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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던진교육적과제와교육회복

2022. 11. 26.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조윤정



• 교육의언택트(Untact)현상은공교육의정상적운

영도불가능하게만듦

• 교육이온라인학습으로대체되면서교사와또래

학습자가형성하는학습분위기, 즉맥락적효과를

누리지못한채학생들이학습에집중하지못함

• 자기주도학습능력이부족한학생들의학습의결

손이심화됨

• 교사의약 80%가온라인수업후학생간학습격차

가커졌다고응답함

학습: 교육의 언택트화와 코로나 발(發) 교육격차 심화



코로나 이후 교육격차 심화: 학업성취도 중위권 학생
의 감소 비율

중위권(B,C,D등급) 고1 전국 중2 전국

학기 17.2~18.2 18.1~19.1 18.2~19.2 19.1~20.1 17.2~18.2 18.1~19.1 18.2~19.2 19.1~20.1

중위권
감소학교(<0)

해당학교개수 199개교 220개교 177개교 270개교 440개교 438개교 403개교 646개교

(조사대상학교대비)
해당학교비율 48.7% 53.9% 43.3% 66.1% 51.7% 51.4% 47.3% 75.9%

v표본지역내각학교수학학업성취도결과성취도전체학생(A~E) 대비중위권성적(B,C,D) 비율합산
v각학교별로 2017년 2학기~2020년 1학기학기별전년도동일시기대비중위권증감산출
    (ex. 2020.1학기 B,C,D비율합 ~ 2019.1학기 B,C,D비율합)

v조사대상학교가운데 B,C,D비율이전년도보다줄어든학교개수의비율산출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YTN



코로나 이후 교육격차: 기초학력 미달비율 증가
중3과 고2 대상으로 2020년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중3국어와영어에서 3수준(보통학력)이상비율이

2019년에비해각각 7.5%p, 8.7%p 하락

• 1수준(기초학력미달)비율이중3과고2모두국영수에

서증가



코로나 이후 교육격차: 학업성취도 중위권 학생 감소

• 3학년진학때국영수중위권감소폭

    코로나 전 3.8%p              코로나 후 12.2%p 
•지필평가비중이크고사교육의영향이큰 ‘수학‘감소폭(14.9%p)최대



코로나 이후 정서심리 변화: 아동청소년 상담 건수

2021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9~24세 청소년 862명)
•코로나전후비교시정신건강관련사이버상담 78.6%,가족이 70.5%,학업/진로가 20.5%
순으로팬데믹이전보다증가

•외국의경우에도코로나발생기간동안청소년의 43%가우울, 37%가불안증상호소
(Zhou et al., 2020)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코로나 이후 청소년이 경험하는 주된 감정

• 청소년이겪는가장큰감정은불안과

걱정(53.2%), 짜증(39.32%)과 우울

(30.28%), 두려움(18.58%) 순으로나타

남

• 2020년 1차실태조사결과와유사함. 

성인은코로나 1년후감염병에대해

무감각해지는반면청소년들은여전

히코로나초기와같은심리정서적어

려움호소

출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코로나 이후 부정적 감정의 일상화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관심,감사, 평온같은긍정적감정을느낀다

는청소년이 1차조사에비해평균약 3배 이

상 낮아짐

• 코로나발생초기코로나위기에대한관심

과일상회복에대한기대감등긍정적정서

도느낌

• 반면,코로나가장기화되면서예측불가능한

감염에대한불안과걱정이일상화되고장

기적인스트레스와무력감으로부정적 감정

이 기본 정서가되어감



코로나 이후 사회성 발달: 또래관계 결핍

아동청소년상담건수

• 팬데믹전후비교시대인관계관련상담이

5.8% 증가함

• 청소년의 72%가사회적거리두기로인한

‘관계단절‘(친구들과만나지못하는것)을

가장힘들다고호소(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

발원, 2020)

• 새로운친구를사귈기회가없고(54.4%),친

한친구와사이가멀어지는것(33.5%)에대

해힘들다고호소(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0)



코로나 이후 사회성 발달: 소외와 고립감 증가

•학교생활중힘든점으로감염병예방수칙준수(37.3%),친구관계(33.73%)을꼽음

•감염병예방수칙을준수하고거리두기를지키면서도친밀한친구관계를유지하고자

하는스트레스가큼



코로나 이후 사회성 발달: 소외와 고립감 증가

•오랜학교생활의부재와사회적거리두기로청소년은사회적사용작용의결핍, 특히또래

관계의단절초래

•또래경험은청소년정체성형성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사회정서적,도덕적, 행동적발달

에중요한역할을함. 또한청소년은부모이외에또래를통해사회적기술을학습하게되는

측면이있다는점에서또래관계는중요함(김현수, 2020)

•코로나장기화로인한사회적상호작용결손은청소년기자율성발달을저해함

•졸업식, 입학식,수학여행, 체육대회와같은축제나전통적의례의부재는코로나로인한대

표적인사회적경험의박탈임(변경진, 2021)



교육회복을 위한 과제

•교육부는코로나19로인해발생한학력저하,심리·정서불안심화, 사회성저하등의

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21년 7월교육회복종합방안기본계획발표

•코로나19로인한결손을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의 도약이라는목표수립

• 2021년하반기부터 2022년까지중앙정부예산약 8,000억원투입

회복(recovery)

억눌렸던 활동을 복원시키고, 침체된 동기와 의지를 복원시키며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복원시키는 것



교육회복을 위한 지원 요구

• 교육부는 2021년 2학기전면등교에

앞서현장의견을수렴하기위해설문

조사실시

• 학습결손해소를위한교과학습역량

보완을비롯하여,사회성, 심리·정서

등모든측면에서의통합적지원이필

요함

• 교원은학부모나학생보다자기관리

교육강화및심리 ·정서결손치료지

원의필요성을더높게인식함



교육결손 회복 과제 지원 내용



교육결손 회복 과제 지원 내용

• 교육부는학생의심리·정서적지원

을강화하기위해

① 교육과정내우울불안, 생명존중

교육(6차시)내실화

② 학교·학급단위심리·정서지원프

로그램 40종보급

③ 코로나19확진에다른심리상담과

신체활동활성화지원등을제시



마음 회복 지원을 위한 과제

• 신체건강회복과사회성회복도마음의건강회복이바탕이된다는점에서마음건강회복을위한지

원은중요함

• 교육부는그동안심리·정서지원을고위험군학생치료에우선집중했는데, 교육청과협의해일반 학생

대상의 맞춤형 지원이훨씬강화되도록방안을구체화하겠다고밝힘(22.4.13, 교육부)

• 2022년교육부는심리 · 정서등학교교육회복운영지원을위해학생들의교우관계형성,심리 ·정서

안정,사회성함양,신체활동,학교생활적응등을지원하는학교단위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고예

산(20,515백만원)을지원하기로함(교육부, 2022년제2차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교육회복지원계획)

• 영미등선진국에서사회정서학습(SEL)을실시하는것처럼모든학생대상의심리지원을위한명상 프

로그램운영필요(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2020/김창환, 20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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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성교육지원단

           소개



1-1. 설립 일자: 2017. 11. 1

1-2. 주요 업무

▪자유학년제 수업, 특강 수업 총괄•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적용 및 효과 분석
▪청소년 명상지도사 양성 및 연수
▪각종 홍보자료 작성 및 홍보 활동(학교, 교육청)



1-3.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노력

▪교육부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
   인증(2018.9) 

   - 『스스로 깨닫는 인성교육
     마음빼기 명상교실』

-중학생 인성교육(34차시)

▪교육부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
   재인증(2021.9) 



1-3.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노력

▪ 대상별∙주제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초등용 『독서로 여는 마음빼기  
               명상교실』

  -중등용 ‘진로인성교육, 집중력    
향상,공감∙소통‘ 프로그램등

  -교사용 5분명상프로그램



1-3.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노력

• ▪학교 마음빼기 명상수업 시행 및 확산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중학교
자유학년제

34
(1,514)

69
(2,781)

72
(3,671)

11
(661)

9
(425)

32
(680)

227교
(9,732명)

초·중·고
특강수업 - 110

(10,113)
117

(8,157)
38

(4,063)
56

(4,882)
243

(26,107)
564교

(53,322명)

합계 34
(1,514)

179
(12,894)

189
(11,828)

49
(4,724)

65
(5,307)

275
(26,787)

791교
(63,054명)

* 인교단 발족 이후 마음빼기명상 학교(생)수가 급속히 증가했으나,
2020-2021 학년도는 코로나 범유행으로 학교 명상수업이 많이 줄었음



2. 교육청 주관 명상수업      
실시 현황

           



2-1. 경상남도교육청 주관 명상수업 실시(2021-2022)

▪ 2021학년도 2학기

초

21개교

1,802명

▪ 2022학년도 2학기

중

20개교

2,776명

고

3개교

227명

초

129개교

15,121명

중

33개교

3,119명

고

13개교

1,295명

일반

4개교

77명

일반

1개교

10명

48개교
4,882명

176개교
19,545명



2-2. 경기도 교육지원청 주관 명상수업 실시(2022.2학기)

<고양>
초등

27개교

101학급   
2367 명

<부천>
초등

20개교

62 학급
1512명

<수원>
초 • 중등

6개교
19학급

525명



3. 독서명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3-1. 초등학생용 독서명상 프로그램 개발(2021년)

독서활동

▪독서를 통한
인문소양교육

▪삶과 관련된
   책 읽기

명상활동

▪ 자기마음
 돌아보기

▪ 마음빼기
   명상하기

행복한 삶

▪ 긍정의
자아찾기

▪ 더불어
함께하기



3-2. 초등학교에 독서명상 프로그램 적용

▪시범 적용(2022. 1학기): 전국 7개 초등학교 (225명) 

서울

서울방산초

6학년
(103명)

부산

남문초

5학년
(26명)

부산

삼어초

3학년
(19명)

경남

교동초

6학년
(14명)

경남

김해신안초

2학년
(25명)

대구

대구명덕초

4학년
(18명)

경기

성지초

5학년
(20명)

▪확산 시행(2022. 2학기)
    - 경상남도교육청 39개교(108학급)
   - 경기도 고양, 부천, 수원교육지원청 53개교(182학급) 
   - 기타 지역: 학교 단위
                                    



3-3. 프로그램의효과성검증

▪대상: 부산남문초 5학년학생(명상군 26명, 비명상군 24명)

▪기간: 2022. 3. 25. ~ 7. 1.(12차시, 매주 1회)

▪검증도구: ‘KEDI 인성검사’ 중자기존중, 자기조절문항
                    ‘주의집중력도구‘ 중지속적주의력, 자기통제력
문항



3-3.프로그램의효과성검증

자기존중 자기조절



3-3. 프로그램의효과성검증

지속적주의력 자기통제력



4. 독서명상 프로그램의

특징 및 구성



4-1. 프로그램의 특징

효과성이 검증된
명상 방법 사용

교사와 청소년명상지도사
공동 개발

초등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독서명상 프로그램

학생 활동 중심의
학교맞춤형 프로그램



4-2. 프로그램의 구성



4-2. 프로그램의 구성



4-3. 사용 도서 소개

내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

찾기

내가 가진 다양한
감정

이해하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기 회복력 찾기  

긍정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나의 실천의지 다짐하기



4-3. 사용 도서 소개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습관 실천하기나의 가능성을 방해하는 마음 돌아보기   긍정의 관계 맺기긍정의 언어습관

실천하기



4-3. 사용 도서 소개

더불어 함께 하는 삶
내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

표현하기



<출처: 아마도 너라면 / 코비 야마다 지음 / 이

진경 옮김 / 가브리엘라 버루시 그림/ 상상의

힘 / 2020년 09월 05일 출간

(http://preview.kyobobook.co.kr/prev

iew.jsp?siteGb=INK&ejkGb=KOR&barc

ode=9788997381692&loginYn=N&ord

erClick=JAW >

4-3. 사용 도서 소개

http://preview.kyobobook.co.kr/preview.jsp?siteGb=INK&ejkGb=KOR&barcode=9788997381692&loginYn=N&orderClick=JAW




















5. 독서명상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



마음나누기
     (5~7’)

마음빼기
   (8~10’)

마음찾기
  (10~12’
)

마음알기
   (5~7’)

마음열기
   (5~8’)

5. 수업 흐름도



5-1. 마음 열기

▪ 3분 시작명상, 동기유발, 학습목표 확인

▪ 놀이, 게임, 퀴즈 등 다양한 활동



5-2. 마음 알기

▪ 마음에 관한 책 읽기

▪ 내 안에 있는 마음 알아보기



5-3. 마음 찾기

▪ 활동을 통해 버려야 할 마음 찾기

▪ ‘괜찮은 나‘ 인터뷰, 이모티콘 스튜디오, 스마트폰 사용 자가진단 등



5-4. 마음 빼기

▪ 찾은 마음을 명상 방법으로 버리기

▪ 눈감고 버리기, 활동하며 버리기



5-5. 마음 나누기

▪ 소감 나누기

▪ 5분 생활명상 및 명상달력 활용법 안내



6. 명상을 통한

성장 사례 소개



명상 전엔 겉은 행복해 보이지만 숨겨진 내
마음속엔 고민이 많고 여러 생각이 있었다.

명상 후엔 겉과 속마음이 모두 행복
했어고(했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체한듯이불편했다. 소화제먹은듯이행복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인성교육

스스로 깨달을 때 스스로 달라집니다.

마음빼기명상교실

- 인성교육지원단 -



감사합니다 ^^



독서명상을활용한마음건강프로그
램운영사례

천갑경
남문초등학교교사
청소년명상지도사



부산남문초등학교



자주엉뚱한생각에빠진다.



내마음에대하여알아봅시다



수업활동안내



























깜짝깜짝
잘놀라는

나만의
공간이좋은

도전할때
떨리는

기쁠때
너울너울

선택할때
갈팡질팡

화나면
들이받는

내자리가
없는듯

포근함을
가진

친구랑
수다쟁이

친구와
노는게좋은

엉뚱한
생각속으로

궁금한건
못참아!



6살쯤 동생이랑 싸우고 엄마한테 나만
혼나서 아빠 오시기만 기다렸는데
너무 늦게 오셔서 울다 잠들었어요.

얼마전에 내가 안 한 일이었는데
언니가 자꾸 내가 했다고

말해서 언니를 확 밀어버렸어요. 
내 말을 안 믿어주면 화가나요.

3학년때 달리기를 하려고 출발선에
서 있는데 너무 떨렸어요. 하지만

무사히 끝까지 잘 달리고 나니 무척
기뻣어요.

1학년때 그네를 타다가 떨어질 뻔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참

재미있었어요.

2학년때 새 친구를
사귀고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나도 그런 적 있어



























학생들소감

짜증이 많이 났었다 행복해졌다 마음 가벼워졌다
덕분에  편해졌다



마음이 가득차 불편했지만
마음빼기 명상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졌다.



피곤하고 졸리다
학원이 싫게 느껴졌다

눈이 맑아지고 잠이 깼다.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일로
느껴졌다.

사는 게 더 좋아지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마음속에 뭔가가 꽉 막히고
넘쳐나는 느낌이 들고 계속
짜증이 났다

마음이 많이 비워지고
정리를 해보인다(정리가
되었다.)

명상을 하면서 참 낳은
것들을 버렸다. 고맙다. 
나를 많이 돌아보았다.







마음속에 가벼운 마음, 중간
마음, 무거운 마음 등
다양한 마음이  마음을 꽉
채웠다.

가벼운 마음과 중간 마음은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분은
아직 남아 있다.

마음을 깨끗해졌다. 고마워





독서명상프로그램이자존감과
수업집중력에미치는효과



서론

• 기존독서프로그램연구 – 중년여성, 알코올중독, 부모와자녀의의사소통, 아동등
에시행

• 독서치료프로그램의효과에대한메타분석(정경자, 서은희, 2021)
- 2003년부터 2020년까지국내에서발표된학술지논문 55편을선정하고 318개의
사례를추출하여분석
- 종속변인: 진로, 학습및학교생활, 사회성, 자아존중감
- 집단크기는 30명초과, 회기별단위시간은 30분이하, 총시간은 961-1,260분인경
우높은효과크기가나타남.
- 독서자료는자기치유서, 그림책, 혼합자료를활용한경우



• 최근인성교육에대한요구도가증가하고있음. 

• 교육부는인성검사평가도구를개발하였는데, 그영역을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사회적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으로하였음.

• 기존초등학생에대한인성프로그램효과에대한연구가일부있음.

• 아동에대한독서프로그램을통해효과검증하는연구가일부있음.

• 그러나, 인성에대한개념을명확하게하기어렵다는측면이있음.

• 본연구는초등학생들에게독서+명상을활용하여자기를인식하고, 교육부의인성검
사평가도구중자기존중과자기조절개념과학업에대한역량증가에대한효과를평
가하기위해개발됨.



연구대상

• 초등학교 6개학교 200명학생 – 명상군과대조군이있는학교 3개 141명
                       명상군만있는학교 3개 59명

• 초등학교 2학년- 명상군 25명
초등학교 3학년- 명상군 19명, 대조군 18명   ← 저학년명상군효과 44명

   초등학교 4학년- 명상군 18명, 대조군 36명

   초등학교 5학년- 명상군 46명, 대조군 24명   ← 3개학교중 2개명상군 44명, 
대조군 60명

   초등학교 6학년- 명상군 14명



프로그램

차시 영역 주제

1

자기발견

자기이해

명상Go! 행복한 나를 찾아서

2 토닥 토닥 네 마음이 이랬구나

3 무지개는 새로 떠오르니까

4 내 안에 잠든 진짜의 얼굴

5

자기관리

관계개선

헌집다오 새집줄게

6 가상/현실세계의 2인삼각

7 너와 나 우리는 찐친이니까

8 내가 다가갈 수 있어

9

자기성장
함께하는 세상

내안의 숨겨진 보석찾기

10 온 세상을 비추는 별이 되다

11 함께할 때 더 아름다운 우리

12 손 꼭 잡고 함께 너는 나, 나는 너



측정도구

• 인성평가
- 교육부(2015)의인성평가자가진단표중하위항목자기존중 7문항, 자기조
절 6문항을사용하였음.

• 주의집중력
- 박미선(2014)이개발한주의집중력척도 36문항중에서하위범주지속적
주의력 5문항과자기통제력 5문항을사용하였음.



명상/대조군동질성검정

사전 사후 t (p)

자기존중 3.97±0.85 4.18±0.70 -1.303(.196)

자기조절 3.45±0.77 3.66±0.93 -1.299(.197)

주의력 3.39±0.81 3.94±0.61 -1.383(.170)

자기통제 3.77±0.68 3.69±0.67 -0.344(.731)

친구관계 4.27±1.00 4.57±0.83 -1.637(.105)

학교만족 4.05±1.06 4.42±0.87 -1.964(.052)

초등4,5학년/명상군44명, 대조군60명



연구결과-명상/대조군효과비교

명상군 대조군

사전 사후 t (p) 사전 사후 t (p)

자기존중 3.97±
0.85

4.29±
0.69

-3.930
(<.001)

4.18±
0.70

4.21±
0.77

-0.432
(.667)

자기조절 3.45±
0.77

3.93±
0.80

-4.785
(<.001)

3.66±
0.93

3.71±
0.76

-0.678
(.501)

주의력 3.39±
0.81

3.85±
0.67

-4.469
(<.001)

3.94±
0.61

3.97±
0.62

-0.316
(.753)

자기통제 3.77±
0.68

4.05±
0.79

-3.142
(.003)

3.69±
0.67

3.67±
0.79

0.298
(.767)

친구관계 4.27±
1.00

4.32±
1.16

-0.255
(.800)

4.57±
0.83

4.55±
0.79

0.148
(.883)

학교만족 4.05±
1.06

4.36±
1.06

-1.857
(.070)

4.42±
0.87

4.50±
1.00

-0.637
(.527)

초등4,5학년/명상군44명, 대조군60명





연구결과-명상군효과

명상군

사전 사후 t (p)

자기존중 3.78±0.64 4.10±0.70 -3.035(.004)

자기조절 3.25±0.77 3.60±0.88 -3.028(.004)

자기통제 3.30±0.83 3.51±0.78 -2.031(.048)

주의력 3.39±0.81 3.85±0.67 -4.469(<.001)

친구관계 4.00±1.14 4.14±1.05 -0.684(.498)

학교만족 4.14±1.05 4.36±0.92 -1.402(.168)

초등2,3학년/명상군44명



제언

• 본연구결과, 인성부분에서자기존중과자기조절, 학업에서주의력과자기통제가대
조군에비해효과가있었음.

• 이는명상을통해현재의자기를인식하고독서를통해현실속에서자신이해야할
역할을생각하게한것에대한적절한프로그램으로생각됨.

• 다만, 명상군과대조군의특성이통계적으로는차이가없었으나, 무작위군이아니고, 
프로그램적용후 1달후효과를측정하지않아결과해석에제한이있을수있음.

• 그러나, 초등학생대상으로인성프로그램을개발하고, 그효과를보았다는데에의의
가있으며, 추후지속적인연구가필요하겠음.



감사합니다.



고등학생마음
건강을위한명상
교재개발

저동중학교교사기나연

2022전인교육학회추계학술대회

고교학점제시대



초등학교 1학년:

나에게코로나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무섭고해롭고없애고싶은존재
감옥

행복을막는존재

교통사고



〔고교학점제시대〕지금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란

진로와적성에따라다양한과목을선택이수하여,

누적학점이기준에도달하면

졸업을인정받는교육과정이수운영제도



〔고교학점제시대〕지금고등학교는....



“여긴어디?”

“나는누구?”

“나는뭘해야할까?”



〔마음 회복없이학력회복없다.〕

김현수,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들』
(2022)

스크린중독 외로움 일상회복



그래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의마음건강프로젝트



심리학,철학,문학,진로
등과융합한
명상수업교재

고등학생의심리적·정서적

관심범주의주제들을선정

고교명상교재의
특징



고등학생눈높이에맞는
34차시  명상수업교재

학교수업형태에따라
선택  운영가능

고교명상교재의
특징



차시프로그램
Ⅰ.마음을탐구하다
Ⅱ.참된나를발견하다
Ⅲ.타인과소통하다
Ⅳ.공존의세상을꿈꾸다

부록(교사용)
1.매뉴얼
2.차시별지도팁
3.동영상,활동지목록
4.활동지양식

고교명상교재구성



고등학교
명상
수업의
목표

1.마음의원리를이해하여열등감,불안,
스트레스가모두가짜마음임을인지하게
한다.

2.자신의잠재력을발휘하여행복하게
살수있다는것을알게한다.

3.명상방법으로부정적인마음을빼기할
수있게한다.

4.명상을꾸준히하고싶게한다.

5.전인으로살아갈수있는진리의씨앗을
심어준다.

“  

”



마음열기 마음찾기 마음빼기 마음나누기
10분 내외
∙생각열기
∙동영상 시청
∙관련 이론
및 용어
설명

20분내외

∙마음을돌아볼
수있는활동
∙독서명상,
검사지,활동지

10분내외

∙마음의원리
∙세미나
∙1단계방법으로
    마음빼기명상

10분내외

∙소감문작성
∙소감나누기

수업의
흐름



명상교재
차시
프로그램
의특징

“  

”

마음탐구,
자기발견,
타인과소통,
공존의세상



Ⅰ단원 6차시⇒ 명상수업을 위한 필수
차시

·명상수업의기본을익히는시간
·명상의필요성

∙마음의형성원리,세미나
∙돌아보기
∙마음빼기명상방법
·심리학,뇌과학,철학과연계
 ·독서명상 1편-동굴의비유



Ⅱ단원 13차시⇒ 현재의 나를 돌아보며 진짜나를 발견해 가는
과정

·심리검사, 감정찾기등을통해
    산삶에서비롯됨인식
·조절할수있는정서지능키우기

∙독서명상 4편
   -너는특별하단다,가지를자르는나무,
치킨마스크,이게정말나일까

·직업적성을통한나의강점찾기
·공부,진로스트레스극복,  
    회복탄력성키우기



Ⅲ단원 9차시⇒ 가족, 친구와의 소통을 위한 자기돌아보기
과정

·역할극,나전달대화법실습
·공감,칭찬하기실습

∙독서명상 3편
    -미움,가시소년,공원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돌아보기
·부정적인나의마음찾기
·상대와소통하기위한방법찾기



Ⅳ단원 6차시⇒ 공존, 나눔의 의미를 통해 진정한 행복 찾기
과정

·시를통한공존의가치
·감사함나누기

∙독서명상 1편
    -여기꽃이있어요
∙작은실천을통한변화
·생활속명상실천방법찾기
·명상수업마무리



마음탐구 자기발견 타인과소통 공존의세상

프로그램의흐름

MIND SEL
P

RELATI
ON

COEXIST



인공지능시대
사람이더우위에있는것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자연으로부터 감동받는 것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능력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는 메타인지

행복하게살수있는방법

항상행복하게사는세상



“건강을잃으면다잃는
것이다”
“마음





전인교육학회 임ㆍ위원 명단

■ 회장

이덕주(KAIST 명예교수)

■ 부회장

이인수(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신덕일(생기한의원 원장)

■ 집행위원회

학술위원회

위원장(이사) 김미한(경일대학교 교수) 

부위원장(이사) 박경숙(부산대학교 강사)

편집위원회

위원장(이사) 유양경(군산대학교 교수)

부위원장(이사) 조영란(오산대학교 교수), 김혜영(우송대학교 교수) 

위원 손영학(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연구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사) 신나민(동국대학교 교수) 

부위원장(이사) 조윤정(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신하나(구미 동계동부초등학교 교사)

연구위원회

위원장(이사) 최은희(을지대학교 교수) 

부위원장(이사) 전민영(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홍보위원회

위원장(이사) 김진옥(전인교육신문 편집장) 

위원 백홍채(KIST 뇌공학전공 박사과정)

재무위원회

위원장(이사) 이상률(부산대학교 교수)

사업위원회

위원장(이사) 목경수(전인교육센터 부원장, 전 LG화학 전무) 

위원 김석은(한국표준협회 고문)



기획위원회

위원장(이사) 김재환(목포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국제위원회

위원장(이사) Boas Yu(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ofessor) 

위원 Lauren Houtz(Holy Name Medical Center, Registered Nurse)

Darragh Sheehan (Licensed Master of Social Work)

Neal Clark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NY, Laboratory supervisor)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사) 윤미라(중앙대학교 교수) 

사무국장 김미경(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위원(간사) 이상종(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박사과정), 조윤형(아이신AW)

■ 분과위원회

교원교육위원회

위원장(이사) 김주희(압구정고등학교 교사)

위원 최명진(전 불암고등학교 교사), 이향숙(전 와부초등학교 교사), 권리라(전 보은중학교 교사)

청소년교육위원회

위원장(이사) 김무신(부산중앙고등학교 교사) 

부위원장(이사) 하미진(반송중학교 교사)

위원 심숙희(사천중학교 상담교사), 서정남(전 대구과학고등학교 교사)

대학교육위원회

위원장(이사) 박이순(강원대학교 교수) 

위원 이우열(한국폴리텍대학 교수)

기업교육위원회

위원장(이사) 이경재(전인교육센터 원장)

사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이사) 유진우(팜씨어터 예술감독, 전 자끄르꼭 국제연극학교 책임교수)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이사) 이지원(대정요양병원 원장)

위원 김경아(대정요양병원 과장), 허유정(대정요양병원 간호사) 

조혜영(대정요양병원 약사), 정희명(온누리약국 약사)

■ 지역학회

서울강남동부지역 학회장 장인숙(전 무학여고 교사) 부학회장 심현경(청소년명상지도사)

서울강남서부지역 학회장 한미경(전 동해대학교 교수) 부학회장 김연옥(청소년명상지도사)



서울경기북부지역 학회장 안명숙(청소년명상지도사) 부학회장 손유록(의정부 충의중학교 교사)

경기남동부지역 학회장 조범희(전 흥덕중학교 교장) 부학회장 하태영(청소년명상지도사)

인천지역 학회장 강윤숙(영종중학교 교사) 부학회장 서경혜(청소년명상지도사)

강원지역 학회장 이경신(청소년 명상지도사)

대전지역 학회장 정지원(닥터스미 성형외과 원장) 부학회장 윤미선(복수초등학교 교사)

충남지역 학회장 서정욱(서정욱 치과의원 원장) 부학회장 김분남(청소년명상지도사)

충북지역 학회장 신미선(청주 서원 중학교교사) 부학회장 정미경(청소년명상지도사)

대구지역 학회장 김진영(청소년명상지도사) 부학회장 홍근희(청소년명상지도사)

경북지역 학회장 김진영(청소년명상지도사) 부학회장 박영숙(청소년명상지도사)

부산지역 학회장 이은주(청소년명상지도사) 부학회장 김주래(청소년명상지도사)

울산지역 학회장 박경숙(부산대학교 강사) 부학회장 박미영(청소년명상지도사)

창원지역 학회장 김달래(청소년명상지도사) 부학회장 문순희(청소년명상지도사)

진주지역 학회장 김미남(청소년명상지도사) 부학회장 김갑정(청소년명상지도사)

전북지역 학회장 손순아(진안중학교 교사) 부학회장 박정민(어양중학교 교사)

전남/제주지역 학회장 엄석만(구례북부초등학교 교사) 부학회장 정윤미(청소년명상지도사)

부학회장 강영희(제주공항세관직원)

■ 인성교육지원단

단장 정기언(전 교육부 차관보, 전 동신대 총장)

학교명상지원팀장 최설하(전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비상근직원 서경혜(청소년명상지도사)

■ 자문위원회

이종범(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행정학회장) 

강희돈(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위원) 

박일대(학교명상교육 참사람되기연구회 이사장)

■ 감사

윤진일(법무법인 낮은 변호사/공인회계사), 양성보(공인회계사)



2022.11.26. 발간
사단법인 전인교육학회

[32906]충남논산시 상월면 계룡산로 526-2 
진기원빌딩 1층
041-736-9100
office@humancomple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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