. 연구 피험자는 교양한문이라는 낮은 수준의 한
문교육을 받는 집단을 대조군으로, 논어 강독이라는 높은 수준의 한
문교육을 받는 집단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였으며 대조군과 실험군의
검사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낮은 수준의 한문교육(교양한문)에 의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높
은 수준의 한문교육(논어 강독)에 의해서는 유의한 인성증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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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부적응적 전략의 사용은 유의하게 감
소하였으며, 적응적 전략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비록 이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몇몇 한계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본 연
구는 당위적 선언과 막연한 가능성만을 제시하였던 기존의 선행연구
들과 달리 인성증진과 관련된 한문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인 측정과 통
계적 근거 제시를 통해 최초로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문교육이 인성의 발달과 성숙, 그리고 정신건강
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인문학
교양 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한문교육, 인성증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검사(CERQ), 객관
적 검증, 다학제 연구, 통계적 분석

Ⅰ. 문제제기: 한문교육과 인성증진
이 논문은 한문교육은 인성증진에 과연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우연
한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한문교과가 맞닥뜨린 최근의 어려운 상
황과 관련 있다. 수학능력시험의 교과목으로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는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고, 아울러 한문과(漢文科)를 지
도하는 고등학교 및 교사의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도미노현상처럼 중
학교 한문과의 위상 역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최근 한문교육 및
평가를 담당하는 세 개의 축, 곧 중·고등학교 교사, 교육청의 장학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문과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이들의 한결같은 아쉬움은 한문과의 위상 추락을 제어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호소와 정치지도자의 결단에 의지할 수밖에

한문교육의 인성증진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 김승룡․채한․이민경 121

없지 않느냐는 자조 섞인 메아리만 되풀이 될 뿐이었다. 그럼에도 교사
들, 장학사, 평가원 담당자들의 한문교육에 대한 열의와 진심은 참으로
높이 평가할 만했다. 곧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한문과는 새로운 돌파구
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뇌하는 중인 것이다.
생각해보면, 근래 한문교육은 한자교육의 대중적 확산과 평가에 기
대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한자급수시험’으로 보이는 한자능력자
격은 취업의 주요한 스펙으로까지 한자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한자는
한문교육의 본령은 아니지만, 한자를 익힌 학생의 한문과 적응 및 학업
능력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우수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를 통해
한문교육 무용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었던 것도 고마운 일이었
다. 한자급수시험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되어가는 지금, 왜 한문과는
중·고등학교에서 퇴출 직전까지 몰리고, 대학에서도 불요(不要)한 과목
이 되며, 그 학과는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실제 사라지고 있
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 원인의 일단이 한문교육에 대
한 정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곧 한문과는 이른바 도구교과로 책
정되어 있다. ‘도구교과’란 다른 교과를 공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만 본다면 그다지 나쁜 평가는 아니라
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문과를 ‘문자(혹은 그것
으로 이뤄진 지식)’로만 이해한다는 것으로, 한문과가 지닌 또 다른 가
치들(이를테면 인성적 효용성과 가치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에 대한
상대적 홀대를 우회적으로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언젠가부터 시작
된 ‘도구교과로서의 한문과’의 정위(定位)는 결국 한문과의 가치를 문
자적 지식습득에 한정하는 자기봉쇄에 빠졌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 글
에서는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한문교육계는 끊임없이 이에 대한 성찰과 개혁을 도모해 왔다. 문자
적 지식습득을 넘어선 지점을 전통적 지혜나 인성교육 등에서 찾아온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최근의 성과들은 다음 장에서 상술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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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현장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의 한문교육에서 경주한
노력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일례로 올해 2월에 거행된 한국한
문교육학회의 2016년 동계학술대회에서 제출된 논문들은, 중․고등학
교와 대학교에서 이뤄지는 한문교육에 바쳐지는 교사와 교수들의 고뇌
를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업과 수없이 개
발되는 강의방식들, 이론적 제시와 실천들은 분명 차후 한문교육의 생
존과 위상 제고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특히 ‘인성’을 화두로 제시되는 논의들은 최근 제시된 것이
아님에도 여전히 주요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른바 인
성담론들의 끊임없는 제시는 그것이 실제 한문과가 갖고 있는 주요한
장점일 수 있으며, 나아가 한문과가 의미 있는 교과가 될 수 있는 거점
임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는 바로 그런 흐름에 주의한
것이다. 예부터 한문교육을 받으면 착해진다는 속설이 있는 것을 들을
때면, 일견 그런 듯도 한데 실제 이를 증명하여 본 적은 그닥 없었음에
깜짝 놀라곤 했었다. 옛날 교육은 한문교육이 거의 유일한 교육이었으
니, 이른바 교육을 받으면 착해진다, 사람이 된다는 속설은 당연해 보
인다. 한문교육과 관련 있는 우리로서는 그런 속설을 믿고 싶고, 그 믿
음으로 한문교육의 근거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른바 착해진다
는 것은 인성과 관련된 것일 터, 일찍부터 우리는 한문교육과 인성의
관계를 속설로 인지하고 있었고 나아가 신념하고 있기도 했었던 것이
다. 지금 우리는 그 신념을 비판하려 하지는 않는다. 나름의 경험적(개
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그것
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한문교육의 의미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공감할 수 없겠기 때문이
다. 여기서 한문교육과 인성 사이의 신화적 접목을 목도하게 된다. 곧
믿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마치 신앙과도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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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문과가 갖고 있는 근래 위기의 일단은 이런 신화적 신념에
서 유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한문교육은
인성증진에 상관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
는 노력이 뜻밖에도 거의 드물었음을 반성하고자 한다. 곧 근대적 한문
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객관적 검증보다는 주관적 신념에 주로 기대어
교육이 수행되어왔고, 그것은 이제 막다른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닐까 한
다. 그나마 최근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검증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하
나둘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수공업적 방식과 주관적 평가를 넘어서
지 못한다. 대학에서는 객관적 검증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 부끄럽지만
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모색을 시도할 필요를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다.
“과연 한문교육은 인성증진에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우문(愚問)을 던지자마자 수많은 질문들이 속속 따라왔다. 한문교육
의 내용은 무엇이고, 대상은 누구이며, ‘인성’은 무엇을 뜻하고, 증진된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상관관계는 어떻게 검증할 것인
가? 객관적으로 설득할만한 자료와 증거가 있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확보할 것인가? 인성은 한문교육과만 관계있는 것인가? 다른 교과교육
은 관계없는가? 등등, 그간 암묵적으로 동의한 채 묻어두었던 반문들
이 수없이 솟아나왔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작업은 이와 같이 한문과 일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대학에서 한문교육은 어떤 효용
성을 가질까라는 지극히 소박한 의문을 갖는 것에서 시작했던 바, 이는
우리의 실존적 위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근래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전
제로 학과의 경쟁력 및 효용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주로 외부 컨설팅업체에 맡겨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 대학들은 학과간
통폐합을 유도 혹은 강제한다. 학과 구성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
조직의 운명이 파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문교육을 맡고 있는 학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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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런 시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문학과이든 한문교육학과이든
할 것 없이 그러하다. 소극적 저항이지만, 대학 측의 강제철거에 앞서
우리가 가진 좋은 역량과 가치를 내보일 필요가 있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한문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인성증진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객관적 검증을 하고자 했다. 이것이 우리가 수년간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글을 제출하게 된 연기(緣起)이다.
인성(character)은 단순히 타고나는 개인적 성격의 차이를 이야기하
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숙과 행복 및 심신의 건강을 결정짓는 생리
심리적 자질로서의 개념이다. 인성은 철학적 형이상학이나 교육의 실
체일 뿐 아니라 오랫동안 의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최
근 연구를 통해서 정신건강 및 행복(happiness), 웰빙(well-being)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인격 형성 및 증진에 대한 교육의 부족에서 기인한
사회문제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이에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육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3004호, 2015.1.20.,
제정)까지 만들어졌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인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인성교육의 목
표, 방법 및 효과에 대한 논란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제
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성교육’ 또는 ‘인성증진’은 수천 년간 전통적으로
다양한 인문학, 고전 교육 또는 예술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21
세기 현재도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성교
육은 자아 존중감, 자기 결정 능력, 타인의 존중, 사회에 대한 이해 등
의 측면에서 매우 유효하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으
며, 현대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재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생명
과학과 의학, 그리고 교육학적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에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시행되는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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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인성증진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
구는 시도되지 못하여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한 제언 또는 전통
지식의 강조에 머물러 있을 뿐, 정신건강 및 웰빙까지 이르는 인성개발
의 구체적인 효과와 기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분석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수천 년간 동양 학문의 근간이 되어온 음양(陰陽)에 대한 생리심리
학적 연구도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유전학과
신경과학, 심리학과 의학을 토대로 한 인성연구가 동양의 철학과 전통,
교육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접근과 진정한 융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잘 정립되어 있는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한문
교육’의 인성증진 효과 및 그 기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인성증진 효과
를 분석함에 있어서, 한문교육이 대학생의 학업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
는 여러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인지적, 자동적 대처 방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이미 의학과 심리학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검
증된 검사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성 증진(인격적 성숙)은 이러한
스트레스 인지과정 및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쳐, 정신 건강 및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이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자
율적인 대학생활과 정신건강 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문교육(한자를 포괄하여 한문으로 이뤄진 고전교
육까지 포함한다)이 인성의 발달과 성숙, 그리고 정신건강과 웰빙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인문학 교양 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
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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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성과 검토: 인성의 과학적 검증의 필요성
사실 한문과에서 인성교육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한문과가 내
용으로 삼는 텍스트들은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 민족의 삶을 담아온
도구이자 정신문화의 축적물이다. 때문에 그동안 한문교육은 그 자체
로서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인식되어 왔으며 자연스럽게 그 효과
도 기대되었다. 또한 전통교육에서는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수와 학습의 행위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고 여
겨졌었다. 이러한 이유로 한문과에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이라는 교육 목표는 시기별 교육과정에 따라 그 영역을 달리할 뿐
줄곧 유지되어 왔다. 때문에 한문교육을 활용한 인성교육이나 초학교
재의 가치를 밝히고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구는 일찍부터 진행되
어 왔다.1)
한문과에서 진행된 인성교육 연구의 흐름은 교육과정의 변화와도 관
련이 있다. 2009년 교육부는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육성’을
목표로 ‘창의․인성 교육 강화의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인성교육
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졌으나 이 시기의 인성교육은 창의와 접목
하여 논의의 초점이 창의에 집중되는 등 인성교육이 독립적으로 논의
되지 못하였다.2) 그 후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 강화계획’
1) 정찬문. ｢한문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진구, ｢한문수업을 통한 인성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명희, ｢한문교과에서의 인성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등이 있다. 대학의 한문교육에서 인성과 관
련하여 질문을 던진 사례는 소졸하다. 최근 이뤄진 한문교육학회의 2016년
동계학술대회가 ‘대학교육과 한문교육’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는 점이 주
목된다. 그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소개하진 않는다.
2) 2013년 한국한문교육학회에서는 ‘한문교육과 창의․인성 교육’이라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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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표로 한문과는 ‘한문과 인성’을 핵심개념으로 추가하고 ‘인성역량’
을 한문과의 교과역량 중 하나에 포함시키는 등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3)
한문과 인성교육 연구의 내용은 주로 인성과 관련한 학습내용을 선
정하고 그 교수 방법과 학습 사례를 제시하는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안
세현은 타교과와 인성교육을 비교 고찰하여 한문과만의 인성교육의 방
향을 설정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에 근거하여 인성
요소를 설정하였다. 또한 문학과 문화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교
수방법을 제시하여 도덕․사회과와 변별되는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
다고 하였다.4) 김설화는 21세기형 인성 덕목을 관계성으로 보고 한문
교과서에 실린 해당 내용을 추출하여 추상적인 인성 덕목을 구체적인
사례나 이야기를 활용하는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5) 김은정은 학교 부
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문제유형에 맞는 한문고전을 선정하여
주제로 창의․인성관련 연구발표를 진행하였다.(강민구, ｢중등교육에서의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40, 2013 ; 김왕규, ｢한
문과 창의․인성 학습 내용 선정 및 조직｣; 김병철, ｢한문과 창의․인성 교
수․학습 방법｣; 정재철, ｢한문교육과 창의․인성교육｣ ; 한은수, ｢초등교육
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한자․한자어 교육｣ ; 이미애, ｢한문학습이 중
학생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그 외에 오예승, ｢집중이수제 기반의 창
의․인성 한문 수업 사례｣, 한자한문교육 32, 2013. 등이 있다.
3) 2015년 개정교육과정 발표 이후 ‘한문과 인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아직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한문과 인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연
구는 부족하다. 김왕규, ｢한문의 활용-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 영역의 내
용요소와 성취기준｣, 한문교육연구 46, 2016 ; 김은경, 한문과 인성교수
학습방법 및 평가사례, 한문교육연구 46, 2016. 등이 있다.
4) 안세현, ｢한문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인성요소의 설정과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한문교육학회 2016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대학교육과
한문교육, 2017.
5) 김설화, ｢21세기 漢文敎育을 통한 人性敎育의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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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적(自省的) 글쓰기를 실시하고 대상자의 설문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재 매뉴얼’을 제시하
였다.6) 이러한 접근은 정신의학에 있어 건강한 자아를 의미하는 서사
적 자아(narrative self)를 확립함으로써, 자아정체감과 자존감을 높이
는 구체적인 방안이라 재해석될 수 있다.
평가 방법적 측면에서 김은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한
문과 인성’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교수학습과 평가방법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에 진술된 성취기준,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
법에 대한 해설적 성격을 가진다.7) 김왕규는 한문과 인성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8) 하지만 인성영역의 평가는
주로 정의적 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우며 학습
자의 교육 효과 또한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한문학습이 학생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사례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9) 이미애는 사자성어를 사용한 창
의적 한문과 교수법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
키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중3 여학생 82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의 정서조절과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인성교육이라는 정의적(情意的) 영역의 효과를 객관적 수치로 검
증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한문교육 자체보
다는 창의적 한문과 교수법이라는 수업모형을 대상으로 하여, 타당성
이 완전히 확인되지 못한 검사법을 사용하여, 심신의 건강이 아닌 학업
성취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평가의 주관성을 넘지 못
6) 김은정,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육｣,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은정, ｢한문고전을 활용한 인성교육방안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문
교육연구 43, 2014.
7) 김은경, 앞의 논문(2016).
8) 김왕규, 앞의 논문(2016).
9) 이미애, 앞의 논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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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면 최근의 성과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학계의
주요한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한문교
육과 인성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성과는 뜻밖에도 그리 많지 않
았다. 한문교육의 역사가 짧지 않음에도 살펴볼만한 성과가 적은 것은,
아직 우리 학계의 관련 연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지 않았음을 말
해준다. 이 밖의 연구 성과는 뒤에 덧붙인 참고문헌으로 대신한다. 여
하튼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인성’ 개념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명징한 이해와 조작적 정의
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성교육의 연구는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
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도덕적 개념을 인성의 하위 덕목으로 제시
하여 그에 따른 내용선정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주제와
소재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대다수였다. ‘인성’을 성격(性格)으로 이해하
여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의 특성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인격(人
格)과 같은 개념으로 도덕적 기능이 함축된 행동양식으로 규범적이며

가치 지향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동양에서의 의미와 서양
에서의 의미, 학자마다의 정의가 다르다. 따라서 ‘인성’을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우리가 취할 전략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핵질(核質)을 제시하고, 그것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현
되는 모습을 관찰하는 일이다. 이 전략을 따를 때, 인성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자유로운 것이며, 대체로 개인의 존엄성, 주체성, 자유와 창
의성 등을 뜻한다10)고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듯하다. 아울러 이
른바 인성교육은 사람의 인격, 성격, 행동습관, 가치관 등을 바람직하
게 기르기 위한 교육을 총칭해야 하며 그것은 인간의 성숙과 행복 및

10) 류준경, ｢안세현의 <한문교육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토론문｣, 한문교육
학회 2016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대학교육과 한문교육,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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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건강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문과의 인성교
육은 초중고 학생들의 교과 수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그리
고 일반인에게까지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11)
둘째, 인성교육을 연구하는 태도의 주관성을 극복해야 한다. 그동안
한문이 인성함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란 것을 전제로 여러 교수
방법과 수업사례들이 제시되었지만 그것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관
과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에 학습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기존의 인문학적 연구 방법에서 탈피
하여 학제간의 교섭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
며, 융합연구로서 한문학, 교육학, 의학과 심리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셋째, 인성교육의 효과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적으로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측정도구와, 평가지표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12) 인성은 지식의
11) 박세진은 인성교육은 초․중․고등학교의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대학생에
게도 필요하다고 보고 명심보감을 활용한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
안을 제시하였다(박세진, ｢한문고전을 통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방안｣,
한문교육연구 47, 2017.). 인성과 심신의 건강에 대한 심리학과 의학 분
야의 선행연구 또한 매우 풍부하다(Lee SJ, Cloninger CR, Cloninger KM,
Chae H.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for Integrative
Medicine. J Oriental Neuropsychiatry 2014;25:213∼224.).
12) 김진구는 예절과 관련된 한문교과 내용을 추출하여 연 20회로 구성, 2주에
하나의 덕목을 지도하는 인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
였다.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예절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요
소로 구성하였으며 사후 설문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인
성교육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인성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사전․사후의 설
문지에 교사의 주관적 태도가 반영되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한계
를 가진다(김진구, ｢한문수업을 통한 인성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강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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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처럼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평
가해야 하며 그 결과를 피드백하고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 재설정하여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Ⅲ. 연구방법 및 결과: 교양한문과 논어 강독을 실례로
하여
1.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한 학기 동안의 논어 강독의 인성증진 효과를 인지
적 정서조절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사하고 분석하였으며, 교육을 시
작할 때 사전측정을 진행하였고 교육이 종료된 시점에 사후측정을 진
행하였다.
한문교육의 인성증진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었기에, 한문교육
으로서 수준을 다르게 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표 1]). 대조군으로는 부산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교양
선택과목으로서의 교양 한문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사용하였으며,
실험군으로는 부산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한문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논
어 강독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13) 실험군과 대조
13) ‘교양한문’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정규 과목(｢한문1｣)으로서,
학년, 성별, 학과에 불문하고 수강할 수 있다. 1주에 3시간(3학점)을 수강
하며, 교재(동아시아를 여는 열쇠 한자 16)는 생활 속에서 만나는 한자
를 대학생의 일과에 맞추어서 구성하고, 인문교양을 같이 안배하여, 한자
와 인문적 교양을 같이 습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 학기에 대략 14개
강좌가 개설되지만, 전공별로 특성 있게 지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하나
의 강좌 안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동일한 교
재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교육자의 자율에 온전히 맡겨져 있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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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모두 2016년 부산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지니며, 실험군의 적은 피험자 숫자를 비교적 큰 대조
군 크기를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에 있어서, 대조군과 실험군에 사용된 교재와 교육과정의 특징은 [표
1]에 첨부한 내용과 같다.
[표 1] 대조군과 실험군에 적용한 한문학 교육 내용
교육의 내용

사용된 교재

대조군 교양 한문
(학부생 대상
의 교양 선택
과목. 3학점)

부산대학교에는 옛날 한문문장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한문2｣가 개설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논어 강독’은 대학생 가운데
한문해독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조직한 동아리(‘건서회’)를 통
해 이루어졌다. 주로 한문학과 학생을 주축으로 하되, 타 학과 학생들에게
도 개방되어 있으며, 1주에 2시간씩 교육자가 책임지고 강의와 윤독을 병
행하고 있다. 1년에 논어를 완독할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학점이나 자
격증과 같은 외부적 자극은 없고, 수강자의 자율적 선택과 학습에 기대어
진행된다. 다만 동아리의 유지를 위하여 교재의 무료제공 및 출석점검을
통한 성실성 제고, 그리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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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 논어 강독
(학부생 대상
의 자율적 동
아리.
학점
없음)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논어교육에 의한 인성 증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
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검사(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는 Garnefski(2002)가 개발한 뒤 한국어로 번안

된 것으로서, 다양한 심리학 및 의학 연구에 있어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발생되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사용되는 인
지스타일 또는 정서 조절 전략을 검사함으로써 정신 병리적 반응으로
이환되어가는 기전을 측정하는 36문항 검사이다.
본 검사의 하위요인은 9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적응적 전략(20문항,
0-80점)으로서 조망확대, 계획다시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

가, 수용하기의 5가지 하위척도, 부적응적 전략(16문항, 0-64점)으로서
반추, 파국화, 타인비난, 자기비난의 4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 측정한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인지적 조절전략검사의 측정항목과 그 의미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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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지적 조절전략 검사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의 측정 항목과 내용
전략의 의미와 영향
적응적 전략
조망 확대
균형 있는 시각을 지니고,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상대성
(putting into perspective) 을 강조하거나, 현재 사건의 심각성을 덜도록 관점이나
조망의 전환을 시도하는 전략
계획 다시하기
(refocus on planning)

부정적인 사건 자체보다는 이를 해결해나가는 관점에서,
어떠한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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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생각하도록 환기하는
전략

긍정적 재평가
(positive reappraisal)

자신이 겪은 상황으로부터 긍정적 측면이나 의미를 찾
아내는 생각을 하도록 돕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재
평가하는 전략

수용하기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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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응적 전략
반추
(rumination)

부정적 사건과 연관된 감정을 되짚어 생각하거나, 이와
관련된 생각과 감정에 빠져있도록 만드는 전략

파국화
(catastrophizing)

경험의 공포스러운 면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경험이 훨씬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최악
이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전략

타인비난
(other-blame)

자신에게 벌어진 일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
각하거나, 남들이 잘못한 것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타인
의 책임을 강조하도록 하는 전략

자기비난
(self-blame)

어떤 경험이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원인이 자신의 과실이나 부족에 있다는 것을 강조
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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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학적 분석 방법
인구학적 특징에 있어서, 대조군과 실험군의 성별 분포 차이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함에 있어서는 카이제곱검정이 사용되었다. 이
와 함께 대조군 및 실험군에 있어서 남녀 간의 연령 차이에 대해서는
T-test가 사용되었다. 인성 증진의 효과를 측정한 CERQ 검사에 있어

서, 9가지 하위 척도 및 2가지 상위척도(적응적 전략과 부적응적 전략)
에 대한 사전 측정치(T1)와 사후 측정치(T2) 간의 변화량(Δ)이 계산되
었다. 적응적 전략에는 5개의 하위척도(조망확대, 계획 다시하기, 긍정
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수용하기)가 있으며, 부적응적 전략에는 4
개의 하위척도(반추, 파국화, 타인비난, 자기비난)가 있다. CERQ 측정
치의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치와
사후 검사치 간의 차이를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의 분석에 있어서,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설문 결과를 코딩하고,
통계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0.0 (IBM Corp,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1) 연구 피험자의 특성
본 연구는 교양한문이라는 낮은 수준의 한문교육을 대조군으로, 논
어 강독이라는 높은 수준의 한문교육을 실험군으로 사용하여, 한문교
육에 의한 인성증진 효과를 인지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에 있어서 대조군으로 참여한 피험자의 숫자는 247명으로, 남자
는 89명, 여자는 158명이었으며, 실험군으로 참여한 피험자의 숫자는 7
명으로, 남자는 2명, 여자는 5명이었다([표 3]).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
의 남녀 성별 분포에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대조군 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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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은 21.57세로, 여자의 20.29세와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실험군 남자의 평균연령은 24.5세로, 여자의 19.6세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3] 피험자의 인구학적 특성
집단
N
연령

대조군
실험군
대조군
실험군

남자
89 (36%)
2 (29%)
21.57±2.2
24.5±2.12

여자
158 (64%)
5 (71%)
20.29±1.44
19.6±1.52

통계 분석
χ²=0.165, p=0.685
t=4.924, p<0.001
t=3.538, p=0.017

2) 한문교육의 효과 분석
대조군과 실험군에 있어서 한문교육의 효과를 인지적 조절전략의 측
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표 4] 및 [그림 1]과 같다.
교양 한문이 활용된 대조군에 있어서, 적응적 전략 하위척도에서의
변화량은 0.06～0.44로 증가 혹은 감소되었으며 유의한 변화량은 없었
다. 부적응적 전략 하위척도에서의 변화량은 0.12～0.25로 증가 혹은
감소되었으며 유의한 변화량은 없었다. 이러한 통계 분석 결과는, 낮은
수준의 한문교육(교양 한문)에 의한 일관된 변화 또는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논어 강독을 활용한 실험군에 있어서, 적응적 전략 하위척도에서
의 변화량은 0.29～1.57로 모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부적응적 전략 하위척도에서의 변화량은 0.29～1.57로 모두 감
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통계 분석 결과는,
논어 강독이라는 높은 수준의 한문교육에 의하여 적응적 전략의 사
용은 모든 하위척도에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부적응적 전략의
사용은 모든 하위척도에서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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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에 있어서 적응적 전략 합계에서는 5±8.35의 증가가 있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그림1]), 그러나 부적응적 전략 합계에서 확
인된 -4.14±3.18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4416, p=0.0137).
[표 4] 대조군과 실험군에 있어서 프로그램 전후의 인지적 조절전략(CERQ)의
사용
집단
긍정적 전략

사전(t1)

사후(t2)

변화량
(Δ(t1-t2))

대조군 50.39±11.55 50.25±12.00 -0.15±10.92

통계분석
t=0.210, p=0.834

실험군

55.00±3.87

대조군

10.05±2.98

9.88±2.89

실험군

11.57±1.40

13.00±1.63

대조군

11.10±2.91

10.82±2.88

실험군

12.29±1.25

12.57±2.15

0.29±2.56 t=-0.295, p=0.778

긍정적 초점변경 대조군

7.97±3.98

8.41±3.82

0.44±3.96 t=-1.751, p=0.081

조망 확대
계획 다시하기

긍정적 재평가
수용하기
부적응적 전략
반추
파국화
타인비난
자기비난

*, p<0.05

60.00±8.16

5.00±8.35 t=-1.585, p=0.164
-0.17±2.98

t=0.876, p=0.382

1.43±2.57 t=-1.469, p=0.192
-0.28±2.80

t=1.544, p=0.124

실험군

7.86±2.27

9.43±3.64

대조군

10.59±3.49

10.38±3.61

실험군

12.14±2.27

13.14±1.46

1.00±2.31 t=-1.146, p=0.296

대조군

10.69±2.34

10.75±2.48

0.06±2.57 t=-0.371, p=0.711

실험군

11.14±1.57

11.86±2.19

0.71±1.50 t=-1.263, p=0.253

대조군

28.09±9.01

28.73±9.11

실험군*

28.71±7.50

24.57±7.28

대조군

9.13±3.33

9.38±2.97

실험군

9.57±2.88

8.57±2.51

대조군

5.13±3.59

5.38±3.62

실험군

4.57±3.05

3.29±3.15

대조군

4.95±3.17

5.21±3.22

실험군

4.71±3.82

4.43±2.76

-0.29±1.70

t=0.444, p=0.673

대조군

8.89±3.16

8.77±3.31

-0.12±3.02

t=0.612, p=0.541

실험군

9.86±2.27

8.29±2.69

-1.57±2.64

t=1.577, p=0.166

1.57±3.74 t=-1.113, p=0.308
-0.21±3.08

t=1.053, p=0.293

0.64±8.05 t=-1.250, p=0.213
-4.14±3.18

t=3.442, p=0.014

0.25±3.08 t=-1.280, p=0.202
-1.00±3.92

t=0.676, p=0.524

0.25±3.26 t=-1.209, p=0.228
-1.29±2.93

t=1.162, p=0.290

0.26±3.39 t=-1.182, p=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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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에는 인구학적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두
그룹의 남녀 성비에는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의미가 있다고 할 만
큼의 차이는 없었다(χ²=0.165, p=0.685). 다만, 남녀 간에 유의한 성별
차이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동일하게 확인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의미를 지닌다고 확인
된 것이 없으므로, 본 연구 결과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은 없었을 것으
로 보인다.
둘째, 대조군(낮은 수준의 한문교육인 교양한문)에 있어서 적응적 전
략의 사용이나 부적응적 전략의 사용이 의미 있게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적응적 전략인 조망확대, 계획 다시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수용하기의 변화량에서 일관적인 증가 혹은 감소를 확
인할 수 없었으며, 부적응적 전략인 반추, 파국화, 타인비난, 자기비난
의 변화량에서 일관적인 감소 혹은 증가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셋째, 실험군(높은 수준의 한문교육인 논어 강독)에 있어서, 부적
응적 전략은 의미 있게 감소하였으며(t=3.442, p=0.014) 적응적 전략은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적응적 전략인 조망확대, 계획
다시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수용하기가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적응적 전략인 반추, 파국화, 타인비난, 자기
비난은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4] 및 [그림1]).
이러한 연구결과는 논어 강독과 같은 높은 수준의 한문교육이 인
성증진에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학생활
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반응함에 있어서, 균형 있는 시
각으로 문제 자체를 객체화하여 긍정적인 자산으로 만들어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문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타
인이나 자신을 비난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부정적이고 소극
적인 태도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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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조군과 실험군에 있어서 프로그램 전후의 인지적 조절전
(CERQ)의 사용

Ⅳ. 결론을 대신하여: 한문교육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우리의 연구는 한문교육이 과연 인성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우연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논어 강독과 같은 높은 수준
에서의 한문교육이 유의한 인성증진 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처음으로
객관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곧 단순히 한자의 학습이
나 이를 통한 단편적인 지식을 교육하는 낮은 수준의 한문교육(교양한
문)에 의해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높은 수준의 한문교육(논어 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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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한
자 학습’과 ‘한문 학습’의 차이일지, 교육방법상의 문제일지, 교육대상
의 질적 차이일지 등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에 대하여 괄호를 친 채,
표면적인 차이만을 지적할 경우에만 타당한 결론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인성증진과 관련된 한문교육의 효과를 객관적
측정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는 CERQ는,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 생
리적, 병리적 반응이 유발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들여 평가하
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과정인 인지(認知)적 측면에 사용되는 전략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인지적 정서 전략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부적응, 정서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로 손상을 받는 정서적 안녕감과 자
아존중감 등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데, 실험군의 논어
강독은 부적응적 전략,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그
경험을 과대해석하며 타인 또는 자신을 비난하는 대응전략의 사용을
유의하게 줄여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및 [그림
1]). 이는 논어가 대학생활 과정에서 겪는 외부에서의 사건, 상황 혹

은 스트레스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과도한 확대해석과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도록 하고, 원인과 해결방법을 이성적으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 있는 텍스트이자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하겠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의 조절은 이성적 접근이라고 재해석
될 수 있는데, 동양사회는 이를 두고 이른바 군자(君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제시해 왔다. 현실에 대한 이성적 재평가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개인의 사회 적응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주요한 변인으로서 작
용하며, 청소년의 시험불안, 부모나 사회와의 상호작용, 노년기 정신건
강, 대학생기에서의 음주관련 문제행동, 삶에 대한 만족감, 우울증
(depression), 불안(anxiety)을 동반한 정신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들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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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강독과 같은 높은 수준의 한문교육은, 전통 지식이나 동양 철학
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건강의 증진과 질병 예
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재차 확인하지만, ‘인성’은 특정한 이념적 가치나 이른바 전통사상으
로 읽혀지는 도덕적 덕목, 윤리적 가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
근 의학계와 심리학계의 연구결과들이다. 인성은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기본 자질로서, 그 자체로 안정된 자아
위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가기 위한 일정한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균형을 상실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칠 때 인성 자체의 인지적 조절능력이 요구된다. 이 능력
은 이른바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인내하고 극복하며 능동적이고
적절한 대응하게 되는 바, 이성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군자(君子)의
적응적 전략 혹은 근시안적이고 도량이 작은 소인(小人)의 부적응적
전략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이른바 ‘인성증진’이란 창조적 자기조절능
력의 신장 혹은 균형의 능동적 회복, 다시 말해 정신의 건강성을 회복,
유지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한문교육을 두고 학생의 자율성을 함양시켜 주체적인 시민을 만들기보
다는 국가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전근대적 권위주의를 강조할 것이라
는 우려들과는 무관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킴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니
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조군의 피험자가 247명임에 비하여 실험군의
피험자가 7명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기간과
피험자군을 사용한 대조군에서의 부정적 결과가 실험군의 방법론적 타
당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험군에서 긍정적 및 부
적응적 전략의 하위척도들이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감소(부적응적 전
략) 및 증가(긍정적 전략)하였다는 것은, 실험군에서의 결과가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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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둘째, 실험군에서 56.3%의 높은 탈락률을 보였는데, 이에 연구 분석
과정에서의 피험자 비뚤림(bias)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 참
여군의 사전 부적응적 전략점수가 탈락군보다 도리어 낮았음에도 유의
한 감소가 확인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뚤림의 가능성은 매
우 낮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CERQ만을 사용한 결과를 분석하였고,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다른 많은 인성증진 효
과 중에서 인지적 정서 전략만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특성들 예를 들
어 부정적 감정, 불안 및 우울, 사회 적응, 자아정체성, 서사적 자아 등
과 관련된 정신건강 특성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Cloninger 교수의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를 활용한 자기 결정 능력, 타인의 존중, 사회

에 대한 이해와 생리심리적 웰빙에 대한 연구는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논어 강독의 긍정적인 인성 증진 효과는 막연
한 가능성만을 제시하여 왔던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손에 잡힐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료한 기전을 제시함으로써 심리학 및 교육학
과 같은 주변 학문들과 건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인성증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
및 피험자 숫자를 확대한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명료한 효과와 함
께 상세한 기전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는 교육
의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효과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나 분석은 시행하
지 못하여 왔다.14) 이제 한문교육의 정확하고 과학적인 피드백을 통하
14) 부남철, ｢대학 교양교육과 ‘논어’｣, 동양문화연구 12, 2012. 논어 학습
을 2(3)학점 교양필수로 강제하여 20여 년간 시행한 경우에도, 그 성취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데 ‘학생 강의평가’ 점수에 기대어 제시하는 데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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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관적 평가에 의지한 교육을 넘어 객관적, 과학적 교육체계를 실
시하고, 이를 통해 학습하는 이들의 인성증진, 곧 정신건강과 웰빙을
증진함으로써 미래 건강한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5)
이 논문은 2017년 2월 15일에 투고 되어,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3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바 있다. 이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거친다면 기존과 다른 의미 있는 지표
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에서는 3가지 인성역량을 제시하였
는데, 자아정체성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기관리 역
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감성역량,
그리고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요구되는 공동체 역량 등이 그것이었다.
또한 안세현(2016)은 이를 한문 교육에서의 인성요소로 제시함에 자아정
체성과 삶의 목표라는 ‘자신과의 관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의사소통이라
는 ‘타인과의 관계’,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와 정의라는 ‘공동체와의 관
계’, 그리고 생명과 자연이라는 ‘자연과의 관계’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인
성 역량 또는 인성 요인은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생물학적 토대 위에서
인간 본성을 이해하기위한 객관적인 학문으로 오랫동안 재정립되어 왔는
데, 예를 들자면 Robert Cloninger 박사가 신경과학과 유전학 등에서의 연
구를 토대로 제시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3가지 인성 요소인
자율성(Self-Directedness), 연대감(Cooperativeness) 그리고 자기초월
(Self- Transcendence)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
성의 개발은 단순한 질병의 유무가 아닌,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으로서의
웰빙(well-being)으로 재해석 될 수 있는데, Robert Cloninger 박사는 주
관적인 안녕감 및 건강상태와 함께 미래의 질환과 건강, 사망률까지 예측
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지견이 서양 학문만의 전
유물이 아니었다는 것인데,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서는 ‘편향된
성정(性情)을 교정한다.’는 중용(中庸)의 추구가 몸과 마음의 건강과 직결
된다는 의학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교육을 통해 인간의 성품을 수양
(修養)한다는 동양적 교육관은, 인간의 생명력을 강화시키고 질병을 예방
한다는 양생(養生)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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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character development
by educating traditional classics
Kim, Seung-Ryong․Chae, Han․Lee, Min-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educating traditional classics on character development using well
validated objective measure, since mere possibilities of it have been
presented previously and not demonstrated through objective
examination.
The character development induced by two different levels of
traditional classics education were analyzed using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 of Garnefski(2002) which
measures

maladaptive

and

adaptive

cognitive

strategies

for

regulating emotion. The CERQ score of experimental group who
learned the Analects of Confucius was compared with that of
control group who attended mandatory general education course for
traditional classics and Chinese characters.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of CERQ score in control
group, however the use of maladaptive strategie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experimental group. The use of adaptive strategies
were also increased in experimental group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provided reliable confirmation on the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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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by teaching traditional classics for the first time us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deliver
foundations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traditional classics education
on the character development, mental health and biopsychological
well-being.

Implications

for

improvising

practical

plans

for

promoting ment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humanit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educating traditional classics, character development,
CERQ, objective verification, multidisciplinary study,
statistical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