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의문을여는성공열쇠, 
공감!



차시별목차



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자기소개및기대목표설정



“주변을 한 번 둘러보세요.

함께 하신 다른 학부모님들과 서로 인사를 나눠보세요.”

1. 4인 1조 또는 6인 1조로 자리 배치하여 모둠별로 앉는다.  

2. 모둠별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 기대 등을 나눈다. 

3. 조별 발표가 끝나면 전체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준다. 

저는 0학년 0반 000 학부모 000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하게 된 동기는 000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000입니다. 



공감의의미



[명사]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등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사실, 사건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태도, 신념까지도 이해하는 것

공감

(共感)

공감 능력의 두 가지 기초적인 요소

자신과 타인의 핵심적인 감정을 포착하는 ‘감수성’ 차원

자신이 이해한 바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차원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A%B3%B5%EA%B0%90, 
검색일 2019.2.1 



공감의중요성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084709
(00:00~04:59)

출처 : EBS 지식채널e, ‘내 머리 속의 거울’ 
(검색일 2018.12.18.)

내 머리 속의 거울



부모를 비롯한 타인에게서 사랑받은 아이가 사랑할 줄 알고 존중받은 아이가

타인을 존중할 줄 알겠지요. 존중, 지지, 수용 받은 경험이 많고 적은지에 따라

공감 능력이 향상될 수도 반대로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느꼈을 기쁨이나 슬픔, 아픔을 보았을 때

그 감정이 자신에게 전염이 되는 현상을 공감이라

합니다. 우린 이런 공감 능력 덕분에 웃음과 눈물, 

놀람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학습할 수 있지요. 



공감표정훈련실습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11007_00029
(00:00~00:48)

출처 : EBS 다큐프라임, ‘말하기의 다른 방법 1부-표정의 비밀’
(검색일 2018.12.18.)

내 머리 속의 거울



이 영상은 정서반응 감지 실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의 얼굴 표정 한 번만 잘 살펴보고

따라해보면 아이들의 감정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죠?

아이들 얼굴을 한 번 찬찬히 살펴본 후, 

아이들의 얼굴에 나타난 감정을

한 번씩만 읽어 봐주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부모가 될 수 있다. 



거울 되어 주기(mirroring)

3. 역할을 바꾸어 해 봅시다.  

1. 먼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상대방의 눈, 코, 입 중심으로 표정을

살피고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2. 한 사람이 하나의 감정을 연출하면 상대방은 짝이 연출한 표정
이 무엇인지 맞춰봅시다. 

지금 내 얼굴이 남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상대방 얼굴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기 실습을 해볼까요?



평상시 집에서 연습하기

표정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하루에 세 번씩 표정 관리 연습하고, 

집에 돌아오는 자녀 얼굴을 눈, 코, 입 중심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며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사랑한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해보자. 

기쁠 때는 눈썹을 살짝 올리고, 안타까움에는 눈썹을 살짝 내려주기

눈, 코, 입 중심으로 자녀 얼굴 살피기

자녀의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아 보일 때는 꼭 감정 읽어주기

하루에 단 5분 씩이라도, 아이들의 감정 읽어주는 공감 대화 나누기



감정퀴즈게임 : 공감은타인의감정을알아차려읽어주는것



인간은 감정적 존재다. 

모든 행동의 밑바탕이 된다. 

감정 교류를 통해 타인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의 상황을 잘 이해한, 꼭 맞는 이름의 감정을 찾는 활동

1. 4인 1조가 되도록 모둠을 만드세요. 

2. 책상 가운데 12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의 앞면을 보지 마시고 뒤집어진 채로 두세요. 

3.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들어 다른 모둠원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때 카드를 뽑은 사람은 카드의 내용을 보지 마세요.  

4. 모둠원들은 카드를 뽑은 사람이 카드에 제시된 감정 단어를 맞출 수 있도록 해당 단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해당 감정이 느껴지는 상황 등).

5. 모둠원들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뽑은 감정 단어를 맞추면 다음 사람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
여 모든 모둠원이 자신이 뽑은 감정 단어를 맞추면 됩니다. 이 과정을 가장 먼저 끝낸 모둠
이 우승입니다.   



질문
감정 퀴즈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사용하는 감정 단어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 또 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각기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감정은 내 기준만으로 윤리적 규범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수용해야 할 부분이다. 

“아… 지금 네 기분이 그렇구나!”



자기감정먼저공감하기



오늘 연수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끼신 점을 이야기 나눠보세요.

소감에 대해 전체에게 들려주실 분

발표 부탁합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녀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일지쓰기



한 주 동안 매일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한 경험들,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경험들을 한 가지씩 찾아

각각의 경험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찾아 기록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