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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브루타 인문학, 나를 디자인 하다

§ 교육기간 : 2020. 09. 24. ~ 12. 03. (매주 목요일)

§ 교육시간 : 10:00 ~ 12:00

§ 총 시 수 : 20시간 (10주)

§ 강 사 명 : 장영미

§ 모집정원 : 50명

§ 수료기준 : 출석률 70% 이상

▶ 강의개요 및 목표

 세상은 개인, 조직, 국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적으로 발전

하고 변화해나간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발달로 아날로그 시대의 정보들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며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에서 호모커넥티쿠스(Homo Connectiucs) ‘

상호 연결하여 새로움을 창출하는 인간’으로 변화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협력, 소통,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창의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이렇잖아.’ 무의식중에 사고를 틀 안에 

끼워 놓고 사고를 정지 시킨다. 하브루타 인문학을 통해 소양과 안목을 넓히고 삶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깊은 사유와 통찰로 자신만의 질문을 만들며, 누군가 정해 놓은 텍스트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찾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 강의내용

� 하브루타의 핵심은 ‘질문’이다. “왜?”라는 질문은 모든 사고의 발화점이다. 깊은 생각과 통찰을 하지 

않는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없다. 질문은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

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고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인간의 가치와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며 비판적 사유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

고, 진짜 행복한 삶, 가치 있는 나만의 삶의 목표를 설계하며 나를 디자인 한다. 

▶ 강의방식 및 교재

- 실시간 온라인(zoom) 화상 수업

- 강의, 토론과 토의

- 참고자료 :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 <하브루타 질문 독서법>, 

            <생각의 근육 하브루타>,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 등

▶ 특이사항(재료 및 기타 상세기재)

▶ 자격증관련 자격증명

유 무
자격증구분

민간자격증(등록번호) 국가자격증(등록번호)

V

자격증관리협회명 자격증 취득관련

(검정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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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계획표

주차 강의주제 교육내용 시수 강사명

1 하브루타란?

- 하브루타의 이해

- 왜 하브루타인가?

- 마스터 키, 하브루타

2시간 장영미

2 유대인의 성공 코드

-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

- 유대인의 역사

- 유대인의 성공 요소

2시간 장영미

3
모든 것은 

의문에서 시작된다

- 유대인의 WHY 사고법

- 사고의 틀을 깨자

- 우리가 키워야 할 사고력

2시간 장영미

4
질문으로 생각의 문을 

열다

- 왜 질문이 중요한가?

- 질문의 7가지 힘

-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의 기술

2시간 장영미

5
소통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다

- 경청하기

- 협상하기

- 칭찬하기

2시간 장영미

6
지혜의 보고,

탈무드를 만나다

- 탈무드는 어떤 책인가?

- 유대인의 삶, 탈무드

-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탈무드

2시간 장영미

7
나를 디자인하다 Ⅰ

- 동기부여

- 동기부여란?

- 성공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동기부여

- 나에게 동기부여 하기

2시간 장영미

8
나를 디자인하다 Ⅱ

-호기심 & 감수성

- 인간의 본성, 호기심

- 호기심은 일상을 바꾸는 원동력

- 감수성을 기르는 방법

2시간 장영미

9
나를 디자인하다 Ⅲ

- 긍정의 힘 

- 나의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 

- 긍정을 선택하라

- 긍정의 힘은 인생을 바꾼다.

2시간 장영미

10

어제의 나

VS

오늘의 나

- 어제의 나를 만나다

- 오늘의 나를 마주하다

- 내일의 나를 그리다

2시간 장영미

* 강의주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