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적 평화와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방법 케티 마쭈이 장익수

정신과 내적 평화의 함양 제니 티스데일, 로버트 티스데일 장익수

평화적 심성 함양 교육



백



내적 평화와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방법

주제 내적 평화 기르기

저자 케티 마쭈이

역자 장익수

 자긍심과 다른 사람 존경하기

 서로의 감정들을 전하기

 평화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절차

소

주

제

활동 목표

 자긍심 기르기의 중요성을 배우기

 자긍심을 얻고 잃는 방법을 이해하기

 평화적인 갈등해결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기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을 기르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

 평화를 만드는 대화의 가치와 기술을 배양하기

 상호간의 평화를 위한 이해, 인내, 우정을 향상시키기

소요 시간    

수     준    



준비물

OHP필름

활동자료

장비

■서론

준비





수업 지도안

1) 활동 1: 나의 힘과 능력들



2) 활동 2: 사랑스럽고 능력 있는 나(LCM)



토론토론



3) 활동 3: 평화로운 갈등해결의 과정

당신의 희망과 감정을 표현하고 일치시켜라.

다른 사람의 원하는 것과 감정을 조심스럽게 들어라.

견해를 거꾸로 해라.

동의나 협상을 하라.



4) 활동 4: 실제 삶에서 “이해의 다리”를 적용하기

토론토론



종  합



행동서약



OHP필름 #1

나미의 이야기



OHP필름 #2 

평화로운 갈등 해결 과정

당신의 희망과 감정을 표현하고 일치시켜라.

다른 사람의 원하는 것과 감정을 조심스럽게 들어라.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

동의나 협상을 하라.



활동자료 #1

이해의 다리



활동자료 #2

이해의 다리 양식



정신과 내적 평화의 함양

주제 내적 평화 기르기

저자 제니 티스데일 로버트 티스데일

역자 장익수

 정신과 정신적 습관: 우리가 의미하는 것

 내적 평화로의 길들

 내적 평화와 정신을 연습하기

소

주

제

활동 목표

 자신의 문화 안에서 정신과 정신적 전통의 본질을 찾아내고 문서화하기

 자신의 문화 안에서 정신과 내적 평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치와 전통들을 찾아내기

 자신의 정신과 내적 평화를 배양하고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과 소질을 얻기 

소요 시간    

수       준



1부 준비물

2부 준비물

3부 준비물

활동을 위한 슬라이드

장비

준비



■서론



수업 지도안

1) 정신과 정신적인 전통: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준비: 교사 연구

(2) 활동 1: 주변의 정신적인 습관들을 바라보는 것

(2) 활동 2: 약간의 정신세계를 탐험하면서



(3) 활동 3: 생각을 나누고 합의에 도달하기

2) 내적 평화를 향한 통로

(1) 준비: 교사 연구

(2) 활동 1: 학급 헌장 의식

(3) 활동 2: “평온한 나” 긴장완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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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 3: 이야기하기

(5) 활동 4: 과제활동

3) 내적 평화와 정신력을 연습하면서

(1) 활동 1: 느낌들과 내적 평화



(3) 활동 2: 장년층들의 지혜

(4) 활동 3: 내적 평화에 대한 그림을 만드는 것

(5) 활동 4: 공동의 평화포스터를 만드는 것



토론토론

후속 활동

종  합



활동자료 #1

정신의 영역을 탐험하면서



활동 슬라이드 #2

공통의 믿음의 헌장을 만들어보기



활동자료 #3a

1쪽: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정신영역을 탐험하면서

내가 좋게 느끼는 것들

시각

소리

냄새

느낌

맛



활동자료 #3b

2쪽: 연장자의 지혜로부터 배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