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채원연구소공감ⓒ ∣ 010-8014-7726 ∣ chewonoh@gmail.com

[ 실록 읽어주는 여자

– 세종世宗과 함께하는 친근한 인문학 시리즈

]

“미래를 향해서 과거로 돌아간다.”(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은 과거와 다른 형태의 인간상·대응책을 요구합니다.
관계·지식·산업의 초연결을 요구하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서 많은 이들이 헤매고 있
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교훈에서 미래를 대비할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조선왕조실
록』속 세종을 비롯한 여러 리더들이 안내하는 여정 속에서, 그 돌파구를 찾고자 합니다.
:: 세종 인문 시리즈 ::
1. 세종의 고독력孤獨力 경영 – 세종을 세종으로 만든 힘
2. 세종의 오득五得 공감 – 세종리더십의 다섯 가지 열쇳말
3. 세종시대의 행복론 공향共享 - 더불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
4. 창의는 위기 속에서 꽃핀다 – 세종의 위기관리 리더십
5.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 – 리더의 멋과 힘
6. 식솔력食率力 - 왕의 밥상 속에 펼쳐진 리더십
7. 이도李祹 씨네 가족 이야기 – 세종 가족의 소통법

본 강좌는 기업･대학･기관 등에서 16년간 소통･인문학･세종리더십 등을 강의해왔고,
커뮤니케이션 석사 및 동양철학 박사(수료)이며,
방송･음악회를 통해 대중과 만나온 세종이야기꾼 오채원이 진행합니다. *프로필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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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인문 시리즈 ::

1. 세종의 고독력孤獨力 경영 – 세종을 세종으로 만든 힘
2. 세종의 오득五得 공감 – 세종리더십의 다섯 가지 열쇳말
3. 세종시대의 행복론 공향共享 - 더불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
4. 창의는 위기 속에서 꽃핀다 – 세종의 위기관리 리더십
5.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 – 리더의 멋과 힘
6. 식솔력食率力 - 왕의 밥상 속에 펼쳐진 리더십
7. 이도李祹 씨네 가족 이야기 – 세종 가족의 소통법

￭ 키워드 : #셀프리더십 #내면의힘키우기

￭ 내용
1. 결핍·한계가 주는 역동적 힘을 세종의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2. 추종자follower로서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리더leader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3. 왕위 계승의 자격 미달자였던 세종의 리더십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4. 자신을 돌아볼 틈 없는 현대인에게도 유용할 세종식 자기 돌봄 및 계발법을 이해한다.

￭ 강의안
제목

내용

1

세종의 위상

- 대왕세종에 대한 당대 및 후대의 평가
- 다방면에서의 세종의 업적

2

세종의 허들

- 셋째 아들의 왕위 계승 과정
- 역동적인 국제 및 국내 정세

3

세종의 성장

- 아버지 태종의 시험과 응원
- 시련과 기다림이 준 교훈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 가지 능한 것은 있는 법이다.”
[ 人有一能。세종실록 26년 5월 20일 己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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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2h

:: 세종 인문 시리즈 ::
1. 세종의 고독력孤獨力 경영 – 세종을 세종으로 만든 힘

2. 세종의 오득五得 공감 – 세종리더십의 다섯 가지 열쇳말
3. 세종시대의 행복론 공향共享 - 더불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
4. 창의는 위기 속에서 꽃핀다 – 세종의 위기관리 리더십
5.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 – 리더의 멋과 힘
6. 식솔력食率力 - 왕의 밥상 속에 펼쳐진 리더십
7. 이도李祹 씨네 가족 이야기 – 세종 가족의 소통법

￭ 키워드 : #리더십 #공감 #소통
￭ 내용
1. 15세기 ‘선진국 조선’을 이끌었던 세종시대 창의성의 비밀을 확인한다.
2. 세종의 리더십 5요소를 『조선왕조실록』 속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3. 신념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리더의 모습을 살펴본다.
4. 자신 그리고 우리 조직원과 진정성 있게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 강의안
제목

내용
- 과학·문화 선진국을 열었던 세종시대

1

득이得異

2

득행得行

- 가장 강력한 설득 방법
- 성찰을 통하여, 내가 안고 있는 질문 풀기

3

득명得命

- 세종의 소명의식
- 조직원의 소명 발견하기

4

득심得心

- 나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
-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

5

득우得友

- 아버지 태종의 뒷설거지
- 조직원과 절실하게 소통하기

시간

-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2h

“경서를 글귀만 읽는 것은 배움에 무익하고, 반드시 마음으로 노력해야 유익하다.”
[ 句讀經書, 無益於學, 必有心上功夫, 乃有益矣。세종실록 즉위년 10월 12일 戊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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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인문 시리즈 ::
1. 세종의 고독력孤獨力 경영 – 세종을 세종으로 만든 힘
2. 세종의 오득五得 공감 – 세종리더십의 다섯 가지 열쇳말

3. 세종시대의 행복론 공향共享 - 더불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
4. 창의는 위기 속에서 꽃핀다 – 세종의 위기관리 리더십
5.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 – 리더의 멋과 힘
6. 식솔력食率力 - 왕의 밥상 속에 펼쳐진 리더십
7. 이도李祹 씨네 가족 이야기 – 세종 가족의 소통법

￭ 키워드 : #행복자산 #연대력連帶力 #갈등커뮤니케이션 #상생조직

￭ 내용
1. 현대 사회의 갈등커뮤니케이션과 동양철학에서 상생의 원리를 비교해본다.
2. 개인·조직·국가의 일상적 행복을 추구했던 세종의 꿈과 그 구현 과정을 살펴본다.
3. 자신이 지향하는 행복의 모양 및 파급력을 생각해본다.

￭ 강의안
제목

내용

1

나도 살고 남도 살리다

- 갈등 그리고 상생의 원리
- 대립적 존재의 포용 및 조화가 주는 힘

2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다

- 세종의 꿈 ‘공향 생생지락’
- 훈민정음이 창제되기까지의 여정

3

함께 하면 길이 보인다

- 맹자는 모르고 세종은 알았다
- 리더십은 리더만 갖는 것이 아니다

시간

2h

(하륜河崙이 말하였다.) “한 그릇의 밥을 두 사람이 같이 먹으면 배는 부르지 않더라도,

오히려 한 사람이 혼자만 배부른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 一簞之食, 二人共食, 雖不能飽, 猶愈於一人獨飽也。태종실록 15년 1월 16일 乙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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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인문 시리즈 ::
1. 세종의 고독력孤獨力 경영 – 세종을 세종으로 만든 힘
2. 세종의 오득五得 공감 – 세종리더십의 다섯 가지 열쇳말
3. 세종시대의 행복론 공향共享 - 더불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

4. 창의는 위기 속에서 꽃핀다 – 세종의 위기관리 리더십
5.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 – 리더의 멋과 힘
6. 식솔력食率力 - 왕의 밥상 속에 펼쳐진 리더십
7. 이도李祹 씨네 가족 이야기 – 세종 가족의 소통법

￭ 키워드 : #위기관리 #창의성 #생각력 #전화위복

￭ 내용
1. 위기에 대한 인식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단기 및 장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리더의 안목
을 살펴본다.
2. 문제해결을 넘어 함께하는 사람들의 심리까지 어루만지는 리더십을 파악한다.
3. 위험요소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고전을 통해 이해한다.

￭ 강의안
제목

내용

시간

- 메르스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
- 조선시대의 전염병 대처법

1

전염병과 심리

2

가뭄과 종합타개책

- 리더의 책임 범위
- 세법, 창고, 저수지의 신설 및 개선

3

화재와 방화시스템

- 한양도성 방화 사건
- 조선 최초의 소방서

4

훈민정음창제와 사대주의

2h

- 자기생각 빈곤의 지식인
- 측은지심에 기반한 창의성

“진실로 사람이 제 할 일을 다한다면, 천운이 따르지 않더라도 재해를 막을 수 있다.”
[ 苟人事旣盡, 則雖天運之不齊, 亦可禦也。세종실록 26년 윤7월 25일 壬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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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인문 시리즈 ::
1. 세종의 고독력孤獨力 경영 – 세종을 세종으로 만든 힘
2. 세종의 오득五得 공감 – 세종리더십의 다섯 가지 열쇳말
3. 세종시대의 행복론 공향共享 - 더불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
4. 창의는 위기 속에서 꽃핀다 – 세종의 위기관리 리더십

5.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 – 리더의 멋과 힘
6. 식솔력食率力 - 왕의 밥상 속에 펼쳐진 리더십
7. 이도李祹 씨네 가족 이야기 – 세종 가족의 소통법

￭ 키워드 : #패션 #건축 #멋 #리더십 #미학

￭ 내용
1.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시각적 요소를 동양철학의 관점과 비교해본다.
2.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멋에 대해 살펴본다.
3. 리더십의 요소로서의 아름다움을 이해한다.

￭ 강의안
제목

내용

1

세종

- 서구 커뮤니케이션의 시각적 요소
- 시각·정감의 정치적 메시지 ‘첨시’

2

정조

- 옷을 기워 입는 왕
- 화성의 아름다움과 군사력의 상관관계

3

공자

- 형식과 바탕을 어우르게 한다
- 그림은 흰 바탕이 있은 후이다

4

여성 리더

시간

2h

- 코코 샤넬
- 마가렛 대처
- 매들린 올브라이트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더할 수 없다.”
[ 非壯麗, 無以重威。정조실록 17년 12월 8일 丁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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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인문 시리즈 ::
1. 세종의 고독력孤獨力 경영 – 세종을 세종으로 만든 힘
2. 세종의 오득五得 공감 – 세종리더십의 다섯 가지 열쇳말
3. 세종시대의 행복론 공향共享 - 더불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
4. 창의는 위기 속에서 꽃핀다 – 세종의 위기관리 리더십
5.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 – 리더의 멋과 힘

6. 식솔력食率力 - 왕의 밥상 속에 펼쳐진 리더십
7. 이도李祹 씨네 가족 이야기 – 세종 가족의 소통법

￭ 키워드 : #전통음식문화 #맛있는소통 #리더십 #자기관리
￭ 내용
1. 내부 고객인 조직원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리더십의 원형을 이해한다.
2. 태종·세종·문종·광해군·영조 등 조선 임금들의 사람중심 리더십을 발견한다.
3. 전통적 자기관리 비법을 지금의 현실에 맞추어 적용하는데 참고한다.
4.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 역사자료에 근거하여, 음식에 얽힌 리더십 사례를 이야기의 형태로 만난다.
5. 우리 옛 리더들의 삶 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리더십 요소를 발견하여, ‘교양으로서의
인문학’이 아닌 ‘일상으로서의 인문학’을 접한다.
￭ 강의안
제목
1

밥과 백성소통

2

밥과 가족사랑

3

밥과 생명사랑

4

밥과 심신건강

-

내용
임금의 밥상에 숨겨진 조선 팔도의 이야기
신분과 성별의 담장을 낮춘 경로잔치
문종의 앵두와 효심
영조의 수라상과 부성애
고기에 담긴 세종의 신하 사랑
송아지에 대한 영조의 측은지심
골골 영조의 83세 장수 비결
현대인의 자기 관리 비법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먹는 것을 하늘과 같이 우러러본다.”
[ 民惟邦本, 食爲民天。세종실록 1년 2월 12일 丁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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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2h

:: 세종 인문 시리즈 ::
1. 세종의 고독력孤獨力 경영 – 세종을 세종으로 만든 힘
2. 세종의 오득五得 공감 – 세종리더십의 다섯 가지 열쇳말
3. 세종시대의 행복론 공향共享 - 더불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
4. 창의는 위기 속에서 꽃핀다 – 세종의 위기관리 리더십
5.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 – 리더의 멋과 힘
6. 식솔력食率力 - 왕의 밥상 속에 펼쳐진 리더십

7. 이도李祹 씨네 가족 이야기 – 세종 가족의 소통법

￭ 키워드 : #가족소통 #여성리더십
￭ 내용
1. 조직 및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 그리고 그 속에서의 나의 리더십을 돌아본다.
2.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종의 소통 장치를 이해한다.
3. ‘가족 기업’을 꾸릴 수 있었던 소통의 힘을 생각해본다.

￭ 강의안
제목

내용

1

가족 소통의 어려움

- 소통 전문가의 시도와 좌절
- 우리 가족 돌아보기

2

일촉즉발 폭탄가족

- 세종 원가족의 캐릭터 살펴보기
- 해체된 가정의 문제아 세종

3

자녀와의 일상적 소통

4

완벽 파트너 부부

-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원리
- 세종의 밥상머리교육과 가족음악회

시간

2h

- 조선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
- 세종과 소헌왕후의 따로 또 같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나, 집안을 평안히 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 治國平天下雖大, 齊家最難。세종실록 2년 10월 11일 丙午 ]
COPYRIGHT 오채원연구소공감.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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