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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전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교육방안 연구
--大學속 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ducational methods of Communication through 
Chinese classics

 -- focused on the concept of "Goodness" in Daehak--
정인숙*

Jung In-Suk*

요 약 중국 고전 大學은 인성교육과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침을 제시

하고 있다. ‘나 자신의 수신을 바탕으로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모든 사람이 善의 경지에 머물러야 한다.’ 라는 메시

지를 전한다. 선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보편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사람이 선

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방향 제시하고자 한다. 대인커뮤니케이션과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을 바탕으로 먼저 선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선에

대한 브레인스토밍과 스키마활동을 한 후에, 디베이트·플립러닝·글쓰기의 교수-학습방법을 접목하여 선에 대한 커뮤

니케이션 교육을 하는 내용이다. 비교적 주입식교육의 토대에서 성장해 온 학생들과 선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커뮤

니케이션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뒤따르는 일이다. 그러나 토론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교육의 패러다

임 전환이 일어날 것이고,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 의미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인성 함양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주요어 : 선, 브레인스토밍, 스키마, 플립러닝, 디베이트, 글쓰기

Abstract The Chinese classic 'The Great Learning' presents a guideline in which direction we should go for 
the character education and the realization of a just society. It conveys the message, ‘Everyone must remain at 
the level of goodness for our community based on training our own mind and body.’ Goodness is a generic 
concept that means universal truth in the right direction.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ommunication education for how everyone should stay in goodness. Communication education about goodness 
could be conducted as follows. Based on the theory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persuasive 
communication, first the abstract concept of goodness is understood, brainstorming and schema activity for the 
good are performed for true communication, and then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combining debate, 
flipped learning, and writing could be utilized. It is difficult to provide communication education with the 
message of goodness with students who have grown up on the basis of comparatively cramming education. 
However, through communication using discussion, a paradigm shift in education will take place, and it will not 
only help form human relationships, but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meaning of the community in the 
society in which we live, and ultimately it will help foster character.  

Key words :   Goodness Brainstorming Schema Flipped-Learning Debate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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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면서 늘 해야 하는 것이 커

뮤니케이션이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시작에서 본고의 연구가 시작

되었다. 4차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직

접적인 소통보다는 기계를 통한 소통이 더 빈번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 사람들은 저마다 SNS

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황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

으며 나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가고 있다. 요즈

음 젊은 세대을 보면 면대면으로 서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기가 쉽지 않다. 커피

숍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카톡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

고 받으며 소통한다. 이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

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큰 의미에서의 소통은 말이 통

하는 것을 넘어 인성을 겸한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SNS를 통한 소통은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인내심 · 배려심을 기르거나 진정한 소통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조금 이라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자주 면대면 소통 중심으로 서로의 감정

을 헤아리면서 하는 진실한 소통이어야 한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사

이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정신적인 수양에서부터 사람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알아야 한다. 대학 속

善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지켜

야 할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통의 기본

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자신이 먼저 明德

을 밝힌 후 타인 또한 명덕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선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먼저 수신을 바탕

으로 자기조율·관계조율·공익조율이 되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1].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위해 나 중심이

아닌 상호간의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SNS의 소통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혹은 인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커뮤니케이션은 배제되기 마련이다. 그

러므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

다고 본다. 사람과 사람이 면대면 상황에서 말 이외의

서로간 상황을 보며 비주얼커뮤니케이션 혹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까지 포함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원

만하고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SNS 소통시 단점을 최소한 보완

할 수 있는 대학의 선을 중심으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학

속 선에 대한 교육을 한 후 선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대인커뮤니케이션과 설득커뮤니

케이션을 바탕으로 체험과 활동의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대인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빼놓은 수 없는 숙명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대인관계의 커

뮤니케이션에서 시작되어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더

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이란 원래 ‘공유’ 또는 ‘공통’ 이라는 뜻

이다. 라틴어 communicare, communis를 그 어원으로

하고 있다 [2].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을 문자 그대로 해

석하면, 하나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들과 지식,

정보, 의견, 신념, 감정 등을 서로 공유하는 행동양식이

라 할 수 있다 [3].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리 인간이

서로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공동체의식을 느

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사회적 삶을 영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이고,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자극을 보

내는 과정이다. 그렇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한 마디로 정

의하기는 어렵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측면

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4].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들

이 있어야 하며 그들이 주고받고자 하는 것은 결국 메

시지다. 본고에서는 대학 속의 선이 메시지이며 대인커

뮤니케이션과 설득커뮤니케이션으로 커뮤니케이션 활

동을 해 보고자 한다. 대학 속의 선은 우리라는 공동체

가 함께 선의 머무르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이다. 우

리가 함께 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커뮤니

케이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목표지향점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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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본고에서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원형이며,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인커뮤니

케이션으로 브레인스토밍의 활동을 하고 설득커뮤니

케이션으로는 디베이트활동을 해 보고자 한다. 대인 커

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을 주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

에 심리적 잡음도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메시지가 의도

한 대로 잘 전달 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며, 커뮤

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같은 공

간을 사용하는지, 송신자와 수신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

는지 등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나뉜다. 이 가운

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다 [5]. 그러므로 본고에서 하고자 하는

브레인스토밍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설득커뮤니케이션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동기를

유발 시키는 행위이다. 베팅하우스와 코디(Bettinghaus

& Cody)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여 또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태도·신념·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지속적 시도”라

고 하였다 [6]. 설득은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요소(송

수신자, 메시지, 채널)와 모두 관련이 있다 [7]. 이러한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요소와 개념이 본고에서 제시하는

플립러닝, 디베이트, 글쓰기 활동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다.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접목해 보고자

한다.

Ⅲ. 대인커뮤니케이션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비공식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에 대

학 속 선의 개념 이해를 위해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면 선의 개념을 다각적 시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대학에서 말하는 선의 의미는 진리에 가까운 올바른

방향의 포괄적 의미이다. 덕치의 이상정치가 실현되는

사회, 즉 행복한 사회를 가르킨다. 인간의 최고의 목표

는 행복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꿈꾼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의 의미를 거시적으로 해석하고

선의 경지에 머무르기 위해서 각자가 어떠한 노력을 해

야하는 가를 생각해 보고 선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의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고자 한다. 대학에서 말하는 “지어

지선(止於至善)은 지극히 선에 머문다.”라는 의미의 지

선은 중용의 덕을 의미한다. 중용의 덕은 조금도 기울

거나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모자람이 없는 하늘의 이치

에 가장 당연한 경지라는 것이다 [8]. 이러한 포괄적 의

미의 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로 하여금 본인

이 생각하는 선의 의미를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으로 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해

본다. 이는 광의의 의미의 선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기도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최종적인 목적의 소통을

달성하기 위함이며, 선의 추상적인 어려운 느낌을 해소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내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 1은 선의 의미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 자유롭게 선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표 1. 선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의 예
Table 1. Examples of Brainstorming Goodness

자유롭게 본인이 생각하는 선의 의미 의견내기

<예시>
착함...
착한 행동..
선하다...
- 행복추구...
- 정의추구...
- 모두가 행복한 세상...

1. 선에 대한 비판적 사고 기르기

1) 비판적 사고는 늘 근거를 찾고, 다른 면에서 보려

고 하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반성하는 태

도이다. 이 태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류를 범하기 쉽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선의 대한 이

해 또한 비판적 사고가 수반 되어져야 만이 대학에서

말하는 선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선(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착하고, 올바르고, 어질고, 좋

음/정리(正理)를 따름/양심이 있고 도덕(道德)을 갖춤/

도덕적(道德的)생활(生活)의 최고(最高)의 이상(理想)이

라고 해석하고 있다 [9]. 대학에서 말하는 선은 이를 모

두 포함하면서 더 큰 의미로 해석해야 만이 이해가 가

능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속의 선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학습자로 하여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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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 정신과 비판적 태도를 갖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구어나 문어로된 전제와 주장, 그리고

가치의 의미, 가정, 논리적근거, 정당화 과정의 타당성

등에 의문을 제기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10].

대학 속 선의 의미 이해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협의의 선의 의미로 해석하기 보다는 개인에서 공동체

로 나아가는 광의의 의미의 선으로 해석을 해야만이 대

학에서 말하는 선의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고 하겠다.

2. 선에 대한 스키마 전환 과정

스키마란 상황이나 개인들에 대한 체계적 지식들로

구성된 인지구조이다. 이 지식들은 이전의 경험에서 추

상화한 것들이다. 스키마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거나,

이미 저장된 정보를 불러들이는데 사용한다 [11]. 어떠

한 사건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

고 수용하는 행위이며 무엇이 지각되어야 하는지를 결

정하고 통제하여 환경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구축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기존의 수립된 스키마에 맞추기 위

해 새로운 정보가 왜곡되거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의 정보가 상실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12]. 그

러므로 본고에서 제시하는 선의 대한 새로운 스키마 작

용과 기존의 선에 대한 스키마 작용을 비교 분석하며

선에 대한 다른 스키마를 적용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선에 대한 스키마 전환 커뮤니케이션을 해 보

고자 한다. 표 2은 선에 대한 선입견과 선에 대한 어떠

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활동 이다. 이는

선에 대한 기존의 어떠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

악하며, 대학 속 선의 광의의 선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

존의 인식하고 있는 선의 의미와 다른 생각을 하기 위

해 선에 대한 스키마 전환 과정을 하기 위함 이다.

표 2. 스키마 활동
Table 2. Schema Activity

기존의 선에 대한 스키마
대학을 배운 후의 선의 대한

스키마

선에 대한 어떠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가?

기존의 선에 대한
스키마와 대학 속 선의
대한 스키마의 확장

3. 선에 대한 고정관념 배제

우리가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장 큰 장

애물 중 하나가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이란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이며, 어떤 사람이나 집단

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어서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뚜렷한 근거가 없고 감정적인 판단

에 의거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유연한 사고와 생각이 수반 되어야 하며 고정관

념을 배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것에 대한 기존

의 인식을 바꾸는 것과, 의식의 전환은 고정관념의 배

제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찬가지 본고에서 제시한 대학속 선의 의미를 커뮤니

케이션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적의 선과 공적인 대의를 생각하는 선의 의

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커뮤

니케이션을 하는데 있어 생각의 지평을 폭넓게 할 뿐만

아니라 원만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고정관념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표 3과 같은 활동을 하며 광의의 선

에 대해 생각한다.

표 3. 고정관념 배제 연습
Table 3. Practice to Excluude Stereotypes

고정관념
배제 연습

선에 대한 관념
꺼내기

-착하다
-온순하다
-양심적이다

선에 대한 고정관념
바꾸어 생각해 보기

평상시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선의
의미와 대학에서
의미하는 광의의
선의 의미 비교하며
바꾸어 생각해 보기

선에 대한 확산적
사고하기

선의 의미를
실제생활과 접목하여
광의적으로 사고하기

Ⅳ. 설득 커뮤니케이션

설득은 한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주어진 커

뮤니케이션 상황 속에서 기존 신념이나 태도, 의도, 동

기, 행동 등의 반응을 창출·보강·조정·제거 하는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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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활동이자 과정이다 [13]. 이러한 설득커뮤니케이션

의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이 다음과 같은 활동

이라 여겨지며 본고에서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

에 접목해 보고자 한다.

1. 플립러닝 활동

플립러닝이란 교수자가 가르치고, 추후에 학생이 복

습, 문제풀이를 하는 순서와 형태를 바꾸는 것이며, 학

생이 먼저 학습하고, 이후 교수자와 확인하는 순서의

교육방식이다. 새로운 개념을 학생 스스로 학습을 하고,

교수자와 함께 평가 및 복습활동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 학생이 학습을 할 때, 이러닝(e-Learning)을 제공

하여 다양하게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실수업에서

이루어지던 교수자의 강의내용을 동영상 위주의 멀티

미디어 자료로 제작 및 제공하여 수업 전에 사전학습을

하고 수업에서는 토론, 퀴즈풀이, 문제해결 적용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수업 방식이다 [14]. 이러한 수업 방식

을 본고에서 제시한 선의 주제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플립러닝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 대학에서 말

하는 선이란 개념은 대학생들에게 추상적이며 모호하

게 느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자가 먼저

선에 대한 개념설명 및 이와 관련된 선에 대한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이러닝으로 선행학습을

하게 한다. 플립러닝의 활동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습자가 실제 문제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지

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다른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

학속 선의 의미를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를 생각하면서 설득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다. 이 활동은 대학의 선을 이해하고,

선의 세상에 머무르기 위해 타인과 어떠한 교감을 해

야 하는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 평가와 복습, 토론의 활동을 한다.

기존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일방적 강의 진행

때문에 학습자의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습득하다보면 학습자의 능동적인

인격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와도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플립러닝의 수업모형이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함에 있어 적용해 볼 수 있는 수업모형이라 할

수 있다. 표 4은 이러한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플립러닝 수업
Table 4. Flip Learning Class

플립러닝의
수업모형

플립러닝을 활용한 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강의실 밖
사전학습

- 테크롤로지 활용
- 교수자 중심 이론
- 설명식 강의

- 대학 속 선에
대한 내용을 다룬
동영상 시청 (예:
공익광고및후원금
내용의 콘텐츠)
- 대학 속 선에
대한 개념설명 및
이론 강의

강의실 본
학습

- 상호 작용이 필요
학습자 중심 학습 이론
상호작용 강의실 활동

학습자로 하여금
선에 대한 이해
내용 발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선에
대한 질문
- 조별 토론 활동

2. 디베이트 활동

디베이트교육법이란 학습자들이 직접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발표하는 토론식 수업이

다. 일반적인 토론처럼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 입장 즉 양쪽의 주장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자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 통계자료, 사실

등의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디베이트 토론 방식은 입론, 반론, 교차질의, 재반론,

최종발언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입론에서는 디베

이트의 가장 첫 단계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서로 각자

해당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팀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논점을 찾아 논리를 세우는 단계이다. 둘째, 반론에서는

상대방 입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자신의

팀의 강점을 드러내는 논리를 주장하는 단계이다. 상대

방의 근거를 깨서 자신의 팀 논리를 더욱 탄탄히 세우

는 것이 반론의 목표 과제이다. 셋째, 교차질의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며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서 자신의 팀 의견이 타당한 이유를 적절하게 알려

야 하는 단계이다. 넷째, 재반론에서는 교차질의 시간에

나온 내용 중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며 다시 자신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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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대한 강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 하며 반론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최종발언에서는 토론에서 자신의 팀

의견이 옳다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하는 과정으

로 토론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언어를 적

절히 사용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다섯

단계를 거쳐 사고력·능동적자세·공감력·상호존중·커뮤

니케이션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법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내하는

마음자세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소통능

력 또한 배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디

베이트의 토론방식 교육법을 토대로 대학 속 선의 내용

을 가지고 디베이트 토론교육법으로 커뮤니케이션 교

육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親民하며 在止於至善이

니라, 이 장구는 대학의 삼강령으로서 대학의 도는 내

안의 밝은 덕을 밝히는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온 천하의 사람들이 최고의 선에 가서 머물

게 하는데 있다 [15]. 라는 의미이다. 디베이트 활동에

서 이 대학의 삼강령을 주제로 하여 활동을 해 보는 것

이다. 이때 삼강령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주제선정은 자유롭게 설정해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설득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디베이트 활동은 서로

토론을 하면서 공감능력 및 소통 능력을 키울 뿐만 아

니라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인간이 지켜

야 할 선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대학에서 말하는 선

이 지향하는 지향점을 계속해서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다보

면 타인과의 협동을 배우고 배려하는 인성 또한 길러진

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토대로 표 5은 선의 사례를 활

용한 디베이트 활동의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표 5. 디베이트 활동
Table 5. Debate Activity

디베이트
토론 방식 순서

善의 대한 디베이트 교육방법 적용

1.입론
선의 사례로 찬반 의견 표명 (토론자:
2인1조)

2. 반론
선의 사례에 대한 찬성조와 반대조
반론제기

3. 숙의시간 다음 단계의 준비시간을 갖는다

4. 교차질의
선에 대한 사례로 서로의 팀의 주장에
대해 허점을 찾아 자신의 팀 주장이
타당함을 알리는 단계

5. 재반론

교차질의시간에나온내용중상대팀의
약점을지적하며다시자신의팀의견에
대한 강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 하며
반론하는 시간단계

3. 선에 대한 글쓰기

글쓰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정

립할 수 있고,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느꼈던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준다. 또한 자신을 성찰하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질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나 자

신을 창조하고 조율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기

를 수 있다. 더 나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러한 인

격형성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솔직

하고 당당하게 소통 할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

고 이를 스스로 통제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감정

조절에 대한 자기 효능감 또한 기를 수 있다 [16].

앞에 제시한 활동들을 통해 생각과 사고의 활성화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개인적 글쓰기를 시도해 본다. 대학

속의 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제로 글쓰기를 시도 한

다면 선에 대한 의미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대학에서 선이 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될 것이다. 대학에서 선이 추구하는 의미는 개개인이

먼저 명덕을 밝혀 즉 나 자신이 수신을 행하고 나를 바

탕으로 타인의 수신을 도와 서로가 선에 머무르게 만들

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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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의미하는 선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너와

나 우리 서로간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져야 가능한 일이

다. 그러므로 글쓰기 주제는 대학에서 의미하는 공동체

를 위한 선의 목표를 위해 어떠한 것 부터 해야 하는가

를 다각적인 방면에서 사고하여 선에 머무르게 하는 방

법론을 생각하며 글쓰기 활동에 참여 해 보는 것이다.

글씨기 주제 선정은 인간의 최종목표인 행복을 위해 행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글쓰기에 참여한

다. 글쓰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

써 사고의 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인식의 전환을 가

져 오기에 과제나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다. 표 6은 선의 실현을 위해 작은 실천에서부터 큰

실천까지의 글쓰기 활동 주제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표 6. 글쓰기 활동
Table 6. Writing Activity

선에 대한 글쓰기 활동

선에 대한 글쓰기 주제

-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
- 왜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가?
- 행복한세상을만들기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가?

Ⅳ. 결 론

본고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최종 목표 소통을 목적

으로 고전 대학 속의 선을 주제로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설득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방안

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자유로운 부담없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대인커뮤니케이션으로 수업하기 전 브레인

스토밍을 시도하여 대학 속 선의 주제에 대해 학습자가

생각하고 있는 선의 의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발표를

한다. 이는 토론 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워밍업 단계

이며 고전에 대한 선입견 배제를 위한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비판적사고가

수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로 생각하는 시

간을 갖기 위해 선에 대한 스키마 전환 과정의 활동을

한다. 이는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에 대한 이

해 및 인식을 서로간의 대인커뮤니케이션으로 활동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활동은 추상

적으로만 생각했던 선의 의미를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선의 의미를 서로 비교 하며 대학에서

의미하는 광의의 의미의 선에 대해 알게 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 대인커뮤니케이션으로 나 아닌 타인과

의 다른 생각을 비교하며 충분한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시각을 경험한 것으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과정과는

다른 설득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활동으로 플립러닝,

디베이트, 글쓰기를 마지막 활동으로 해보며 인간의 궁

극적 목표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선에 대한 커뮤니케

이션을 이해하는 교육을 한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방안

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갖추는데 조금이나

마 기여하리라 보며, 추후 후속연구로 우리는 본고에서

제시한 교육방안으로 실행한 결과물을 도출해 낸다면

커뮤니케이션 교수법의 방법에 도움을 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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