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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0. 12. 10.(목) 배포

2020년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입상작 발표

◈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을 이겨내는 인성교육 우수사례 선정

◈ 원격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 발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1일(금), 2020년 인성

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이하 ‘연구대회’)는 현장 중심의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교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특히, 올해 연구대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 반영되어, 원격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성교육 수업 사례가 선정되었다.

□ 이번 연구대회는 교원대회와 기관대회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

되었으며, 시도교육청 예선을 거쳐 출품된 총 180편 중 총 70편의

입상작이 선정되었다.

ㅇ 교원대회 부문에 출품된 162개 중 64개 작품에, 기관대회 부문에

출품된 18개 중 6개의 작품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 (일정) 시도 예선(4월∼10월) → 전국대회 출품(11월)→심사 및 선정(12월)

□ 주요 입상작은 다음과 같다.

ㅇ 교원대회(초등) 부문의 인천용현초등학교 박준현 교사는 코로나19로

혼자가 익숙해진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예술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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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인성교육 실천 사례로 입상하였다.

‘온택트 미러(Ontact Mirror)’로 행복한 ‘자(自)·화(和)·상(相)’을 그려가요
(인천용현초등학교 교사 박준현)

◦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우울감에 빠진 학생들을 
위해 자존감, 공감, 공동체 의식 등 삶의 행복역량을 키워주기

◦ (교육과정) 미술, 음악, 과학, 도덕 등 다양한 교과 교육과정을 ①마주하기, 
②창의적으로 상상하기, ③연결짓기, ④재창작하기, ⑤관찰하기, ⑥성찰하기의 
총 6단계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 (주요활동)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 자기소개서, 악기
연주 영상, 미술 작품 등을 만들어 공유하고 긍정 댓글 나누기 등 

ㅇ 교원대회(중등) 부문의 울산 이화중학교 김혜영 교사는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환경 생태 가치, 삶의 정체성 등을 

키우는 민주시민 성장 프로젝트로 입상하였다.

COVID시대, 실천적 인성 역량을 가진 민주시민 성장 프로젝트
(울산 이화중학교 교사 김혜영)

◦ (목적)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지적 역량과 인성 역량을 함께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

◦ (교육과정) 국어 교과 교육과정을 ①비대면 시대에 소통하며 협업, ②코로나 
시대에 더 필요한 환경 가치, ③삶의 중심잡기를 위한 정체성, ④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4가지 과제로 재구성

◦ (주요활동) 코로나 기간·원격수업 기간 중 지켜야 할 예절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서로 나누기, 도서와 신문기사를 이용하여 전염병과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와의 관련성 탐구하기, 코로나19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이해하기 
위한 뉴스 제작 체험 및 가짜뉴스 근절 디지털 포스터 제작하기 등

< 뉴스 제작 체험을 통해 정보를 대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인식>

□ 이번 연구대회 입상작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대회 네트워크와 인성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탑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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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회네트워크: 에듀넷-티클리어누리집(www.edunet.net) - ‘연구대회입상작’ 게시판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 누리집(insung.kedi.re.kr) - ‘자료집’ 게시판

□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인성교육의 가치와 덕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원격수업 환경에서도

인성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2020년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입상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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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도 심사번호 학교급 학교명 직위 성명 주제

1 경북 교원-유아-007 유아 안동강남초
병설유치원 교사 박○○ 책향기 솔솔 소나무 놀이로 어울林 숲을 만들어요

2 대구 교원-유아-011 유아 자연누리유치원 교사 조○○ POOM'(품:品)놀이를 통한 늘품이들의 인성 더하기

3 경북 교원-유아-004 유아 양북초병설유치원 교사 김○○ 고슴도치들의 다섯 글자 예쁜 말로 토닥토닥 마음 안아주기 프로젝트

4 경북 교원-유아-009 유아 영주가흥초
병설유치원 교사 최○○ 싸라기들아, 싸락별놀이로 5색 마음빛깔을 품어보렴!

5 경기 교원-유아-018 유아 오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김○○ 참시루 속에 움트는 행복한 인성콩 이야기

6 경북 교원-유아-005 유아 김천동신초
병설유치원 교사 강○○ GO! GO! GO! 책놀이프로젝트로 마음놀이터넓히기

7 경북 교원-유아-008 유아 오태초병설유치원 교사 문○○ 행복 마 ⁞ 스 ⁞ 크 놀이로 마음 면역력 쑥! 쑥! 키워요

8 세종 교원-유아-013 유아 초롱별유치원 교사 오○○ 심(心)봤다! 3-BOOK활동을 통한 따뜻한 마음나누기

9 경기 교원-유아-020 유아 대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황○○ 마음농사 짓기 놀이로 내 안의 보물을 찾아요

10 경기 교원-유아-021 유아 옥길유치원 교사 황○○ 바른인성을 위한 백신 처방 - 놀이에 인성을 더하다

붙임  2020년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입상 세부 현황

【교원-유아 : 2020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입상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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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도 심사번호 학교급 학교명 직위 성명 주제

1 충남 교원-초등-007 초 천안가온초등학교 교사 조○○ L.I.N.K+ 관계형성 프로젝트로 더불어 삶의 소중함을 더해가요

2 경북 교원-초등-024 초 의성초등학교 교사 박○○ 동심+(童心플러스) 문학마을에서
Z.A.R.A.는행복한꼬마시민이야기

3 인천 교원-초등-043 초 인천용현초등학교 교사 박○○ 온택트 미러(Ontact Mirror)'로 행복한 '자(自)·화(和)·상(相)'을 
그려가요

4 전북 교원-초등-048 초 영만초등학교 교사 조○○ ECO-B.I.K.E타고 친환경 라이딩 즐기기

5 경기 교원-초등-060 초 운천초등학교 교사 김○○ 미디어 링크(L·I·N·C)프로그램으로 오투오(O2O) 세상을 연결하는 
디지털 시민 되어요

6 경기 교원-초등-068 초 동오초등학교 교사 이○○ 늘품동이의 마음투자, 소행성에 올인하여 내(內) 집(JIB)을 짓다!

7 대전 교원-초등-101 초 대전글꽃초등학교 교사 김○○ 함께 하는 ME人프로젝트로 세상 온통(ON通) 그리는 글로벌 인재 
기르기

8 강원 교원-초등-001 초 송양초등학교 교사 최○○ 　땀꼬들의 송알송알(SRSR) 공동체 허브 마음밭 만들기

9 경북 교원-초등-019 초 포항대흥초등학교 교사 박○○ 함.성.소.리 36.5 HEAT 챌린지로 외쳐요

10 경북 교원-초등-021 초 길안초등학교 교사 황○○ 더미북(The美Book) 동(同)화(和)누리에 함께여서 행복한 사람볕 
가득가득

11 경북 교원-초등-030 초 춘양초등학교 교사 김○○ 행복 넛지 여행(T‧R‧I‧P)으로 일상을 노래하는 음유시인 되기

12 서울 교원-초등-034 초 서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 김○○ 행복레시피(RE.CI.PE)로 살맛나는교실 만들기!

13 제주 교원-초등-056 초 노형초등학교 교사 김○○ 도토리, 여물다
('도토리프로젝트'를통한인성교육실천사례)

14 경기 교원-초등-063 초 도제원초등학교 교사 정○○ 토닥토닥 “다(多)품(POOM) 프로젝트”를 통해 溫라인 늘품동이로 
성장하기

【교원-초등 : 2020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입상 세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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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도 심사번호 학교급 학교명 직위 성명 주제

15 경기 교원-초등-065 초 해솔초등학교 교사 김○○ 사(4)‧회 속(S‧O‧C) 이슈리더 이야기

16 경기 교원-초등-069 초 대서초등학교 교사 왕○○ 언제나 해피엔딩! 영화보다 스윗(SWIT)한 열두개의 심쿵 시퀀스

17 경기 교원-초등-072 초 회천초등학교 교사 양○○ 온라인·오프라인 책놀이로 마음이 성장하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

18 경기 교원-초등-080 초 학동초등학교 교사 위○○ b.o.o.k 놀이 좋아해 프로젝트로 북적이는 다온(多溫) 공동체

19 경기 교원-초등-086 초 서촌초등학교 교사 윤○○ 그림책놀이터에서 "더불어 숲"이 되는 길(路)찾기

20 대전 교원-초등-105 초 대전목상초등학교 교사 김○○ 손.오.공.과 함께 on종일 날아라 6성(性)보드!

21 대전 교원-초등-109 초 대전전민초등학교 교사 전○○ 뉴노멀시대, 행복을 찾아 떠나는 ‘콜라보 소행성’ 여행

22 대전 교원-초등-111 초 대전죽동초등학교 교사 최○○ 매달 함께 쌓아가는, 열두 달 인성 CMA 프로젝트

23 충남 교원-초등-003 초 구룡초등학교 교사 최○○ 꽃구름 아이들과 함께하는 R.E.A.D로 바른 인성 L.E.A.D하기

24 충남 교원-초등-005 초 염작초등학교 교사 윤○○ 참인성 T.H.E.(더) 채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교실 만들기

25 충남 교원-초등-006 초 신창초등학교 교사 이○○ 다울림 행복 음률로 함께 연주하는 너나들이 성장 하모니

26 울산 교원-초등-014 초 옥서초등학교 교사 신○○ 인성코딩 ABCD로 평화로운 공동체 집짓기

27 경북 교원-초등-022 초 풍기초등학교 교사 송○○ 다독(讀)다독(TALK) 인지‧상정 프로젝트로 극복하는 인권성장通

28 경북 교원-초등-028 초 성주중앙초등학교 교사 김○○ #3TA 백신으로 뉴노멀 행복공동체 만들기

29 경북 교원-초등-029 초 예천초등학교 교사 최○○ 함성교실 플랫폼에 JOIN하여 따듯한 마음 품앗이 만들기

30 대구 교원-초등-031 초 대구강동초등학교 교사 장○○ On&Off Be.Be.Go(비비고) 프로그램으로 살아(4R)있는 공동체 만들기

31 서울 교원-초등-035 초 서울구룡초등학교 교사 천○○ CPR 배움성공 프로그램으로 깨어나는 민주숲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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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도 심사번호 학교급 학교명 직위 성명 주제

32 세종 교원-초등-041 초 연서초등학교 교사 남○○  BTS (Belove, Together, Sensitiviy)백신 프로젝트로 인성 면역력 
기르기

33 전북 교원-초등-052 초 입암초등학교 교사 신○○ 온작품으로 배우는 P.L.A.Y 교실의 마음 가꾸기

34 충북 교원-초등-057 초 가경초등학교 교사 조○○ SUDA꽃 프로젝트로 신통방통한 화수분 교실 가꾸기

35 경기 교원-초등-062 초 위례한빛초등학교 교사 안○○ 버츄프로젝트를 활용한 작은 끈(R.OP.E.S) 연결 프로그램으로 더 큰 
시민적 인성 기르기

36 경기 교원-초등-067 초 진위초등학교 교사 장○○ 민주시민 리터러시로 내 삶의 주인공 되기

37 경기 교원-초등-078 초 광교초등학교 교사 김○○ 더불어(Double Up) 프로젝트로 시민적 인성 파워 올리기 

38 경기 교원-초등-084 초 장당초등학교 교사 이○○ 감성독서 L.I.N.K 프로그램으로 행복 ON 공동체 만들기

39 경기 교원-초등-085 초 내유초등학교 교사 박○○ 감정 항아리 채움 온(on) 프로젝트로 플렉스(FLEX)한 마음 디자인하기 

40 경기 교원-초등-090 초 상신초등학교 교사 이○○ 해(H)를 따라 내 안의 온도 UP! 인성면역력 빛나는 행복 교실 가꾸기

41 경기 교원-초등-091 초 고창초등학교 교사 주○○ AFOOFA 프로젝트로 해.시.태.그. 달아 #민주시민 팔로우해요!

42 전남 교원-초등-097 초 일로초등학교 교사 김○○ 마음 새싹을 키우는 따뜻한 텃밭, 행복한 초딩농부 이야기

43 대전 교원-초등-102 초 대전비래초등학교 교사 김○○ 주(主)인(人)공(公) 프로젝트로 어울림 행복 3C 빛깔 완성하기

44 대전 교원-초등-104 초 대전노은초등학교 교사 김○○ On/Off, IT'S A [B]플랜으로 올바른 인성곳간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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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중등 : 2020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입상 세부 현황 】

연번 시‧도 심사번호 학교급 학교명 직위 성명 주제

1 충남 교원-중등-004 고 서산성봉학교 교사 송○○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됨됨교육 【3-CoRe】

2 울산 교원-중등-005 중 이화중학교 교사 김○○ COVID 시대, 실천적 인성 역량을 가진 민주시민 성장 프로젝트 

3 경남 교원-중등-008 중 경상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사 장○○ 함께 달리는 RUN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실 만들기

4 경남 교원-중등-009 고 마산고등학교 교사 김○○ 우분투 활동을 통한 공감소통어울림 프로젝트

5 충북 교원-중등-017 중 동성중학교 교사 최○○ 『초(超) 이해! 초(超) 공감! 초(超) 행복!』프로젝트로 
인성교육3초(超)완성!

6 경북 교원-중등-012 중 석전중학교 교사 김○○ 3-백신 만들기 온오프 프로젝트로 수학시간 면역체계 완성하기

7 대구 교원-중등-013 중 경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사 류○○ 4통8달 Global Art 블렌디드 러닝으로 지구촌 캔버스에 세계시민 그리기

8 인천 교원-중등-016 중 검암중학교 교사 류○○ 지피지기(知P知技) 성?공?프로젝트로 우리의 성!공!만들기

9 경기 교원-중등-020 중 경북중학교 교사 노○○ 가감승제(加減乘除) 프로젝트를 통한 인성 나무 자라기

10 경기 교원-중등-023 고 관인고등학교 교사 최○○ 교복 입은 시민들, 세상에 옐로 카드(C.A.R.D.)를 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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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아 : 2020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입상 세부 현황 】

연번 시‧도 심사번호 학교급 기관명 직위 성명 주제

1 경북 기관-유아-001 유아 율곡유치원 원장 장○○ COVID-19 테마파크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나·누·리 스탬프 투어

【 기관-초등 : 2020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 입상 세부 현황 】

연번 시‧도 심사번호 학교급 기관명 직위 성명 주제

1 경북 기관-초등-003 초등 풍천풍서초등학교 교장 유○○ 인성나침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삶의 주인공 되기

2 대구 기관-초등-009 초등 대구강림초등학교 교장 김○○ 공감소통 HEALing 관계회복교육으로 행복공동체 만들기

3 대구 기관-초등-012 초등 대구왕선초등학교 교장 한○○ LAMP 놀이터에서 민주시민의 빛(On) 밝히기

4 경북 기관-초등-007 초등 의성초등학교 교장 권○○ ON·溫·온-T.A.C.T 프로젝트로 행복 세상 로그인(人)하기

5 대구 기관-초등-011 초등 대구새론초등학교 교장 조○○ 힘. 땀. 맘. 스마로그 인성교육으로 민주시민역량 키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