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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교육지원청, 교원 마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자긍심과 사기 증진을 통한 힐링, 재충전 기회 제공
<주요 내용>
◦경기남동권역 교원 대상 목공, 도예, 바리스타, 원예 프로그램 운영
◦평일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2가지 형태로 운영
◦원거리인 경우 지역별 장소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의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는 2022
교원 마음 회복 프로그램 첫 활동을 5월 19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거점지역인 고양(북부), 용인(남동),
수원(남서)을 중심으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과 함께 교육활동침해 사안
심층 통합지원 및 교원 심리상담 지원 등 교원들이 교직에 대한
자긍심과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22 교원 마음 회복 프로그램은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 증진을 통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경기남동지역(용인, 광주하남, 성남, 안양과천, 여주, 이천, 양평,
안성, 평택)의 희망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에 운영하는 평일 프로그램과 지역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평일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별 장소로
강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형태도 운영한다.
평일에는 ▲목공을 통한 마음 비우기, ▲원예를 통한 마음 돌보기,
▲커피 인문학과 함께하는 핸드 드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 6월 주말에는
▲이천 도자기 마을과 연계한 도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9, 10월 주말에는
▲농촌테마파크와 연계한 숲 체험과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음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교사는“그동안 코로나 인해 학교
현장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번 마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과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에 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교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지원청 강원하 교육장은 “이런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교원들의 마음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경기남동교권
보호지원센터는 교원이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회복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힐링 체험·실습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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