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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사명

비전헌장

지식의 공유와 지혜전수를 통한                 ‣ 지도자양성사업

100년의 지혜를 21세의 젊은이들에게 전수하는  ‣ 멘토결연사업

지구촌 시대의 인류공동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 국제포럼사업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합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공유합니다. 

眞

美愛

국제 지도자 교류단체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 국제교류사업

경영목표

핵심가치

사명헌장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공헌사업에 헌신합니다.

행복한 인류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실천운동으로 

眞美愛와 體德知를 생활화 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지구촌 인류가 서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眞美愛 실천운동으로 21세기에 이 비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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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중점목표

▷ 지도자 실천운동(지도자들의 모범실천운동(體,德,知). 삶의 지혜전수)  

▷ 인류 공동체운동(진실하고,아름다우며,사랑이 넘치는 행복한세상만들기운동) 

◉ 중점사업

(1) 조직사업 : 세계각국지도자교류사업, 회원교류사업 
(2) 교육사업 : 정례 및 국제포럼, 강연회, 회원교육
(3) 문화/체육사업 : 전시회, 공연( 태권무, 각종 문화예술 공연사업) 
(4) 매체발간 및 출판사업 : 회보 및 포럼강연 모음집 

◉ 주요 행사내용

(1) 정례포럼 :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개최함(정치, 경제, 문화. 체육분야)
               외부강사 초청강연 및 회원 상호의 관심사를 발표하고 토의함
(2) 국제포럼 : 년 2회 실시(정례회와 병행)              
(3) 연 수 회 : 3회(국내1, 국제2) ※ 국내(1박 2일) / 국제(3박 4일) 실시
(4) 워 크 샵 : 봄, 가을 2회 개최
(5) 국제교류 : 국가본부 결성 시 임직원 및 회원참석

< 연간일정 >

No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총    회 ○
2 이 사 회 ○ ○ ○ ○
3 정례포럼 ○ ○ ○ ○ ○ ○ ○ ○ ○ ○ ○ ○
4 강 연 회 ○
5 국제포럼 ● ● ○
6 연 수 회 ● ●
7 워 크 샵 ○ ○ ○
8 창립기념일 ○

● 해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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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기구표

▣ 국제/국가본부조직표

총  무  부

사 무 국 장

감      사

총      재

회      장

사 무 총 장국가/지부총재

지 회 회 장

분과위원장

재  정  부

문화사업단

CSV사업단

조직관리부

복  지  부

국  제  부

고      문

자      문

명 예 회 장

대  회  장

부  회  장

수석∙상임

수석∙상임

차 기 총 재

부  총  재

비서/특보실

사  무  국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원로위원회

중앙위원회

부  총  재

위원장회의
자문위원회

고문위원회

여  성  회성  인  회

지      회

청  년  회

학  생  회혼  성  부남  성  부 직  업  인 주      부

국 제 본 부

재단설립위원회

국제친선위원회

지      부

정치교류위

교육문화위

경제통상위

환경복지위

지속개발위

소통교류위

사업특별위

재정운영위

미래기획위국제이사회

총  재  단

회장단회의

중앙이사회

총  재  단

회장단회의

국 가 본 부

기획조정실장 대  변  인

사 무 처 장

운영위원장

국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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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구표

▣ 지부 조직표

▣ 지회 조직표

총  무  부간       사

감      사

총    재

위원장/회장

사 무 차 장

지 회 회 장

분과위원장

재  정  부

홍  보  부

사  업  부

조직관리부

복  지  부

고      문

자      문

부 위 원 장

수석∙상임

부  총  재

명 예 총 재

수석∙상임

해  외  부

감      사

지회장

이      사

사 무 국 장

총  무  부 재  정  부

홍  보  부

사  업  부

조직관리부복  지  부

고      문

자      문

명예지회장

부지회장

분과위원회(장)

부지회장부지회장

이      사

분과위원회(장) 분과위원회(장)

 1. 고문위원회
 2. 자문위원회
 3. 운영위원회
 4. 기획관리위원회
 5. 윤리위원회

 6. 지도위원회
 7. 재무위원회
 8. 행정위원회
 9. 연수위원회
10. 재해위원회

11. 발전위원회
12. 상조위원회
13. 기록위원회
14. 홍보위원회
15. 국제친선위원회

16. 회원관리위원회
17. 정보위원회
18. 조직연대위원회
19. 확장위원회
20. 환경위원회

21. 청소년위원회
22. 선도위원회
23. 체육위원회
24. 여성위원회
25. 문화교류위원회

26. 경기친선위원회
27. 의전위원회
28. 사회봉사위원회
29. 대회협력위원회
30.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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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및 목적

ILU(International Leaders Union)는 국가적/지방적 국제협력을 통한 다양한 문화가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지구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 미간 국가 주요 원로 분들과 전 현직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 공무원 등이 주요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02년 3월 4일 한국에 세계본부를 둔 외교통상부에 등
록된 순수한 비영리 국제민간 사회단체기구입니다. ILU는 국제지도자들의 지혜 나눔 실천운동 및 인류
공동체를 위한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5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
성된 국회태권도동호회를 결성, 태권도외교활동 등 지난 10년간 국제교류 및 민간외교활동에 힘써왔습
니다.  

국제사회에 공헌할 차세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매년 초. 중등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국회 위즈
덤교육포럼과 한중일3국 대학생연합 단체인 OVAL KOREA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적 활동으로는 UN경제사회이사국과 공동으로 지혜 나눔과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세계 상위권 대
학들의 글로벌 교육망 서비스를 구축, 저개발 국가의 대학에 제공하여 지식과 정보격차를 줄이고 지구
촌 각종 현안들에 대한 각 국가 정부들 간의 온라인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UN Online Forum, 글로벌 
새마을 운동 등 지구촌 빈곤해결과 인류공영을 위한 공익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국제교류분야2002-2016] 

○ ‘02.3.4.
○ ‘03.5.13. 
○ ‘03.6.1.
○ ‘03.6.26.
○ ‘04.6.21.
○ ‘04.8.5.
○ ‘04.11.23.
○ ‘04.11.29.
○ ‘05.1.18.
○ ‘05.7.6.
○ ‘05.9.8.
○ ‘05.11.10.
○ ‘05.12.5.
○ ‘06.3.27.
○ ‘06.4.27.
○ ‘07.1.22.
○ ‘07.4.12.
○ ‘07.4.26.
○ ‘07.5.17.
○ ‘07.5.23.
○ ‘07.5.27.
○ ‘07.6.5.
○ ‘07.8.29.
○ ‘07.8.31.
○ ‘07.12.6.
○ ‘07.12.16.
○ ‘08.1.2.
○ ‘08.4.15.
○ ‘08.8.8.
○ ‘08.9.26.
○ ‘08.12.27.
○ ‘09.2.14.
○ ‘09.3.15.
○ ‘09.4.1.
○ ‘09.6.9.
○ ‘09.8.13.
○ ‘09.8.27.
○ ‘10.5.5.
○ ‘10.8.10.
○ ‘11.1.18.
○ ‘11.8.12.
○ ‘12.1.24.

Ÿ 국제지도자연합창립(구,10021클럽) 한․미국회의장 및 한미정치경제계주요인사들 발기인참여
Ÿ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워싱턴)방미정치경제사절단 리셉션주관
Ÿ 세계문화올림픽(서울) 조직위원회결성 및 공동주최
Ÿ 한․미의원협의회재개 가교(워싱턴)
Ÿ UN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리언라포트사령관 초청방문 및 지도자 교류
Ÿ 미국하원방한기념만찬(외교공관)토마스데이비스(ThomasDavis)미정부개혁위원회위원장외하원5명
Ÿ 한.미정치포럼 결성 후원(서울)한․미의원친선교류모임결성(25인공동대표 조경태,노영민의원)
Ÿ 주한미상공인단초청포럼(서울)
Ÿ 미국부시대통령취임식(워싱턴)한국주요인사축하사절단파견
Ÿ 세계IOC총회참관(싱가폴)한․미의회의원태권도올림픽종목유지를위한 공식서한전달
Ÿ 중국태안시초청문화교류(중국)
Ÿ 인도정부초청문화교류(인도)한국친선사절단 파견
Ÿ 몽골정부경제사절단 환영리셉션 주관
Ÿ 중국염성시경제문화교류 후원(서울)
Ÿ USO35주년기념행사후원(서울)
Ÿ 국제백신연구소IVI 기금조성 행사후원(오사카)
Ÿ 이준구초대총재 UN초청특강 및 지도자교류(뉴욕)(반기문사무총장외 UN각국대사참석)
Ÿ 러시아모스크바(러시아평화의회)방문 및 지도자교류(이준구초대총재 세계평화상 수상) 
Ÿ 한미동맹협의회(UKAU)워싱턴행사공동주최 사전회동
Ÿ 일본지도자교류 및 초청특강, 동경(미국토머스시퍼주일대사와 회동) 
Ÿ WI_Asia연차총회 지원
Ÿ 대만총통국빈초청국제10021클럽임원초청(대만) (대만총통 및 부처장관, 경제인 교류)
Ÿ 국제백신연구소IVI초청 총재 특강 및 교류
Ÿ 캄보디아지도자교류(서울)캄보디아국회의장,의원.주한대사
Ÿ 외교통상부 소관 사단법인설립허가(제559호)
Ÿ 외교통상부 연주동호회 주한외교사절단초청 및 2007송년자선음악회 후원
Ÿ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
Ÿ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방미행사(워싱턴) 방미경제사절단 워싱턴만찬 공동주최
Ÿ 한중일 3국 대학생 연합 OVAL SEOUL-TOKYO(서울)개최
Ÿ 광주광역시 스미스소니언 공동국제전시회 지원(워싱턴)
Ÿ 외교통상부 연주동호회 주한외교사절단초청 및 2008송년자선음악회 후원
Ÿ 한중일 3국 대학생 연합 OVAL-JEJU국제회의 주최(제주)
Ÿ 엘벡도르츠 국제지도자연합 몽골설립추진위원장추대 및 한국후원회결성 (현, 몽골대통령)
Ÿ (사)국제10021클럽, (사)국제지도자연합으로 명칭변경
Ÿ 국회태권도 동호회 3대 출범식(회장 정병국 의원)
Ÿ 한중일 3국 대학생 연합 OVAL-TOKYO(일본)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공동후원
Ÿ UN경제사회국과 글로벌온라인교육망 네트워크구성협의(뉴욕UN본부방문)
Ÿ 한-중(요녕성정부) 신 농촌 건설 토론회참가 및 글로벌새마을운동에 관한 국제교류 
Ÿ 한중일 3국 대학생 연합 OVAL-BEIZING2010(중국)개최
Ÿ 영국EPL과 차세대 축구지도자양성 및 국제스포츠문화학교설립에 관한 협의
Ÿ 한중일 3국 대학생 연합 OVAL-SEOUL2011(한국)개최
Ÿ 스리랑카 방문, 한국개발경험 전수 협의(스리랑카 정부 정책자문단 수석고문 김학수 총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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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1.
○ ‘12.4.22.
○ ‘12.5.14.
○ ‘12.5.18.
○ ‘12.7.7.
○ ‘12.8.12.
○ ‘12.8.29.
○ ‘12.9.12.
○ ‘12.9.21.
○ ‘12.10.3.
○ ‘12.10.8.
○ ‘12.10.29.
○ ‘12.10.23.
○ ‘12.11.19.
○ ‘12.11.~
○ ‘12.11.~
○ ‘12.11.~
○ ‘12.12.4.
○ ‘12.12~
○ ‘12.12.22.
○ ‘13.319.
○ ‘13.4.16.
○ ‘13.5.31.
○ ‘13.6.18.
○ ‘13.8.17.
○ ‘13.10.6.
○ ‘13.10.24.
○ ‘13.11.1.
○ ‘13.11.28.
○ ‘13.12.4.
○ ‘13.12.21.
○ ‘14.3.28.
○ ‘14.6.17.
○ ‘14.8.7. 
○ ‘14.8.18.
○ ‘14.8.31.
○ ‘14.10.17.
○ ‘14.10.27.
○ ‘14.11.5.
○ ‘14.12.4.
○‘15.3.12/17.
○ ‘15.6.2.
○‘15.8.15/23.
○‘15.8.12/19.
○‘15.10-11. 
○ ‘15.10.19.
○ ‘15.10.23.
○ ‘15.10.24. 
○ ‘15.11.28.
○‘16.1.24.
○‘16.1.28.
○‘16.2.14.
○‘16.4.30.
○‘16.5.4~9.
○‘16.6.12/23.
○‘16.7.17.
○‘16.8.8.
○‘16.10.24.
○‘16.11.28.
○‘16.12.20.

Ÿ UN ISDR(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국제 지도자개발 포럼(의장으로 김학수 총재 진행)
Ÿ UN ISDR“Asia and Pacific Regions DRR & CCA into Development”김학수 총재 의장 겸 기조연설
Ÿ UN ISDR LDF2-MADRID, 국제재난경감 제2차 지도자회의 토론
Ÿ UN ISDR,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 원정재난지역 시찰(김학수총재)
Ÿ One Asia 국제회의(인천)김학수총재 기조연설
Ÿ 한중일 3국 대학생 연합 OVAL TOKYO(일본)개최
Ÿ UN ISDR : CHAR(Cultural Heritage And Resilience)회의
Ÿ KOICA 후원,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주최 소외질병 ODA국제워크숍 진행(김학수총재)
Ÿ 제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참관(정해훈 부회장외3명)
Ÿ UN 재해경감 아시아각료회의(AMCDRR)족 자카르타회의준비
Ÿ KOICA 비상근이사 선정위원회 의장(김학수 총재)
Ÿ UN ESCAP 고위급회의 및 UN반기문 사무총장면담(김학수총재, 인천)
Ÿ 한·몽국제교류협의(오윤게럴 몽골문체광부장관,바이갈마건설부차관,바트톨가울란바트로시의회의장) 
Ÿ 스리랑카 KSP고급관리 방한 환영 만찬
Ÿ 캄보디아 공무원교육제도 자문(조명수사무총장, 행안부)
Ÿ 연세대-말레이시아 대학간 교류협력 증진협의: 말레이대학, MARA
Ÿ 연세대-샤자대, 연세대-아즈만대 교류협정 체결 주선,두바이 
Ÿ 한미친선교류 및 초대 미8군 사령관 해리스워커대장추모식(존디존슨 미8군사령관외 미장병들)
Ÿ UN공공행정국 주관 아프리카 행정발전에 관한 토론(조명수사무총장)
Ÿ 한중일 3국 대학생 연합 OVAL Night
Ÿ 아시아국회의원국제방제회의 및 지도자교류
Ÿ 박근혜 제18대대통령 파주에덴방문 정덕환이사, 김학수총재수행
Ÿ UN공관개소식(인천I-TOWER)참관 및 지도자교류
Ÿ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창립총회 참관 및 지도자교류
Ÿ 제37차 모의유엔총회 후원 및 지도자양성
Ÿ 북한이탈주민 2013한반도통일마라톤대회 후원
Ÿ UN DAY브리핑-UN에스캅과 공동진행
Ÿ UN참전용사후손초청, 평화나눔천사해단식
Ÿ 외교부 IFANS국제심포지엄 참관
Ÿ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출범식 참관 및 지도자교류
Ÿ 2013OVAL NIGHT-KOREA
Ÿ 한중일 방재전문가 회의(김학수총재진행)
Ÿ 유라시아철도국제연합 창립대회(대회장 김학수총재)
Ÿ 제2차 차세대 여성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대회 후원 및 교류
Ÿ 우즈베키스탄 KOICA봉사지원(김학수총재, 김성걸수석부회장)
Ÿ 필리핀 전대통령 환영만찬회 및 지도자교류
Ÿ 수달복원국제세미나 후원 및 공동진행
Ÿ 아랄해개발협력 국제회의KOICA우즈베키스탄 사무소방문
Ÿ 국제저작권기술콘퍼런스 참관 및 국제교류
Ÿ 한-아세아정상회의기념음악회 후원 및 문화교류
Ÿ 세계로평화나눔문화축전위원회 발대식 및 2015 남북미술전 개최
Ÿ UN본부, UN국제바자회(United Nations International Bazaar)초청 및 후원
Ÿ 중국심양, 남북미술전<백두에서 한라까지>
Ÿ 한중일 3국 대학생 연합 OVAL TOKYO(일본)개최
Ÿ 베를린 남북미술전<백두에서 한라까지>
Ÿ OECD과학기술장관회의/세계과학정상회의 초청 및 지도자교류(박기현사무총장보)
Ÿ 제70회 유엔의 날 기념리셉션 초청(김학수 총재, 김성걸수석부회장)
Ÿ 제70회 유엔의 날 기념행사 초청(박기현 사무총장보)
Ÿ 한중일 3국 대학생 연합 OVAL Night개최
Ÿ 2016 OVAL Forum 개최
Ÿ KOICA자문회의 2016신년예산심의 참석(김학수 총재)
Ÿ 한중일 3국 대학생 연합 OVAL SEP(서울)개최
Ÿ 궁중문화축전 2016 어제시 사진전 공동주관(창덕궁인정전)
Ÿ KOICA 피지 사무소 개설 및 피지 블루그린이코노미 컨퍼런스 특강(김학수 총재)
Ÿ 중국 복건성 환경회의 참석 국제교류(김학수 총재, 김성걸수석부회장)
Ÿ 국회 OVAL Forum 개최(동북아시아 3국 경제의 현주소) 
Ÿ 한중일 3국 대학생 연합 OVAL IBC-BEIZING2017(중국)개최 
Ÿ UN오케스트라초청 평화음악회 후원(서울)
Ÿ UN ESCAP 동북아 환경회의 및 폐기물 자원화 논의시찰, 중국(김학수 총재)
Ÿ KBS 1TV 특집생방송 <나눔이 희망입니다>출연(김학수 총재, 김성걸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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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사람들  *괄호안(위촉년도)

상 임 고 문 장경순 : 전 국회부의장, 현 국가원로회의 위원(2002)
고      문 김영관 : 전 성우회 회장, 현 해군사관학교교육진흥재단 이사장(2002)  

김현욱 : 15대국회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현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2002)  
박명환 : 전 국회통일외교통상 위원장(2002) 
이명박 : 초대 국제10021클럽 부총재, 17대 대한민국대통령(2002) 
이종훈 : 전 중앙대학교 총장, 현 덕성학원 이사장(2004)
이정구 : 전 인천항만청장, 현 해항회 부회장(2002)
이홍구 : 전 국무총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2002) 
장만기 : 전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현 인간개발연구원 회장(2004) 
정종택 : 전 환경부 장관, 현 충청대학 명예총장(2005) 
최병렬 : 전 한나라당 대표, 현 새누리당 상임고문(2003) 
한승수 : 전 국무총리, 전UN총회 의장(2002) 
한화갑 : 전 평화민주당 대표, 현 동서협력재단 이사장(2005) 

해 외 고 문 이만우 : 전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현 펜실베니아대학교 교수(2007)
이전구 : 미주뉴욕한인경제인연합회회장,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부회장(2002)  

후원회회장 이수성 : 전 국무총리, 현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사장(2005)  

사무국 임원 

초 대 총 재 이준구 : 미합중국 40대, 41대, 43대 대통령 아.태 정책자문 및 고문(2002) 
세 계 총 재 김학수 : 전 UN사무차장 겸 UN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사무총장(2007) 
초대부총재    김덕룡 : 13~17대 국회의원, 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2002)

김혁규 : 전 경상남도 도지사,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2002)
봉두완 : 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현 한반도 비전과 통일 회장(2002)
정몽준 :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제19대 국회한중의원외교협의회 회장(2002) 
최기선 : 전 인천광역시 시장,(2002)
홍선기 : 전 대전광역시 시장(2002)

부  총  재 강현욱 : 전 전라북도 도지사, 현 조선대학교 이사장(2005)
김진선 : 전 강원도 도지사,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2007)
김태호 : 전 경상남도 도지사,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2004)
김태환 : 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2004)
손학규 : 전 경기도 도지사, 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2004)
심대평 : 전 충청남도 도지사, 현 자유선진당 대표(2004)
안상수 : 전 인천광역시 시장,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재정경제위원장(2004)
염홍철 : 전 대전광역시 시장(2004)
이원종 : 전 충청북도 도지사, 한국지방세연구원이사장(2004)
허남식 : 전 부산광역시 시장(2004)

수석부회장    김성걸 : 현 땡큐21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전 초대사무총장(2002)
부  회  장 정해훈 : 현 경남대학교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 국제10021클럽 2대 사무총장(2005)
            반원익 : 현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국제지도자연합 3대 사무총장(2007)

전  영 : 현 인하대학교 교수, 위즈덤교육포럼 사무총장(2009)

사 무 총 장 현승재 : 현 미국 하버드 아시아 총괄 대표, 미국 링컨대학교 부학장(2017)
사무총장보    박기현 : 전 IMI전문위원, 국제지도자연합(구,국제10021클럽) 설립추진본부장(2002)

이  사  장 조명수 : 전 UN거버넌스 센터 원장, 국제지도자연합 4대 사무총장(2009)
이      사 강호갑 : 현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APEC기업인자문위원회 자문위원(2007)

김기문 : 현 중소기업중앙회 명예회장,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장(2007)
김성진 : 현 차움 차암연구소 소장, 차의과대학교 석좌교수(2014)
김복득 : 현 ㈜진생사이언스 회장(2007)
김일영 : 전 KT 부사장, KT그룹 전략총괄센터장(2014)
민병철 : 현 외교부 공공외교사절,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2004)
한기수 : 현 연세대학교 부총장, 대학교수(2014)

감      사 박준오 : 현 영진로펌, 대표변호사(2014)(2014)
박흠석 : 현 삼일회계법인, 회계사(2014)사(2014)
이광재 : 현 안국글로택스, 대표/세무사(2014)(201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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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약력 - 초대총재 

          이준구 초대총재

현) 미국워싱턴 국회의사당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 태권도 특별지도

현)「JHOON RHEE 태권도 협회」창설자이자 의장.
현)「세계무술협회」창설자.
현)「JHoon Rhee 재단」의 창설자이자 의장.

현)「대한민국국회태권도클럽」상임고문.
현)「국제지도자연합」초대총재.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1939. 3 ~ 1950. 5 수원 신풍초등학교,서울 동성중‧고등학교
1952. 1 ~ 1957. 10 대한민국 육군 중위로 제대
1958. 2 ~ 1960. 5 Southwest Texas Teachers College 수료

      1960. 9 ~ 1962. 5 University of Texas, Austin, Texas 주 . 토목공학전공 12학점 미달
      1995. 4.11   경남대학교 명예 이학박사 학위수여
      2007. 8.22   상명대학교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수여

1947. 4 ~ 1950. 5 한국 서울소재 청도관에서 수련.
1958. 9 ~ 1960. 5 Southwest Texas Teachers College 태권도클럽 지도자.
1960. 9 ~ 1962. 5 University of Texas, Austin,Texas주 소재 태권도클럽 지도자.
1963. 9 ~ 1964. 5 미 국방부 관리 모임 태권도 지도자.

      1965. 2 ~ 현재 미 의회 체육관에서 미의회 태권도클럽 설립.
1967.12 ~ 1968. 2 미 재무성 비밀 국방부에서 태권도 지도자.
1967. 5 ~ 1967. 7 미 해병대 백병전 대비 태권도 지도. 

      1991.12.2 ~ 현재 러시아에 65개의「Jhoon Rhee 태권도」도장 설립,
1985. 7 ~ 1988. 1 미국 레이건 대통령 체육. 교육 특별고문.
1990. 9. 5 ~ 1993 구 소련 옐친 대통령「정치인 훈련양성소」 체육 교육 특별고문.
1988. 1 ~ 1991. 9 미국 부시 대통령 체육. 교육 특별고문.

     1988. 1 ~ 1991. 9 미국정부「Asian American 정책」국가위원회 임원으로 지명.
1991    ~   1993 구 소련 「국회분과위원회」체육. 교육 특별고문.

2001. 8  ~  2004. 7 미국 대통령“아∙태 정책자문위원회”임원으로 지명. 

포상 및 저서
1970 「Chon-Ju」,「Tan- Gun」,「Won-Hyo」,「Chung-Gun」,「Hwa-Rang」등 5권의 책.
1970 태권무를 클래식 및 세미클래식에 맞춰 창안, 안무. 
1970 무술상「Black Belt Hall of fame」(명예의 전당)에 선정.
1974 워싱턴 터치다운 클럽의 「스포츠 상」 수상.
1975 무술상「프로 가라데 전당」에 선정.

1976. 1.18 미국독립200주년「세기의 무술인」으로 선정.
1983 Black belt MAgazine에서 「올해의 인물」선정.

1992. 3.17 조지부시 미국대통령에 의해 721번째「Daily Point of Light」상 수상.
1992. 5.29 조지부시 미국대통령에「Excellence in Community Service」상 시상(백악관)
1993. 5.11 범 아시아 상공회의소에 의해 「Excellence 2000 Award」 수상.
1998. 3.25 「A Vision for the 3rd Milennium」선언문 미국 국회의사록 기록
1999. 6.19 Professional Martial Arts Magazine'「A Life Time Achievement Award」수상
 1999. 1999 미국 「올해의  이민상」수상 (8名 中 1人)
2000. 1 미국 정부 발표「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이민자 203인」에 선정.

2003. 6.28 워싱턴D.C 매년 6월28일을 준리의 날(Jhoon Rhee Day) 로 선포
2007. 4.26 러시아 세계평화의회로 부터「2007 세계평화상」수상.
2007. 5. 16 한국 5.16 민족상 재단으로부터「5.16민족상(사회부문)」수상.
2007. 8. 8 미주동포후원재단으로부터 「자랑스런한국인상」수상.
2008. 9. 26 전 미 무술인 연맹으로부터 「살아있는 전설인상」공로상 수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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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약력 - 세계총재 

김학수 세계총재

[제7대 UN사무차장 겸 UN아태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2000~2007]

■주요약력

학력사항

1960 연세대학교 상학과 
1974 영국 에든버러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77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제학 박사
2005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대학 명예 경제학 박사
      국립강원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경력사항

1969-69 상공부 장관 비서관 
1981-89 UN개발협력국 수석경제기획관
1995-99 UN산하콜롬보플랜(Colombo Plan) 사무총장
1999-00 외교통상부 국제경제담당 대사
2000-07 UN사무차장 겸 UN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사무총장
2007 現 사단법인 국제지도자연합 세계총재
2007 前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2007 前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상임고문
2008 前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이사장  
2012 現 KOICA 비상근이사 선정위원회 의장
2012 現 UN ISDR(국제연합재해경감국제전략)국제지도자개발포럼 의장
2012 現 스리랑카정부 정책자문단 수석고문
2015 現 KOICA 지구촌새마을운동 자문위원

저서

1990 한국의 중장기 개발원조 정책방향
1991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과제와 방향 
1995 OECD 중∙소규모국의 ODA정책과 시사점

수상경력

1992 북방정책에 대한 대통령 표창
2000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 사회∙봉사부문 대통령 표창
2002 제10회 KBS 해외동포 특별상
2003 자랑스런 중앙인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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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약력 - 이사장 

조명수 이사장

[제2대 UN거버넌스센터 원장]

■주요약력

학력사항

1972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1990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2011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주요경력

1976 제18회 행정고시 합격

1993 강원도 철원군 군수 

1996 지방자치기획단 단장

2001 행정자치부 장관실 공보관

2002 LA총영사관 영사 

2000 강원도 행정부지사

2005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실 제도개선 비서관

2006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 개발원 원장

2007 UN직속기구 UN거버넌스센터 원장

2009 前 사단법인 국제지도자연합 사무총장

2015 現 사단법인 국제지도자연합 이사장

2010 現 위즈덤 교육포럼 공동대회장

2010 現 한강생명포럼 이사장

2012 現 강원대학교 국제교류 고문

     現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2013 前 제20대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2015 現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수상경력

1984 국무총리 표창

1994 대통령 표창

2004 황조근정 훈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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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약력 - 사무총장 

현승재 사무총장

[하버드 아시아 총괄 대표]

■주요약력

학력사항

1989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미디어/교육학 B.A. 

1990 링컨대학교 경영학 M.B.A.

2015 하버드대학교 국제비즈니스법 LL.M.

주요경력

1994 The S.F. Examiner. Staff Reporter
2001 California Democratic Party. Outreach Director
2003 Berkeley International Consulting, LLC. Headquarter. Vice President
2010 Lincoln University. International Affairs. Associate Dean
2014 APU Global Pte. Ltd. Headquarter. Member, Board of Directors
2016 Harvard Asia. Initiative Director

기타

     사단법인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OKTA)상임이사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서울사무소 사무총장

     중앙일보 샌프란시스코 지사 편집국 차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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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1.국제지도자양성 2.지도자아카데미 3.지구촌새마을운동 4.글로벌온라인포럼 5.OVAL한.중.일 대학생리더십프로그램 6.멘토링 사업

◉ 중점목표

▷ 지도자 실천운동(지도자들의 모범실천운동(體,德,知). 삶의 지혜전수)  

   지도자 실천운동으로서 사회 지도자들의 모범실천운동(體,德,知)의 선행을 담은 삶의 지혜전수와 

공유운동입니다. 사회 각 분야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다양한 지혜전수와 공유의 

장을 통한 지도자들의 사회적 공헌활동으로 참다운 21세기 지도자상(멘토)을 구축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와 스승의 올바른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 인류 공동체운동(진실하고,아름다우며,사랑이 넘치는 행복한세상만들기운동) 

        인류 공동체운동으로서 진실하고, 아름다우며, 사랑이 넘치는(眞,美,愛)행복한 세상 만들기 운동입니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수하여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와 함께 소외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곤을 퇴치하는데 기여하고 그들과 함께 참여와 공유로 지역 변화

를 도모하여 지구촌 인류의 공동번영과 행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 국제지도자연합 추진사업 및 프로그램 ]

국제
지도자양성
글로벌리더
사이버과정

지도자
아카데미
오피니언

리더

지구촌
새마을운동

발전경험
전수와공유

글로벌
온라인포럼

UN+ILU

OVAL
국제포럼
한⦁중⦁일

대학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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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지도자 양성

○ 목표 및 취지

-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인류사회에 공헌할 차세대지도자양성을 위한 지도력 함양프로그램

- 국제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현장체험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인터넷공간을 

활용한 삶의 지혜 전수의 장

- 유. 무상 교육 사업을 통한 저개발 국가교육지원

v 근거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v 대상 : 성인대상

v 교수 : ILU 교육전문위원들로 구성

l 국내 : ILU교육전문위원, 정부 전. 현직 고위공무원, 지방4대 협의체 구성원, 경제5단체장등 

         각계 오피니언리더들로구성

l 해외 : UN등 국제기구공무원, 국제NGO, NPO종사자들로 구성

l 기타 국제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전문가

ㅇ 예산

Ø 참가자부담 및 ODA교육기금 지원

2. 지도자 아카데미

○ 목표 및 취지

- 사회 각 분야별 지도자들의 인적네트워크형성을 지원하여 지도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국가행정경험, 창업성공기업, 경험이 풍부한 경제인들의 성공Know-how, 경영기법 등의 전수와 네트웍을 

통한 상호정보교류 활성화

- 각 분야별로 차세대지도자들의 경력개발의 기회와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지도 관리하는 

펠로우를 위촉하고, 학생과 일반인,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멘토링 활동을 하도록 지원

v 대상 : 희망자(연령제한 및 신청인심사) 및 회원

v 프로그램

Ø 프로그램1 : 차세대지도자아카데미(청소년대상)

Ø 프로그램2 : 최고지도자과정(MBA과정)(국내.해외,성인대상)

ㅇ예산

Ø 참가자부담 및 사회공익성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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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촌 새마을 운동

○ 목표 및 취지
-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의 빈곤탈출 경험과 행정경험의 지식을 최빈국에 전수하여 유엔에서2015년까지 

지구촌빈곤과 주요 질병을 절반이하로 줄이기 위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사업달성에 일조

- 저개발국 경제개발 전문지도요원양성과 송출, 해외새마을지도자육성

v 대상지역 : 절대 빈곤상태인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지역, 동남아개발도상국

v 프로그램

Ø 프로그램1 : 아프리카 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 저개발국 맞춤형 잘 살기운동 성공모델 새마을운동전수

Ø 프로그램2 : 새마을지도자육성(국내,해외), 해당국가공무원 및 마을지도자교육

Ø 프로그램3 : 한국형성공모델전수(저개발국가)선진농업기술지도 및 IT인프라 구축사업

ㅇ 예산

Ø ODA지원금 및 국제협력단체,  지자체등의 사업기금

4. 글로벌 온라인포럼

○ 목표 및 취지
- 지구촌 각종 현안들에 대한 각 국가 정부들 간의 온라인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UN Online Forum
-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와 지방단체, 지역기업, 시민사회 등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는 장
- 포럼개최 및 전문가 요청 시, WCUN의 회원으로 가입된 국내 및 전 세계 학자들과 전문가, 각국 명사들의 

참여(토론자)자를 컨텍하고, 학생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참여자(Participant)들과 포럼관중(Audience)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포럼

v 대상 : 각 국가정부 및 지방단체, UN에 등록된 국제기구 및 단체

v 프로그램

Ø 프로그램1 : 국가정부 및 국회의원 입법 활동의 지원
Ø 프로그램2 : 세계 지도자들의 외교활동의 지원

ㅇ 예산
Ø 포럼개설 신청단체 부담금 및 UN기금

* WCUN(World Cyber University Network)서비스는 전 세계 상위권대학들의 교육컨텐츠 구축을 지원하여 
구축된 상위권 대학들의 교육 컨텐츠를 개발도상국가 대학들에게 제공하여 지식과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지구촌 빈곤해결과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공익교육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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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VAL 한.중.일 대학생 리더십 프로그램

○ 목표 및 취지
- OVAL은 Our Vision for Asian Leadership의 약자로 동아시아의 미래 리더가 될 한,중.일 3국 대학생들의 모임
- 한.중.일 OVAL Business Contest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활발한 국제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경제경영에 관한 실무적 감각을 향상시켜 Asian & Global Leadership함양

v 대상 : 한국, 중국, 일본3국의 명문대학생

v 프로그램

Ø 프로그램1: OVAL Business Contest
Ø 프로그램2: OVAL Staff Exchange program
Ø 프로그램3: OVAL OVALNight Party
Ø 프로그램4: OVAL Recruiting Seminar

ㅇ 예산
Ø 참가비 및 후원금

6. 멘토링 사업

○ 목표 및 취지
- 각 분야별로 차세대 지도자들의 경력개발의 기회와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지도 관리하는 펠로우를 위촉하고, 학생과 일반인,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멘토링 
활동을 하도록 지원

ㅇ대상 : 희망자(필요시 연령제한 및 신청인 심사) 및 정회원
ㅇ내용
- 사이벗 멘토링 *사이벗(cyber+벗(友)의 합성어)
- 대학 멘토링 펠로우
- 멘토와의 만남(워크숍, 특강, 현장탐방, IPTV등)
- 인턴십 및 경력개발 아카데미
- 취업 및 창업 멘토링

ㅇ프로그램
Ø 프로그램1: 학생모의UN총회(초중고대상)
Ø 프로그램2: OVAL 컨테스트(국내. 해외; 대학생대상)
Ø 프로그램3: 멘토링 사업

ㅇ예산
Ø 자원봉사 및 별도참가비

지구촌 인류의 행복한 가치를 위해 지도자들의 나눔이 선행되는 곳!

정보의 교류와 다양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곳!

국제 상호간의 이해와 우정을 나누는 국제친선교류의 장으로

지도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16년도 위즈덤교육포럼 행사결과 보고서

학술대회명
(국문) 위즈덤교육포럼 2016학술세미나

(영문) Wisdom Education Forum, 2016 Academic Seminar

주관 기관

기관명 (사)국제지도자연합
위즈덤교육포럼 연락처

☎ (02)786-6864

Fax (02)786-6866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여의도동) 에스트레뉴빌딩904호

홈페이지 www.wisdomedu.co.kr E-mail think4728@naver.com

대 표 자
성  명 배종수 생년월일 1948년 3월20일 전화번호 (02)786-6864

소  속 서울교육대학교 직 위 교수 전 공 수학교육과

개최 기간 2016년 7월 7일 목요일
개최 
장소

국회 도서관 대강당

참가 실적

인     원

참가 역할 내국인 외국인 참가자 직위

기조 발제자 1 교수/전 교육부장관

주제 발표자 7 교수/교장/교사

토 론 자 14 교수 및 교수급/교장

사회 2 교수 및 총장급

일반참가자 326 기타 교육관계자 및 대학(원)생

계 350 0

발표논문 36편 논문발표인원 계 36명 (국내 : 36명, 국외 : 0명 [ 1개국])

대회구분 국내 ( ○ ) / 국제 ( )

위와 같이 학술대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프로시딩) CD 1부.

2)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서식 1, 2, 3, 4 양식) 각 1부.

3) 위즈덤교육포럼 2016 학술세미나 프로그램 1부.

4) 성과확산 영상물 USB 1부 끝.

2016년 8월 24일

기관명 (사)국제지도자연합 위즈덤교육포럼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식1>

학술대회개최 결과보고서

▣ 학술대회 지원현황 및 결과보고

사업년도 2016년 학문분야명 인문사회학
주관기관  (사)국제지도자연합 위즈덤교육포럼
대표자 소속 위즈덤교육포럼 성명 배종수 연락처 02-786-6864

학술대회명 위즈덤교육포럼 2016학술세미나
개최기간 2016년 7월 7일(1일) 개최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대회구분 국내 공동개최기관
주제명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현장, 인성교육 실천방안

키워드
한글 인성교육, 문제는 실천이다.
영문

행사책임자 소속 위즈덤교육포럼 성명 배종수 연락처 02-786-6864

▣ 학술대회 개최실적

구분
발표

논문수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일반

참가자
합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계획 38 8 13 2 410 450
실적 36 8 14 2 326 350

개최실적
미비사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시간과 겹치는 관계로

 적극적 활동성이 강한 교장선생님들이 참석 못하여 불참자가 많았음. 

▣ 학술대회 경비 집행 내역서

총 소요액 50,910 천원 재단 지원액 20,000 천원

지출비목 지원액(원) 집행액(원) 집행 내역
발표논문집
발간 경비 13,100,000원 24,210,000원 538p x 1000부 x 45원 = 24,210,000원

장소 사용료 0 천원

외국인 학자 
초청 경비 0 천원

참가자 수당 5,400,000원 8,200,000원
발표자 : 8명 = 2,600,000원   토론자 : 14명 = 1,400,000원

사회자 : 2명 = 800,000원   특별기고 = 1,400,000원
진행요원 : 20명 = 2,000,000원

성과확산 
경비 1,500,000원 1,500,000원

온라인 학술대회
(Webinar) 경비 0 천원

기타 0 천원 17,000,000원
홈페이지 제작 = 4,000,000원  행사기획비 = 5,000,000원

제잡비 = 8,000,000원

합계 20,000,000원 50,910,000원 부족금액은 자체경비 충당함.



<서식2>

학술대회 개최 세부 내용

1. 학술대회개요

현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열기 위해 나의 행복과 더
불어 타인의 행복을 배려하는 인성 함양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관용과 배려, 협
력 등에 기초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ㆍ가정ㆍ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교육부에서는 학교, 가정, 사회의 인성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실천 중심의 종합적
인 인성교육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
가ㆍ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는 구
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
법(2015.1.20.제정)이 세계최초로 제정되어 지난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을 의무
화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위즈덤교육포럼 2016학술
세미나에서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현장, 인성교육 실천방안“을 주제로 
지난 1년간의 인성교육현장의 사례를 살펴보고 인성교육에 대한 효율적이고 구체
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학술대회 개최효과 및 활용방안

가. 필요성

한국교육개발원의 인성검사 실시결과자료에 의하면 학생의 행복과 인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의 인성은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정
서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부정정서와는 부적인 관계가 유의하여 이들 변인
의 통합으로 산출되는 행복(=만족도+긍정정서-부정정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 강조는 결과적으로 학생의 인성수준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학교현장과 가정에서 학
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상호보완적인 인성교육강화 및 인성교육확산을 하려면,

정부의 교육정책, 학교현장의 수업진행방식은 어떤 혁신을 추구해야 하고 어떤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본질
에 충실한 인성중심 교육 강화를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인성교육 수업 모델의 
검증과 관련 연구, 다양한 적용사례에 대한 논의와 토론으로 학교-가정-사회가 함
께 참여할 수 있는 학교현장, 인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교육 전략의 
재탐색의 장이 필요함

나. 기대 효과

- 미국과 독일, 핀란드, 프랑스에서는 교육본질에 충실한 인성 교육을 중심으로 학

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일상적인 인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과에서 다

양한 수업․평가 방법을 통해 공감․소통 능력 함양과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

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행복교육이라는 정책을 기



조로 인성교육진흥법(2015.1.20.제정)을 제정하여 지난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형성과 함께 국가단위 그리고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 따라서 현 정부의 “희망의 새시대를 열기위한 인성교육강화” 정책의 실현은 나

의 행복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을 배려하는 인성함양이 필요하다. 학교현장의 행

복한 공동체구축과 나아가 학생과 국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

다.

- 이번 학술포럼은 정부의 인성교육강화 정책의 실현을 위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과정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성교육모델의 

사례와 대안을 제시, 관용과 배려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

해 학교ㆍ가정ㆍ사회가 함께하는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 활용 방안

-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현장의 사례와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

로 교과수업과 상호연계한 교사교육의 즉시 현장 활용 가능

- 인성교육모델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적 인

성교육을 통하여 행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자율적 행동 능력, 지적도구 활용 능력의 핵심역량을 함양, 미래인재양성에 활

용

3. 대회 참가자 인적사항 

가. 참가자 인적 사항 (발표, 토론, 사회자[좌장], 특별기고에 한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발표(토론) 주제명 비고

발

표

자

확정(8명)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인성교육, 문제는 실천이다.

조  벽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 인성교육의 실천과 삼율

이혁규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수업변화를 통한 인성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우문식 안양대학교 교수 행복이 인성을 키운다.

손경원 서울대인성교육센터 수석
연구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방향

권영애 경기 순곡초등학교 교사 인성교육“미덕깨우기”가 
답이다.

김연정 경북 성주중학교 교사 하브루타현장 
인성교육 적용 노하우

이점영 중앙대부속초등학교 교장 급변화시대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정( 명)

계 8 명

토

론

자

및

특

별

기

고

확정(28명)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

위기시대의
오바마와 말의 힘(言力)

이기수
고려대학교 전총장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전총장 교수 시대정신과 인성교육

안양옥 전 한국교총회장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인성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제갈 정 웅 전 대림대학교 
총장

명예
교수

감사나눔이 성인의 인성을 
변화시킨다

배종수
서울교육대학교
위즈덤교육포럼 

상임대표

명예
교수

자녀들이 교사가 되어 
부모들과 함께 즐기는 

토론수학교육

김영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교수

행복한 시민교육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방안

강충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행복한 학급 조성을 위한 
교사의 역할

김익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

우리 교육의 國學을 계승한 
공자의 효사상과

인성교육의 원리(2)

민경훈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인성교육으로서 학교 

음악교육의 본위

이규석 한국청소년인성진
흥협의회 상임대표

상임
대표

현행 학교 인성교육 방안 
개발과 적용 소고

신규동 전 청학고등학교 교장 환경이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

김흥기 모스크바 국립대 
행정대학원

초빙
교수

창의인성교육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김용기
(사) 충효예 

실천운동본부, 
교육원 교수부장

교수 인성교육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월 호 동국대학교 교수 인성(人性)진단과
성향별 명상법

정동섭 가족관계연구소 소장 유교문화가 한국의 결혼에 
미친 영향

이성렬 벌교고등학교 교장 벌교고 인성교육,
하브루타로 실천하다!

백양순 한국IT융합기술협회 회장 SW 디자인 싱킹
(Design Thinking)

조애영 김포 은여울중학교 교장 인성이 실력입니다

박임진 미래창조교육연구원 원장 ʻ인성교육의 상담심리학적 
접근방안ʼ

박예진 (주)아들러코리아 
대표

대표
이사

부모의 인성이 자녀의 
인성이다

전성수 부천대학교 교수 질문이 있는 교실을 위한 
하브루타의 활용



나. 참가 인원

분  야  별
참  가  자  수

계 비  고
국  내 국  외

대학 교수 40명 개국    명 40명

전공 학자 및 전문가 160명 개국    명 160명

대학(원)생 50명 개국    명 50명

계 250명 개국    명 250명

이외에 
일반참가자.

학부모등 
100명 참석

 박영하 칭찬교육연구소장 소장 칭찬이 필요한 사회

김상인 한국행복가정상담
아카데미 대표 ʻ인성교육 핵심가치 덕목 

실천을 위한 부모의 역할ʼ
어기준 한국컴퓨터생활연

구소 소장 사이버 범죄 실태와 
청소년의 인성

고현승 그레이스 아카데미 교사 좌충우돌(左衝右突)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김희자 경북 신상중학교
수학
교사

아이들에게 거꾸로
수업을 돌려주다.

-거꾸로 교실에 담은 질문과 
배움의 행복수업-

 조기형 지오 맛 아카데미 대표 맛이 주는 감각에 집중하는 
노력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사

회

자

확정( 2명)

강선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전 고려대학교
교무부총장

교수
예정( 명)

계   2명 전  영 인하대학교 교수

합계 38명 계 명



<서식3>

자체평가서

학술단체명 위즈덤교육포럼 지원금액       20,000 천원

행사명 위즈덤교육포럼 2016학술세미나

행사책임자  소속 :  위즈덤교육포럼  직위(급) : 상임대표   성명 : 배종수     (인)

평가책임자
(대표자)

 소속 :  위즈덤교육포럼  직위(급) : 상임대표   성명 : 배종수     (인)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A B C D E

① 학술행사 목표의 달성도 20 20 16 12 8 4

 - 추진계획 및 추진목표의 달성도 20 20 16 12 8 4

② 학술행사 수행방법의 적절성 20 20 16 12 8 4

 - 행사개최를 위한 추진절차의 적합성 10 10 8 6 4 2

 - 지원비 사용의 적정성 10 10 8 6 4 2

③ 학술행사개최 결과의 질적수준 30 30 24 18 12 6

 - 발표결과물의 질적 우수성 및 활용방안 15 15 12 9 6 3

 -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도 15 15 12 9 6 3

④ 학술행사 개최효과 30 30 24 18 12 6

 - 관련 학문발전 및 학술교류에의 기여도 30 30 24 18 12 6

합계 94/100

※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 A, B, C, D, E”으로 평가

나. 합계(100점 만점)는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합을 산출

※ 행사 책임자는 행사 실무 총괄책임자로 하고, 평가책임자는 주관 학술단체의 장으로 함



<서식4>

1) 후원명칭사용, 장관상, 축사현황

2) 행사진행과정 중 특이한 내용

참가자 신청을 받으면서 일선에 계시는 교장, 장학관, 장학사, 교수님으로부터 프로그램이 

좋다는 칭찬을 많이 받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시간관계로 능동적 활동력

이 강한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불참함.

3) 건의사항

행사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금이 요구됩니다. 

후원기관 축사(성명) 부총리겸 장관상

교육부 국회의장 정세균 부천대 교수 전성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부 장관 이준식
한국IT융합기술협회 

회장 백양순

한국연구재단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상임대표 정병국

OVAL KOREA

회장 이충찬

KAIST대학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 유성엽

예원예술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윤호군

조선일보
부산교대 총장

한국 교총회장 하윤수

한국IT융합기술협회

대회사 

고려대학교

전 총장 이기수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격려사

국제지도자연합 

세계총재 김학수

환영사

서울교대 명예교수 

배종수



3)   위즈덤교육포럼 2016학술세미나 프로그램 구성 

  1부 식전행사 (12:30~14:40) 2016.7. 7.(목) 12:30~19:10

시 간 세부내용 발표자

12:30~13:25  등록 및 접수

13:30~13:35 국민의례 사회자

13:35~13:45 내ㆍ외빈소개 전  영 위즈덤교육포럼 공동대표

13:45~13:50 대회사 이기수 고려대학교 前총장

13:50~13:55

축사

정세균 국회의장
이준식 교육부 부총리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상임대표
윤호군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13:55~14:00

14:00~14:05

14:05~14:10

14:10~14:15 격려사 김학수 국제지도자연합 세계총재

14:15~14:20 환영사 배종수 위즈덤교육포럼 상임대표

14:20~14:25 장학금전달 백양순 위즈덤교육포럼 공동대표

  2부 학술세미나 (14:40~19:10)

 좌 장 : 강선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前고려대학교 부총장

시 간 제 목 발표자

Ⅰ. 기조발제

14:40~15:00 인성교육, 문제는 실천이다.
문용린前교육부장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Ⅱ. 주제발표 

15:00~15:20 1. 인성교육의 실천과 삼율 조  벽
동국대학교 교수

15:20~15:40 2. 수업변화를 통한 
  인성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이혁규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15:40~16:00 3. 행복이 인성을 키운다. 우문식
안양대학교 교수

16:00~16:15 4. 인성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방향

손경원
서울대학교 인성교육센터 수석연구원

16:15~16:30 5. 인성교육 “미덕깨우기”가 답이다. 권영애
경기 손곡초등학교 교사

16:30~16:45 6. 하브루타 현장
  인성교육적용 노하우

김연정
경북 성주중학교 교사

16:45~17:05 7. 급변화 시대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점영
중앙대 부속초등학교 교장

17:05~17:50 종합토론 전문패널 및 참석자

17:50~18:00 감사장 및 공로패 수여 배종수
위즈덤교육포럼 상임대표

18:00~18:10 기념촬영

 18:10~19:00 폐회 및 만찬

Ⅲ. 특별기고 및 토론자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外 27명의 교수







                                                           내 용 

 
1부 개회행사 (13:00 ~ 14:40) 

                                                     

   사회 : 전  영 위즈덤교육포럼 공동대표 
           장희영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3:00 ~ 13:30     등록 및 접수 

13:30 ~ 13:35       국민의례 

13:35 ~ 13:45 내․외빈소개 전   영  위즈덤교육포럼 공동대표 

13:45 ~ 13:50 대 회 사 이기수  고려대학교 前 총장 

13:50 ~ 13:55 

축     사 

정세균 국회의장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성엽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국회의원 
윤호군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13:55 ~ 14:00 

14:00 ~ 14:05 

14:05 ~ 14:10 

14:10 ~ 14:15 격 려 사 김학수 국제지도자연합 세계총재 

14:15 ~ 14:20 환 영 사 배종수 위즈덤 교육포럼 상임대표 

14:20 ~ 14:25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 백양순 위즈덤 교육포럼 공동대표 

14:25 ~ 14:40    기념촬영 / Coffee Break 

  2부 학술세미나 (14:40 ~ 18:10)   좌장 : 강선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 기조발제 

14:40 ~ 15:00 인성교육, 문제는 실천이다 문용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제40대교육부장관 

 II. 주제발표 

15:00 ~15:20    1. 인성교육의 실천과 삼율 조   벽 동국대학교 교수 

15:20 ~15:40    2. 수업변화를 통한 인성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이혁규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15:40 ~16:00    3. 행복이 인성을 키운다 우문식 안양대학교 교수 

16:00 ~16:15    4. 인성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방향 손경원 서울대학교 인성교육센터 수석연구원 

16:15 ~16:30    5. 인성교육 “미덕깨우기”가 답이다 권영애 경기 손곡초등학교 교사 

16:30 ~16:45    6. 하브루타현장, 인성교육적용 노하우 김연정 경북 성주중학교 

16:45 ~17:00    7. 급변화시대,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점영 중앙대 부속초등학교 교장 

17:00 ~17:40 종합토론 

17:40 ~17:50 감사장 및 공로패 수여     배종수 위즈덤교육포럼 상임대표 

17:50 ~18:00      기념촬영 

 18:10 ~      폐회 및 만찬 

 III . 특별기고 및 토론자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 외 29명의 전문가 

     위즈덤교육포럼2016 학술세미나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대 회 장 이기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前고려대학교 총장 

공동대회장 

배종수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위즈덤교육포럼 상임대표  

조명수 국제지도자연합 이사장 / 前UN거버넌스센터 원장 

백양순 위즈덤교육포럼 공동대표 / 한국IT융합기술협회 회장 

조직위원회 위원장 전   영 인하대학교 교수 / 국제지도자연합 부회장 

가나다..순 

감사나눔위원회 위원장 김용환 감사나눔신문사장/발행인 

교수학습평가위원회 위원장 김판수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Ph.D 

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만구 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Ph.D 

교육평가위원회 위원장 박형량 (사)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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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오늘 기조발제로 본 학술포럼을 빛내주실 문용린 이사장님, 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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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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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의 인성이 문제가 되면 사회적 문제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부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대기업, 성폭행·음주음전·대작 논란의 연예인들, 
그리고 법조비리사건과 정치와 종교계 비리 등은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9조)를 망각한, 
도덕적 인성이 결여된 데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인성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인성
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지난 3년간 미래인재육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시행과 함께,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학술세미나는 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인성교육 및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한 심도 깊은 
고민의 장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국가정책과 교육현장에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교육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자리하신 지도자와 전문가 여러분들의 교육현장 경험과 고견이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백년지대계를 밝히는 사회와 국가의 큰 등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 학술세미나를 준비하고 수고해주시는 배종수 상임대표님, 전영교수님, 백양순 공동대표님, 사무국을 
총괄해주시는 박기현 위원장님과 행사진행을 돕고 있는 오발코리아 대학생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위즈덤교육포럼 2016학술세미나 대회장

고려대학교 전 총장,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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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먼저 국회 정기학술세미나인 “위즈덤교육포럼 2016학술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백년대계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위즈덤교육포럼의 왕성한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국가와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정병국 의원님과 귀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신 이기수 대회장님, 김학수 총재님, 배종수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학술세미나 조직위원회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문용린 이사장님을 비롯한 패널 및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도를 넘어선 유명인들의 도덕적 해이나 각종 묻지마 범죄, 증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성 결여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의 인성교육과 실천방안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공동체의식과 윤리의식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학생들과 국민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인성교육 환경의 조성은 가정과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이나 정책과 제도를 다루는 정치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국회가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 특권 등을 대폭 손질,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버리고 분골쇄신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철학과 방식은 달라도 아이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한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자녀교육 및 인성문제와 관련한 교육정책에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경쟁의 교실을 창의와 협력의 교실로 바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에서 접근하도록 하였고 우리 아이들이 강화된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각자의 노력과 재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비롯하여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진로교육법」등도 우리 자녀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정치권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 노력한 성과입니다. 
20대 국회에서도 30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활동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본 행사를 위하여 공동대회장으로 수고해주시는 전영 교수님, 백양순 회장님, 조명수 사무총장님, 포럼 사무국의 
박기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세미나가 사회와 국가, 인류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찾아내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국회의장 정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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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입니다.
위즈덤교육포럼 2016 학술세미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정병국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제지도자연합 관계자 
여러분과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범죄를 보면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복지 
국가를 만들고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교육이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입시와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과 창의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성교육과 전인적 성장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행복과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추구할 줄 
아는 배려와 봉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과 자아존중감을 키워서 타인을 배려하고, 
국가와 사회에도 봉사할 줄 아는 성인으로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모든 교과에서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배우고 토론과 협력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인‘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실천방안’도 우리부가 가장 고민하고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논의해 주시는 전문가 분들의 발전적인 제언들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훌륭한 이정표가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계의 전문가 
분들이 모이신 자리인 만큼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인성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인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즈덤교육포럼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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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입니다.
 
제20대 국회는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은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국회는 정반합(正反合)의 이상적인 
협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가 될 것임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즈덤교육포럼 배종수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인성은 ‘미래지향적 인재’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만을 갖춘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협력과 배려의 올바른 사회적 인성을 갖춘 ‘참된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 이와 같은 
인재의 중요성을 알고, 그동안 인성중심의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포럼의 
지속적인 개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선함이 없는 지식은 악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인성의 중요성을 잊고 있었습니다. 본 포럼은 인성의 중요성을 
망각한 우리에게 늘 경종을 울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본 포럼의 가치가 더욱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이들의 인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바른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 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포럼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의 마련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영 교수님과 공동대회장이신 백양순 
회장님, 조명수 사무총장님, 그리고 박기현 실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 성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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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병국입니다. 

‘학교현장의 인성교육실천방안’이라는 의미 있는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위즈덤교육포럼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기조발제로 함께 해주시는 문용린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밀려오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불굴의 의지와 
단합된 정신으로 헤쳐 오면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교역규모 8위, 경제규모 

15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초고속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인성을 등한시한 물질만능 주의, 생명경시 풍토, 무한경쟁 체제, 
성적중심 교육 등 사회의 부작용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현재 OECD 기준 자살률 
1위, 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날로 심각해져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27위로 최 하위권이며, 사회 양극화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성의 결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3년 2월,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뜻을 모아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을 결성하였습니다. 인성포럼은 2014년 세계최초 인성교육을 법제화한 ‘인성교육
진흥법’을 발의 하였으며, 지난해 제정되어 이제 시행 1주년을 맞아 학교를 비롯하여 가정과 사회 곳곳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성은 교육의 한 요소를 넘어 사회와 국가의 본질을 지탱하는 큰 기둥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이번
‘위즈덤교육포럼 학술세미나’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올곧은 방향이 설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 깊은 자리를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전해드리며, 대한민국이 
국민 개개인의 올바른 인성으로 더욱 밝고 따듯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상임대표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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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하윤수입니다.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학교현장 인성교육 실천방안’라는 주제로 2016년 위즈덤 
교육포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위즈덤교육포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경이적인 속도의 경제발전과 수백 년에 걸쳐 이루어진 서구권의 근대화 
과정을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경험한 우리는 괄목할만한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내면적 성숙은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뤄지던 전통적 형태의 
인성교육이 약화되고, 개인의 인격적 완성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성적지상주의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개인주의가 사회에 만연하면서, 상대적으로 공공선의 추구, 배려와 같은 공동체적 가치 또한 
많이 쇠락하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변화의 초점이 인성교육으로 맞춰진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2014년 12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지난해 7월 시행령 제정․공포와 함께 
안정적 인성교육 시행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구호로서만 강조되었던 인성교육이 우리교육의 핵심가치로 
부상하는 가운데, 학교뿐만이 아닌 사회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적 과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최우선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인간상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춘’, 즉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적․정책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권이 존중받는 가운데, 
교원이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총은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교직의 도덕성과 전문적 자질을 높이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인성교육의 실천자로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성의 모범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대한 
방법론적 전문성을 가지는 가운데 교직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교원들이 저소득층, 농산
어촌,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활동에 동참하여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현장의 노력에 가정과 사회, 정부의 각 부분이 공동의 협력을 
더한다면 인성교육은 사회에 기반을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인성교육이 우리 교육과 사회 전반적으로 착근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음에 있어서 유용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부산교대 총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하 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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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윤호군입니다.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실천방안’라는 주제로 위즈덤교육
포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학술세미나 
개최에 참석해주신 정부, 교육관련기관, 학계, 교장, 교사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위즈덤 교육
포럼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사회는 그 동안 세계가 놀랄 정도로 큰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이루어온 힘은 분명 ‘인재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교육에 치중하다보니,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학교 교육과정에 피부에 느낄 만큼 
효과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하고 다소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한 인성교육으로 
인해 우리는 학교, 군대, 직장 등 사회생활 곳곳에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우리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인(仁)과 
예(禮)를 갖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효(孝)를 행할 줄 알며, 다른 사람과의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고, 정직하며, 자신의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으며, 협동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인성을 길러내야 한다는데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져 시행되면서. 인성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것이지만, 인성교육은 결코 제도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만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인성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가정, 사회, 정부 등 모두가 함께 나서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대학에서도 초중등교육과정까지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을 대학교육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그 흐름을 잘 연결하여 체계적인 인성교육과정을 설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세미나에서는 학교현장 등에  ‘인성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를 두고 많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학술세미나의 연구결과가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윤 호 군



격려사 | 김 학 수 국제지도자연합 세계총재

위즈덤교육포럼 2016학술세미나 17

격 려 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학교현장의 인성교육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2016년도 
위즈덤교육포럼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학술세미나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이준식 부총리님, 유성엽 위원장
님, 정병국 국회의원님, 이기수 총장님, 강선보 교수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학술
세미나의 기조발제를 해주실 문용린 이사장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특별 기고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본 포럼의 출범에서 부터, 사무총장직을 맡아서 헌신하시는 전영 교수님과 공동대회장이신 백양순 
회장님, 조명수 사무총장님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화시대의 미래인재양성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제사회의 미래입니다. 미래사회는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인류의 화합과 번영,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글로벌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춘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어릴 때부터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고 약자와 소수에 대한 배려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국제적 소양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포럼은 정부의 인성교육 강화 정책의 실현을 위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이고 실제적인 인성교육모델의 사례와 대안을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공동체의식으로 국제사회
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본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창의인성 융합교육에 대한마련과 학교현장의 갈증이 해소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차세대 미래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학술세미나의 사무국 실무를 맡아 수고하시는 박기현 실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분들과 위원장님
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매년 포럼진행을 돕고 있는 OVAL KOREA 대학
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前 UN사무차장 겸 UN아태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사)국제지도자연합 세계총재 김 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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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위즈덤교육포럼 2016 학술세미나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방문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 이준식 부총리님,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님, 정병국 의원님, 오늘의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김학수 총재님, 
김성걸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특별히 귀한 발표를 수락해주신 문용린 이사장님, 
학술포럼 좌장을 맡아주신 강선보 교수님을 비롯한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께도 위즈덤교육포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에 많은 교수․
학습 방법이 있었습니다. 완전학습, 단계형수준별학습, 열린교육, 자기주도학습, 스템(STEAM)교육 등이 있었지만 
이들 교수․학습 방법들은 교육현장의 흔적만 겨우 남기고 사라진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의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6년 현재,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스토리텔링수학, 
거꾸로 학습, 하브루타, 토론학습, 수행평가 등이 학교 현장에 시행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교육계의 한사람으로서
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또 과거처럼, 이들 교수․학습 방법들이 교육 현장
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학교 현실은 인성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열악
합니다. 교육 현장은 학생들의 자율성보다는 부모들의 교육 시간 관리에 의한 강제성의 일정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은 주입식 교육과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생이 자율적
으로 오랜 시간, 교육 현장의 다양한 삶과 경험을 통하여 길러진다고 생각해볼 때, 학생들에게 인성을 
개발할 기회의 장과 시간, 교육의 대상이 부족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육이 잘되려면 참으로 많은 변수들을 검토하고 연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중에서 인성 교육이 
잘되려면 더욱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연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와 국회가 
어렵게 마련한 교육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교육현장의 학생들에게「어떻게」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누구에게, 무엇을, 왜」라는 관계와 협력의 시각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교사들이 수업시간
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수정, 보완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학술세미나
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학술포럼이 교육자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진심으로 고민
하는 논의와 수정 보완의 장이 되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세미나를 지원해 주신 교육부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사회를 맡아서 
진행해주시는 전영교수님, 장희영 교수님 그리고 포럼사무국을 총괄하며 수고해주시는 박기현 실장님과 
오발코리아 대학생 여러분, 자원봉사로 수고하시는 라온제나 인하대학교 행복동아리 여러분, 장학금 
후원으로 해마다 정성을 다해주시는 백양순 공동대표님과 후원을 해 주신 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학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위즈덤교육포럼 상임대표 배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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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덤교육포럼 2016 학술세미나
좌장 

2부 학술세미나

강선보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前 교무부총장)

 
Ÿ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문학사/ 부전공:영문학)
Ÿ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Ÿ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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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前 고려대학교 교무부총장

Ÿ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교 연구교수(문교부 연구지원)
Ÿ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교수(교육부 연구지원)
Ÿ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소장
Ÿ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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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덤교육포럼 2016 학술세미나
기조발제

인성교육, 문제는 실천이다

 

문용린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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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제40대 교육부 장관
Ÿ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Fulbright 교환교수
Ÿ 한국 HDR 학회, 부회장
Ÿ 긍정심리학회 회장
Ÿ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APER), 편집위원장 
  
Ÿ 국제학술지협의회 회장
Ÿ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Ÿ 前 서울특별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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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덤교육포럼 2016 학술세미나
주제발표 1

인성교육의 실천과 삼율

조  벽 |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Ÿ 위스콘신대 기계공학 학사
Ÿ 노스웨스턴대 기계공학 석사
Ÿ 노스웨스턴대 기계공학 박사
Ÿ 캘리포니아 주립대 -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 기계공학
Ÿ 연구원 미시간공과대학 기계공학 교수
Ÿ 동국대 CTL 석좌교수

Ÿ 주요 연구실적 및 저서
Ÿ 한국인이 반드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조벽, 최성애, 명진, 1998.
Ÿ 조벽교수의 명강의 노하우 & 노와이 조벽, 해냄, 2001
Ÿ 글로벌 정보사회의 전개와 대응; (이장규 외) 조벽, 나남, 2002.
Ÿ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 조벽, 해냄, 2004. 
Ÿ 조벽교수의 인재혁명, 조벽, 해냄, 2010. 
Ÿ 감정코칭, 가트맨,최성애.조벽 공저, 한경, 2011. 
Ÿ 희망특강, 조벽, 해냄, 2011.
Ÿ 청소년 감정코칭, 최성애.조벽 공저, 해냄, 2012.
Ÿ 인성이 실력이다, 조벽, 해냄, 2016. 
 



위즈덤교육포럼 2016학술세미나 43

위즈덤교육포럼 2016 학술세미나
주제발표 2

수업 변화를 통한 인성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이혁규 |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Ÿ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일반 사회 전공 학사, 석사, 박사
Ÿ 서울 성내중,가락중,경복고 교사
Ÿ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교육연구원장, 정책개발원장 등 역임 
Ÿ 교육인적자원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前)
Ÿ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 정책자문위원(前)
Ÿ 충청북도교육청 행복씨앗학교 선정평가위원
Ÿ 한국교육인류학회 부회장/ 편집위원장
Ÿ 한국열린교육학회 부회장
Ÿ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Ÿ 미래교실네트워크 대표

Ÿ 주요연구실적 및 저서
Ÿ 한국의 교육생태계(2015) 
Ÿ 누구나 경험하지만 누구도 잘 모르는(2012), 
Ÿ 수업 비평의 눈으로 읽다(2008)
Ÿ 교과교육 현상의 질적 연구(2005) 등 다수 

 



위즈덤교육포럼 2016학술세미나 59

위즈덤교육포럼 2016 학술세미나
      주제발표 3

행복이 인성을 키운다

우문식 | 한국긍정심리연구소 소장, 안양대학교 교수 

 
Ÿ 안양대학교 경영행정 대학원 경영학 (조직심리) 석사 
Ÿ 안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조직심리, 긍정심리) 박사
Ÿ 로버트 디너의 긍정심리학 코칭 과정수료
Ÿ VIA 강점 전문가 과정 수료(미국)
Ÿ VIA 성격강점 전문가 과정 수료(미국)
Ÿ 삼성경제연구소, 포스코 등 기업 강의
Ÿ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등 강의
Ÿ 현재 한국긍정심리연구소 소장
Ÿ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Ÿ 한국긍정심리협회 회장

Ÿ 저서
Ÿ 긍정심리학의 행복
Ÿ 행복 4.0 / 긍정심리학은 기회다
Ÿ 만 3세부터 행복을 가르쳐라 등 다수의 저서
Ÿ <긍정심리가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석사 논문

Ÿ <행복의 관점과 인구 통계적 차이에 관한 연구> 논문
Ÿ <긍정심리의 긍정정서와 성격강점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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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4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방향

손경원 | 서울대학교 인성교육연구센터 수석연구원

 
Ÿ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박사과정 윤리교육과 교육학 박사
Ÿ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연수연구원
Ÿ 청소년 정책연구원 공동연구원
Ÿ 한국학 중앙연구원 공동연구원
Ÿ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원
Ÿ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Ÿ 인성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원
Ÿ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Ÿ 인성교육연구센터 객원 연구원 및 서울대 강사

Ÿ주요 연구 실적 및 저서 
Ÿ 가해자 집단의 인성특징에 따른 괴롭힘 역할 성향 및 인성교육의 효과성 차이. 윤리
교육연구 
Ÿ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에 따른 인성특징과 또래 괴롭힘 친화성의 영향변인 연구. 
초등도덕교육연구
Ÿ 인성교육의 연구 동향과 과제. 윤리교육연구
Ÿ 도덕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과 도덕과 핵심 역량 개발. 윤리교육연구
Ÿ 도덕적 정체성에 근거한 인격교육연구. 윤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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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5

ʻʻ인성교육, <미덕 깨우기>가 답이다ʼʼ
-버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권영애 | 손곡초등학교 교사

Ÿ 청주교대 
Ÿ 가천대 일반대학원 
Ÿ 아주대 일반대학원  
Ÿ 스승의 날 우수교사  
Ÿ 경기도 연구년 우수연구교사
Ÿ 인성교육 동아리 우수모델
Ÿ 교실 평화헌장 실천
Ÿ 교실수업개선 
Ÿ 스승의 날 우수교사 
Ÿ 연구대회 푸른기장상
Ÿ 전국현장연구논문 대회
Ÿ (단계별 EQ향상 프로그램 개발)
Ÿ 교육실습생 지도교사
Ÿ 학급경영대회 최우수 교사
Ÿ 학습지도연구 최우수교사
Ÿ 종합장학활동 우수교사 
Ÿ 학습지도연구 우수교사 
Ÿ 체육 연구상(종목: 수영)

 Ÿ 전국현장연구논문 :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단계별 EQ향상 프로그램 개발 
Ÿ 대한가정학회 학술지 논문 기고 (Vol. 50 No.8 125-135)
Ÿ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관계
Ÿ ‘선생님, 교실에서 행복하세요?’ 8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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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6

하브루타현장, 인성교육적용 노하우

- 창의 인성교육의 결정체 -

 

김연정 | 경상북도 성주중학교 교사

Ÿ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Ÿ 우곡중학교 근무
Ÿ 성주중학교 근무
Ÿ 수업우수교사 교육감 표창
Ÿ 제 11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2등급
Ÿ 칠곡고등학교 근무
Ÿ 제 16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1등급
Ÿ 스승의날 모범교사 교육감 표창
Ÿ 성주중학교 근무

Ÿ 주요 연구실적 및 저서
Ÿ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 1등급(2013),3등급(2008)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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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7

급변화 시대,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점영 | 중앙대학교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교장

Ÿ 학력
Ÿ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Ÿ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 석사

Ÿ 경력
Ÿ 현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교장
Ÿ 현 한국사립초등학교장연합회 회장
Ÿ 현 한국초등학교장연합회 부회장

Ÿ 주요상훈
Ÿ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2003)
Ÿ 초등학교 국한혼용교과서 현장연구 최우수 논문상(2013)
Ÿ 제2회 행복나눔125 페스티벌 공모전 우수상(2014)
Ÿ 교육부 부총리상 수상(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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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

위기시대의 오바마와 말의 힘(言力)

이어령 | 전 문화부장관,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Ÿ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국문학 학사
Ÿ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석사
Ÿ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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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現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
Ÿ 現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소장

Ÿ 대한민국문화예술상
Ÿ 일본문화디자인대상
Ÿ 대한민국 맹호훈장
Ÿ 대한민국 녹조훈장
Ÿ 대한민국예술원상(문학부문)
Ÿ 자랑스러운서울대인 상 外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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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2

“인성교육 : 봉사활동을 통한 경험과 실천”

이기수 | 고려대학교 前 총장

 
Ÿ 독일 튀빙겐대학교(University of Tübingen)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Ÿ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Ÿ 現 대법원 사실심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Ÿ 現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Ÿ 現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Ÿ 現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원로자문위원
Ÿ 前 고려대학교 제17대 총장
Ÿ 前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Ÿ 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Ÿ 前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Ÿ 前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Ÿ 수상
Ÿ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Ÿ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Ÿ 독일 대공십자 공로훈장 수상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 Christian Wulff)
Ÿ 일본 메이지대학교(Meiji University) 명예법학박사
Ÿ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명예박사
Ÿ 연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Ÿ 일본 와세다대학교(Waseda University) 명예법학박사

 



166 위즈덤교육포럼 2016학술세미나

위즈덤교육포럼 2016 학술세미나
특별기고 3

시대정신과 인성교육

 

김주성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前 총장

 
Ÿ 미국 텍사스 대학교(오스틴) 대학원 정치철학 박사
Ÿ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Ÿ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학과 프랑스어 학사
Ÿ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Ÿ 한국선진화포럼 이사 및 특별위원
Ÿ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Ÿ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세계시민교육자문위원
Ÿ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장

Ÿ 주요 경력 및 저서 
Ÿ 한국민주주의 기원과 미래(2011) 공저
Ÿ 페어소사이어티(2010) 공저
Ÿ 직관과 구성(1999) 대표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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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4

학교현장, 인성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안양옥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서울교대 교수

Ÿ 주요학력
Ÿ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학사)
Ÿ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석사)
Ÿ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박사) 

Ÿ 주요경력
Ÿ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제3대) 
Ÿ 대통령 통일준비위원회 자문위원  
Ÿ ROTC중앙회 장학재단 이사
Ÿ 언어문화개선범국민연합 공동대표 
Ÿ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 
Ÿ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Ÿ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
Ÿ 국무총리실 교육개혁협의회 위원
Ÿ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제34대, 제35대)
Ÿ 체육단체 통합준비위원장
Ÿ 상문학원 이사장
Ÿ 전국교육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회장
Ÿ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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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5 

감사나눔이 성인의 인성을 변화시킨다

제갈 정 웅 | 前 대림대학교 총장

 
Ÿ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72)
Ÿ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경영대학원 졸업 - 경영학 석사(’88)
Ÿ 중부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2003)
Ÿ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졸업 - 경영학 박사(2008)

Ÿ 경력
Ÿ 대림대학교 이사장, 대림대학교 총장
Ÿ 대림I&S 대표이사 부회장, 서울증권 상무이사(M&A 담당)
Ÿ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대림대학 강사
Ÿ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서울과학종합대학 겸임교수
Ÿ  한국지식경영학회장 ․ 고문(現), 한국M&A협회장 ․ 고문(現)
   
Ÿ 수상
Ÿ 제1회 지식경영대상 지식경영최고CEO상, 
Ÿ 제2회 원영동 문학상, 제3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산업포장,
Ÿ 신시 100주년 기념 한국현대 시문학 대상 수상,
Ÿ 자랑스런 밀알인상, 자랑스런 박사 동문상, 
Ÿ 민족문학상 대상 수상
 
Ÿ M&A 사례집 1 -7(창해, ’98 -’08), 덕이 있는 부가 청부다(열매, 2003)
Ÿ수필집 하늘에 띄우는 연가(열매, 2004), 시집 대관령연가(한맥, 2005)
Ÿ집필
∙ M&A     ∙ 지식경영     ∙ 감사의 힘     ∙ 감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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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6

자녀들이 교사가 되어 부모들과 함께 즐기는 

토론수학교육

배종수 | 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명예교수

 
Ÿ 서울교육대학교 졸업
Ÿ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이학박사
Ÿ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편찬위원장
Ÿ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3-6학년 수학교과서 편찬위원장
Ÿ 위즈덤교육포럼 상임대표
Ÿ 미국 아이오아대학교 방문교수
Ÿ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방문교수
Ÿ 서울 개화, 미동, 독립문 초등학교 교사
Ÿ 생명을 살리는 배종수 수학교육연구소 소장

Ÿ 삐에로 교수의 토론창의 수학 심화서
Ÿ 활동생각 수학
Ÿ 삐에로 교수의 생명을 살리는 수학
Ÿ 생명을 살리는 초등수학, 머리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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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7

행복한 시민교육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방안

김영순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Ÿ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 대학원 석사
Ÿ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대학원 박사
Ÿ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 대학원 다문화학과 교수
Ÿ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Ÿ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융합연구사업단 단장 
Ÿ 인하대학교 BK21 글로컬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단 단장
Ÿ 인하대학교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Ÿ 前 교육부 학술연구 교수
Ÿ 前 교과부 범부처 범교과 체험 교육 사업단 단장
Ÿ 前 교과부 개정 교과교육과정 TF위원장

저   서

Ÿ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나, 공저(2016)
Ÿ 질적 연구 여행, 북코리아, 2015 , 201502
Ÿ 다문화교육연구의 경향과 쟁점, 한국학술정보, 2014 , 201411
Ÿ 스토리텔링의 사회문화적 확장과 변용, 북코리아, 2011 , 201112
Ÿ 초등학교 신문활용교육의 실제, 한국문화사, 2010 , 201003
Ÿ 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8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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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8

행복한 학급 조성을 위한 교사의 역할

강충열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Ÿ 서울교육대학(A.S.)
Ÿ University of Maryland-Asian Division(B.S.)
Ÿ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M.S., Ph.D.)

Ÿ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사
Ÿ 김영삼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4년 역임
Ÿ 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Ÿ 현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학회장
Ÿ 현 한국교과영재학회 학회장
Ÿ 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능력개발 센터장
Ÿ 현 한국교원대학교 학습부진전문가연수 센터장
Ÿ 현 한국교원대학교 학교혁신연구지원 센터장

Ÿ 저  서
  커리큘럼리더십,
  학교혁신의 이론과 실제. 초등통합교과교육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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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9 

우리 교육의 國學을 계승한 공자의 효사상과 인성교육의 원리(2)

김익수 |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Ÿ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철학전공) 졸업(교육학석사)
Ÿ 건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동양철학전공) 입학
Ÿ 건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동양철학전공) 졸업
Ÿ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수득
Ÿ 서일대학교 교수(윤리학)
Ÿ 경기대학교 교수(강사) 역임
Ÿ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역임
Ÿ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정년퇴임
Ÿ 율곡사상연구원 부원장 겸 원장 직대
Ÿ 서울특별시 초대교육위원 역임, 
Ÿ 한국사상문화학회 창립 현 회장(『한국사상과 문화』79집 간행(12.30현재))
Ÿ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창립 현 회장
Ÿ 사단법인 동방사상문화학회 창립 현 회장 
Ÿ 한국사상문화연구원장 한국가족문화연구원장(현)
Ÿ 사단법인 동양효문화연구원 창립 현 이사장(원장겸임)
Ÿ 건국대 대학원, 중앙대 대학원, 홍익대 대학원, 한양대 교육대학원,
Ÿ 경기대 대학원 강사 
Ÿ 한국학정신문화연구원, 부설 한국학연구원 강사 (한국사상강의)
Ÿ 사단법인 한국효문화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
국가원로회의 원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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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0

인성교육으로서 학교 음악교육의 본위

민경훈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Ÿ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Ÿ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Ÿ 독일 뮌스터대학교 대학원(박사) 졸업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Ÿ 前 대구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Ÿ 前 한국음악교육학회 회장
Ÿ 前 한국예술교육학회 회장
Ÿ 現 교육과학기술부 음악과 교육과정 심사위원
Ÿ 現 한국예술교육학회 명예 회장
Ÿ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 음악교과서 편찬위원장

Ÿ 주요 저서 및 논문
• 후마니타스 음악교육의 함의적 가치와 실천에 관한 논의 (문화예술교육연구, 2013)
• 교과교육학의 관점에서 중등학교 음악교사의 역량강화에 관한 논의 (음악교육공학, 
2014)
• 음악교과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음악교육공학, 2014)
• 중학교 자유학기활동을 통한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방안 (피아노교수법연구, 2015)
• 특수교육 음악교육론 (교육과학사, 2012)
• 초등음악교육 (학지사, 2013)
• 음악교육학총론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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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1

현행 학교 인성교육 방안 개발과 적용 소고

이규석 | 한국청소년인성진흥협의회 상임대표

Ÿ 서울대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이학사)
Ÿ 서울대 대학원 수료(교육학 석사)
Ÿ 한국교원대 대학원 수료(교육학 박사)

Ÿ 서울교육연구원장
Ÿ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Ÿ 서울고등학교장
Ÿ 문교부 교육연구관(과학담당편수관)
Ÿ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Ÿ 現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Ÿ 現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Ÿ 現한국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회장
Ÿ 現늘푸른교육포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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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2

환경이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

 

신규동 | 위즈덤교육포럼 공동대표

Ÿ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Ÿ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 전공

Ÿ 교육부 교육연구사
Ÿ 백운고등학교 교장
Ÿ 청학고등학교 교장
Ÿ 통일부 통일교육 위원
Ÿ 한국 예절교육협회 이사
Ÿ 성균관 석전교육원 교학처장

Ÿ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중앙교수단 교수
Ÿ 서울YMCA 청년회 노년연구회장  
Ÿ 성균관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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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3

창의인성교육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김흥기 | 모스크바 국립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Ÿ 前 대통령직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
Ÿ 前 2014’ ITU 전권회의의제자문위원
Ÿ 前 국가차세대영재기업인(KAIST.Postec) 육성위원
Ÿ 前 대학창의발명전/캠퍼스유니버시아드대회심사위원장
Ÿ 前 행정고시합격후특허청, 국가정보원봉직

Ÿ 現 중국과학원(CAS) 지식재산한국교육원원장
Ÿ 現 카이스트미래전략대학원겸직교수
Ÿ 現 미래창조과학부글로벌정책포럼상임의장
Ÿ 現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타운자문위원
Ÿ 現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 공동대표
Ÿ 現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 부회장
Ÿ 現 한국지식재산관리재단IP창조인재개발원원장
Ÿ 現 국제청소년성취포상위원회한국위원

Ÿ 태클(TACKLE) (2015년교보문고베스트셀러)

Ÿ Swiss 제네바국제발명전금상
Ÿ 2012년을빛낸한국인 10인대상
Ÿ 대한민국을빛낸한국인물대상
Ÿ 대한민국나눔실천대상
Ÿ 한국문인협회신인작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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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4

인성교육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김용기 | (사) 충효예 실천운동본부, 교육원 교수부장

Ÿ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학 석사

Ÿ 前 한국교육개발원(EBS) 방송 연구회 방송 심의위원
Ÿ 前 부천대학교 교양학과 전임 
Ÿ 前 제물포 고교 교감 
Ÿ 前 서울 YMCA 좋은방송 노인의 모임 부회장

Ÿ 現 (사)충효예실천국민운동본부 교육원 교수부장
Ÿ 現 서울시 전문자원봉사자센터 단장

Ÿ 우수 노인 자원봉사자 표창 우수상
Ÿ 지역사회 변화운동 사례 발표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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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5

인성(人性)진단과 성향별 명상법

 

월  호 | 동국대학교 교수

Ÿ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학 석사

Ÿ 前 한국교육개발원(EBS) 방송 연구회 방송 심의위원
Ÿ 前 부천대학교 교양학과 전임 
Ÿ 前 제물포 고교 교감 
Ÿ 前 서울 YMCA 좋은방송 노인의 모임 부회장

Ÿ 現 (사)충효예실천국민운동본부 교육원 교수부장
Ÿ 現 서울시 전문자원봉사자센터 단장

Ÿ 우수 노인 자원봉사자 표창 우수상
Ÿ 지역사회 변화운동 사례 발표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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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6

유교문화가 한국의 결혼에 미친 영향

 

정동섭 | 가족관계연구소 소장

 
Ÿ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Ÿ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석사
Ÿ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 상담심리 석사(MA/CP)
Ÿ 트리니티국제대학교 가정사역 박사(Ph.D.)

Ÿ 前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Ÿ 前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Ÿ 前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장
Ÿ 前 뉴질랜드 예수전도단 제자훈련학교 수료(CDTS)
Ÿ 前 초대 한국가정사역협회 회장

Ÿ 現 포항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외래교수
Ÿ 現 제주 열방대학교 상담학교 강사 
Ÿ 現 하이패밀리 가정사역아카데미 강사
Ÿ 現 한국회복사역연구소 강사
Ÿ 現 가족관계연구소장
Ÿ 現 현대종교 편집자문위원
Ÿ 現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신학자문위원
Ÿ 現 한국기독교가정상담협회 지도감독
Ÿ 現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감독회원
Ÿ 現 대전 YWCA 자문위원
Ÿ 現 서울, 울산 극동방송 기독교상담학교 수퍼바이져
Ÿ 現 사이비종교피해자대책연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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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7

벌교고 인성교육, 하브루타로 실천하다!

 

이성렬 | 벌교고등학교 교장

 
Ÿ 전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석사
Ÿ 한국 하브루타 협회 자문위원
Ÿ 세움심리 교육연구소 고문
Ÿ 한국교원대 전문상담 1기
Ÿ 전남 중등교장 협의회 이사
Ÿ 한국교총 보성군 지회장
Ÿ 광주전남 선한교육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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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8

SW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백양순 | 한국IT융합기술협회 회장

Ÿ 현재 한국IT융합기술협회 회장
Ÿ 현재 성진테크 부회장
Ÿ 현재 위즈덤교육포럼 공동대표
Ÿ 현재 국회‘제4차 산업혁명포럼’특별고문
Ÿ 현재 (사) 지속가능과학회 부회장

Ÿ (사)한국여성공학인기술협회 부회장
Ÿ (사) BPW한국연맹 경영기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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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19

인성이 실력입니다

 

조애영 | 은여울중학교 교장

 
Ÿ 인천광역시 강화 출생
Ÿ 인하대학교(영어교육과 졸업)
Ÿ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상담학과 졸업)
Ÿ 영어교사
Ÿ 부천상동중학교 교감
Ÿ 부천심원중학교 교감
Ÿ 現 김포은여울중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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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

ʻʻ인성교육의 상담심리학적 접근방안ʼʼ 

박임진 | 미래창조교육연구원 원장

Ÿ 연세대학교 심리학 학사
Ÿ 美 Univ. California 대학원 심리학 석사
Ÿ 美 Univ. Midwest 대학원 상담심리학 박사

Ÿ 現 미래창조교육연구원 연구소장
Ÿ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자문교수
Ÿ 現 충북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
Ÿ 現 의료법인 열린상담연구센터 주임교수
Ÿ 現 SBS서울방송 상담위원
Ÿ 現 국제신학대 겸임교수
Ÿ 現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교수
Ÿ 現 한국교육심리연구소 소장
Ÿ 現 경기도 교육청 교사 직무연수 자문위원
Ÿ 現 한국영재교육원 지도교수

Ÿ 정신분석입문
Ÿ 상담심리학개론
Ÿ 부모역할훈련
Ÿ 심리검사의활용
Ÿ 치유상담의 실제
Ÿ 자기성장과 인간관계
Ÿ 정신상담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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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1

부모의 인성이 자녀의 인성이다 

 

박예진 | (주)아들러코리아 대표

 

Ÿ 고려대학교 졸업
Ÿ 미국 Bowling Green State Univ. 석사
Ÿ 성신여자대학교 박사

Ÿ 前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위원
Ÿ 前 CEO코칭, 기업교육, 집단상담
Ÿ 前 임원역량평가위원, 아들러 상담사양성

Ÿ 現 ㈜ Adler Korea 대표
Ÿ 現 한국 아들러협회 회장
Ÿ 現 International Individual Psychology Association 한국대표

Ÿ (저서)스물 다섯, 새우잠을 자도 고래꿈을 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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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2

질문이 있는 교실을 위한 하브루타의 활용

 

전성수 |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Ÿ 서울교육대학교 졸업
Ÿ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Ÿ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졸업
Ÿ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Ÿ 한국미술교육학회 부회장
Ÿ 한국마음치료연구소 자문위원
Ÿ 하브루타교육협회 회장
Ÿ 하브루타교육연구소 소장
Ÿ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Ÿ 이스라엘·미국에서 유대인 교육 연구
Ÿ KBS, MBC, CBS,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에 출연 및 소개

Ÿ 저서 
  복수당하는 부모들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
  최고의 공부법,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외 10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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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3

칭찬이 필요한 사회 

 

박영하 | 칭찬교육연구소장

 
Ÿ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전공(학사)
Ÿ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과 윤리교육 전공(석사)
Ÿ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박사과정
  (도덕윤리교과교육 전공) 졸업, 교육학 박사
 
Ÿ 신반포중, 서울여상 재직 
Ÿ 도덕윤리교사 각종 연수, 진로진학상담교사 직무연수, 
Ÿ 교사& 학부모 & 학생 진로․인성교육 강사 
Ÿ 티처빌 원격연수 ‘꿈을 키우는 행복한 수업’ 온라인 강의
Ÿ 춘천교대, 서울대, 성신여대, 진각대학원 강사
Ÿ 서울대학교 인성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원
Ÿ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자문위원단 간사
Ÿ 前 서울대학교 인성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원

Ÿ 묵자(풀빛)
Ÿ 이런사람 만나봤어?(이매진, 공저)
Ÿ 꿈노트(UOD)
Ÿ 도덕윤리교과교육학개론(교육과학사,공저)
Ÿ 꿈틀꿈틀 꿈노트(국일문화사,공저)
Ÿ 질문하는 십대, 대답하는 인문학(풀빛,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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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4

인성교육 핵심가치 덕목 실천을 위한 부모의 역할

 

김상인 | 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 대표 및 교수

Ÿ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Ÿ (美) Oral Roberts University 가족스트레스 박사

Ÿ 前 평택대학교 상담학 겸임교수
Ÿ 前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 주임교수
Ÿ 前 성결대학교 상담전공 객원교수

Ÿ 現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자문위원
Ÿ 現 사)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 교수
Ÿ 現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 전문위원장/공동연구위원
Ÿ 現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인성교육프로그램” 전문위원/인증위원
Ÿ 現 성결가정폭력관련상담소 소장

Ÿ 상담심리용어사전(11쇄) 
Ÿ 정신건강과 방어기제(3쇄)
Ÿ 경청과 공감 그리고 진단(3쇄) 
Ÿ 창조적 자아(3쇄) 
Ÿ 성격장애와 음악치료
Ÿ 교육심리학개론
Ÿ 교사를 위한 코칭상담
Ÿ 정신건강과 성격장애를 위한 상담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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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5

사이버 범죄 실태와 청소년의 인성

 

어기준 |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

Ÿ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매체물분과 정책자문 위원
Ÿ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게임소위원회 심의위원
Ÿ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 자문위원
Ÿ 과천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Ÿ 청소년인터넷중독대응정책협의회 위원
Ÿ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발전추진단 자문위원
Ÿ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위원
Ÿ 현재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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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6

좌충우돌(左衝右突)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고현승 | 그레이스 아카데미 교사

Ÿ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Ÿ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경기도 파주 임진초등학교
Ÿ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충남 중등 수석 교사 주관 연수
Ÿ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대전 원신흥 초등학교 
Ÿ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 인성 교육 중심 수업 연수 
Ÿ 하브루타교육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 공동주관 
  하브루타 교육사 교사과정 강의 
Ÿ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충남 당진 원당중학교
Ÿ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충남 당진고등학교
Ÿ 구미교육 지원청 교사 교육 하브루타 수업 원고 제출
Ÿ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2급 강의 (경주) 
Ÿ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2급 강의 (인천/시흥) 
Ÿ 성북교육지원청 <질문이 있는 교실 만들기> 직무연수 강의 
Ÿ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3급 교사 과정 강의 (서울) 
Ÿ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3급 강의 (인천/시흥) 
Ÿ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서울 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Ÿ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3급 강의 (부천/양천) 
Ÿ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3급 강의 (광주 남구) 
Ÿ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광주 각화초등학교 
Ÿ 하브루타 수업 이야기 강의 - 오산 운산초등학교 
Ÿ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3급 강의 (광주 서구) 
Ÿ 하브루타 교육사 자격 과정 3급 강의 (인천 남동) 



504 위즈덤교육포럼 2016학술세미나

위즈덤교육포럼 2016 학술세미나
특별기고 27

아이들에게 거꾸로 수업을 돌려주다!
-거꾸로 교실에 담은 질문과 배움의 행복수업-

김희자 | 경북 신상중 수학교사

Ÿ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스토리텔링 연구회 활동.
Ÿ 교총주관 전국교사수기공모전 당선(동상)교총회장표창.
Ÿ 경상북도 교육청 주관 스승의 날 체험수기 당선(은상)교육감표창.
Ÿ 경북 거꾸로 교실 주번활동.
Ÿ 경북 거꾸로 교실 동아리 활동. 
Ÿ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경북통계연구회 교사모임 활동.
Ÿ 제주도교육청초청 거꾸로교실에 담은 행복수업강의 외 전국 25회.
Ÿ 에듀텍코리아 교육박람회 거꾸로교실 참가(코엑스몰)
Ÿ 전국 거꾸로 교실 수학 과목장
Ÿ 부산교육연수원 강사



위즈덤교육포럼 2016학술세미나 523

위즈덤교육포럼 2016 학술세미나
특별기고 28

맛이 주는 감각에 집중하는 노력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조기형 | 지오 맛 아카데미 대표

 
Ÿ 청운대학교 외래교수
Ÿ 부천대학교 외래교수
Ÿ 원광디지털 대학원 자연건강학과
Ÿ 연극 “맛 술 사” 시나리오 및 제작참여

Ÿ 저   서
Ÿ 맛이 주는 감동을 디자인하다
Ÿ 맛 평가론
Ÿ 식객도 놀란 맛의 비밀
Ÿ 영어 없는 별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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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결과 보고서

행 사 명 2016한강생명살가지문화제
제1부 한강의 미래 국회 세미나/ 제2부 선상문화제 수달의 꿈

일    시 2016년 10월 29일(토)
(1일간) 장    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    최 (사)한강생명포럼
한강유역환경청 주    관

우원식 국회의원
한강유역네트워크
(사)국제지도자연합

참여인원  약 150여명 

후원내용 *환경부 후원

행사 세부내용 *별지 1- 2016한강살가지 문화제 행사프로그램 참조

특기사항

한강유역에서 생명운동, 환경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한강유역 5
개시도단체와 함께 한강살가지(살리고, 가꾸고, 지키자)문화제가 
`1부 한강의 미래 국회세미나, 2부 선상문화제-수달의 꿈`이라는 
주제로 2016한강생명살가지문화제를 개최함.

행사의 주요취지는 한강에 멸종위기 1급종인 수달이 뛰어 놀 수 있
는 한강을 만들자는 취지로 서울시, 환경부 후원으로 한강수달연구
센터, 한강생명포럼, 한강유역환경청, 우원식 국회의원실, 한강유역
네트워커,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단체회원들과 함께 한강 유람선을 
이용하여 한강에 수달이 서식 가능한 환경을 탐사함.



행사사진1

▶ 1부 국회 세미나 기념촬영

▶ 2부 선상 문화제 기념촬영

행사사진2

▶한강의 미래 국회세미나  
 



행사사진3

▶한강의 미래 국회세미나  

행사사진4

▶ 한강 선상문화제



행사사진5

▶ 한강 선상문화제

행사사진6

▶ 선상문화제 문화공연



[별지1] 2016한강살가지 문화제 행사프로그램







http://www.facebook.com/pages/%EA%B5%AD%ED%9A%8C%ED%83%9C%EA%B6%8C%EB%8F%84%EB%8F%99%ED%98%B8%ED%9A%8C/384797354880953/
http://www.wisdomedu.co.kr/
http://www.oval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