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순우리말 아리땁다와 사람人을 더한
아름다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휴마트 인성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목적사업
1.
2.
3.
4.
5.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학교폭력예방, 자살방지)
전국학생 뮤지컬 경연대회 (장소 : 세종문화회관)
전국학생 통일노랫말(작사) 공모
학교로 찾아가는 휴마트 인성교육 MTS³
북한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아리인의 꿈)

인 사말

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예민한 감성기의
청소년들이 가지는 고민, 욕구, 문제 등을 조사.연구하여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선도, 창의적인 교육모델 발굴 및 건전한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역량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 및 문화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인성
함양 및 교육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해결하여 국가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섯가지 사업
1.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학교폭력예방, 자살방지)
2. 전국 학생 뮤지컬 경연대회 (장소 : 세종문화회관)
3. 전국학생 통일노랫말(작사) 공모
4.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MTS³
5. 북한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아리인의 꿈) 등 정성을 다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꿈 있는 학생들의 끼와 소질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에 많이 참여 하여
도전, 용기 그리고 선생님, 부모님께 자신있는 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2018. 3. 3

탤런트
가천대학교
예술대학 석좌교수
아리인 총재

학교로 찾아가는 휴마트 인성교육
은 책으로 휴마트 인성교육을 하고자 학생, 학부모 필독도서를 만들었습니다.

저자 : 최명복
전 교육의원
아리인 이사장
국가교육국민감시단장

01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어른들은 말하면서 돈에
목숨을 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청소년들은‘어른들은 왜
이럴까’혼돈에서 헤어나질못한다. 여러 종류의 돈? 검은 돈,
선량한돈, 정상적인 돈 등의 개념을 아리인은 제대로 전달하여,
올바른 의미를 심어주고자 한다.

02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비록 작은 감동이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지금 G7의 대한민국은 파월장병,
파독광부, 훌륭한 스승, 위대한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 가를 깨닫게 하고, 국가에 충성,
부모에 효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있다.

03
말을 잘 하는 것은 능력과 큰 지식이다. 언어 활동을 통하여
뇌과학과 심리학에 기초한 청소년의 언어순화, 자존감 증진,
자아인식, 교우관계, 상호존중 증진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켜 밝고 행복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04
안전 수칙이 생명을 구한다. 세월호 등 안전사고로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다. 평소 생활 속에 안전 기초 교육으
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자신을
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05
건강한 육체는 지혜로운 지식을 갖게 한다. 시간에 쫓기는 학생
들이 공부를 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건강을 챙길 수있도록 따라
하기 쉬운 동작의 운동을 제시하여 더욱 건강하고 맵시 있는
몸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학교폭력 연 15,000건, 한국인 자살 연 15,000건 중 학생 자살 연 130건 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자기제어 능력 부족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어른들은 제도권만 믿고 맡기는
현상입니다.그래서 사단법인
은 교실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인 학교폭력예방,
생명존중(자살방지)을 재미있게 스토리 텔링화 하여 뮤지컬로 전국 학교에
찾아가는 휴마트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아리인 공연 실적
년도

학교수

관람인원

2013

50

40,957

2014

160

37,713

2015

27

7,555

2016

48

15,472

2017

18

7,596

계

303

109,293

2017 년 12월까지 전국 303개 학교 공연, 학생 109,293명관람

혁신
* 솔개의 교훈
솔개는 새 들 중에서 수명이 매우 길어 약 70~80년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개가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솔개가 태어나 40년 정도를 살게 되면 부리는 구부러지고 발톱은 닳아서
무뎌지고 날개는 무거워져 날기도 힘든 볼품없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솔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서서히 죽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변화와 도전을 선택한 솔개는 바위산으로 날아가서 둥지를 틉니다.
솔개는 먼저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마구 쪼기 시작합니다.
쪼고 쪼아서 낡고, 구부러진 부리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쪼아버립니다.
그러면 닳아진 부리 자리에서 매끈하고, 튼튼한 새 부리가 자랍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부리로 자신의 발톱을 하나씩 뽑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낡은 발톱을 뽑아버려야 새로운 발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깃털이 나오도록 망가진 깃털을 하나 하나 뽑아 버립니다.
그렇게 생사를 건 130여일이 지나면 솔개는 새로운 모습으로 40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100세의 스승이 제자에게 60세 때, 새로운 목표를 세워 공부하지 않는 것이
후회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곧바로 새로운 목표를 세워 솔개의 교훈처럼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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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2017 전국학생 아리인음악콩쿠르 및 통일노랫말 공모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학교 폭력 예방과 생명존중, 통일’ 이라는 주제를 음악과 글로 표현
해 보는 이번 행사가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인성을 가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친구를 사귀려면 남을 존중해야 한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는 학교폭력예방과 생명존중뿐만 아니라, 통일의 문제 역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 존중’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에서 뮤지컬과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작품을 감상하는 학생들 모두 ‘ 존중’ 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사)아리인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 11. 26.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 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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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안녕하십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맛의 세계 요리를 연구, 제공하는
토다이코리아 대표 한스 김입니다.
‘2017 전국학생 아리인음악콩쿠르 및 통일노랫말(작사) 공모’와 뜻 깊은
인연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자살방지 등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아리인에
맛과 멋의 기업 토다이코리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리인의 뜻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재능을 맘껏 펼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사)아리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6
토다이 코리아 CEO / Chairman
2016 전국학생 뮤지컬경연대회 및 통일글짓기 대회장 역임

혁신
* 솔개의 교훈
솔개는 새 들 중에서 수명이 매우 길어 약 70~80년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개가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솔개가 태어나 40년 정도를 살게 되면 부리는 구부러지고 발톱은 닳아서
무뎌지고 날개는 무거워져 날기도 힘든 볼품없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솔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서서히 죽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변화와 도전을 선택한 솔개는 바위산으로 날아가서 둥지를 틉니다.
솔개는 먼저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마구 쪼기 시작합니다.
쪼고 쪼아서 낡고, 구부러진 부리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쪼아버립니다.
그러면 닳아진 부리 자리에서 매끈하고, 튼튼한 새 부리가 자랍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부리로 자신의 발톱을 하나씩 뽑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낡은 발톱을 뽑아버려야 새로운 발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깃털이 나오도록 망가진 깃털을 하나 하나 뽑아 버립니다.
그렇게 생사를 건 130여일이 지나면 솔개는 새로운 모습으로 40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100세의 스승이 제자에게 60세 때, 새로운 목표를 세워 공부하지 않는 것이
후회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곧바로 새로운 목표를 세워 솔개의 교훈처럼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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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전국 300여개 학교에 찾아가는 뮤지컬로
약 10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생명존중(자살방지)
뮤지컬 공연으로 휴마트 인성교육을
하였습니다.

전국학생 아리인음악콩쿠르

K-POP 처럼 끼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현재까지 305명의
학생들을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세웠습니다.

전국학생 통일 노랫말(작사) 공모

학생들의 통일관을
글로 표현하게 하여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학생들의 끼와 꿈을 키우고, 인성교육을 위해
통일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아리인총재상을 현재까지 305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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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후원 기업

건축 설계 종합인테리어

디자인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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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복

협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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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줄이면 꿈을 이룬다.

1. 현재 아리인은 전국 300개 학교, 약 11만명에게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폭력예방,
생명존중(자살방지) 뮤지컬 공연으로 인성교육을 하였고, 참가 학생 약3만명의
전국 학생 뮤지컬 경연대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했으며 전국 학생 통일
글짓기 공모를 하여 통일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더불어 북한학교에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 기획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2. 대상 : 전국 11,346개 학교와 6,088,827명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교육공헌
기업으로 이미지 구축을 해드립니다.
학교현황 : 초등학교 5,978개교 / 2,714,610명
중학교 3,204개교 / 1,585,951명
고등학교 2,344개교 / 1,788,266명
계 11,346개교 / 6,088,827명

3. 후원효과 : 아리인은 아래 사업을 통해 기업홍보에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아리인의 사업 1.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학교폭력예방, 자살방지)
2. 전국학생 뮤지컬 경연대회 (장소 : 세종문화회관)
3. 전국학생 통일 글짓기 공모
4.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MTS³
5. 북한으로 찾아가는 뮤지컬 (아리인의 꿈)

4. 후원예시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세금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2. 브로셔 표지에 후원사 로고 삽입 및 지면 광고
3. 아리인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에 후원 업체 배너 삽입
4. 공연현수막(무대에 설치)에 후원사 로고 및 문구 삽입
5. 후원사 로고 삽입된 공연 기념품 배포
6. 진행 STAFF 유니폼에 후원기업 로고 프린팅
7. 교육신문, 인터넷 신문 광고

- 후원문의 : 02)3280-2795
- 홈페이지 : www.ariin.co.kr(회원가입후 후원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581-575737(예금주:사단법인 아리인)
사)아리인은 학생만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전국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광고를 확실히 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