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의 자유를 존중하며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교육,

한국몬테소리협회가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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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란,
박제된 나비들에게
덧셈과 뺄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비의 날개에 꼽힌 핀을 뽑아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마리아 몬테소리(Maria Montessori)

몬테소리 교육은 이탈리아의 마리아 몬테소리(1870-1952) 박사의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놀이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여건이나 환경 등으로 인해

정통 몬테소리 교육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몬테소리협회는 현장에 알맞은 다양한 몬테소리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시하여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의 철학과
교육의 실제를 계승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자유를 존중하며 공감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교육, 한국몬테소리협회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몬테소리협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몬테소리협회 이사장

몬테소리 교육 계승을 위한

주요 서비스
몬테소리 지도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국내 외 학회, 대학,
기업 간 협력

몬테소리 교육자료
정보공유

몬테소리 전문가 양성

몬테소리 간행물 제작

몬테소리 교육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KMS 목적

유아교육학자 몬테소리 박사의 철학과
교육 실제에 대한 전문 지식 공유

몬테소리 철학과 교육실제를 계승하고
세계적 수준의 몬테소리 자격 전문가 육성

KMS 가치
Original Value

Traditional Culture

Professional Education

“

“국내 최초 몬테소리 지도사 자격증 온라인 과정 개설

몬테소리 교육 원리
자유교육과 생명교육

회원 서비스
몬테소리
연구회

정통 몬테소리를 현장에
계승할 수 있는 연구회는
최고의 과정 중심으로
기관 간 교류를 나눌 수 있는
모임입니다

몬테소리
심포지엄

다양한 교육방법을 연구하여
‘몬테소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라는
새로운 인식을 전달하는
학회입니다

몬테소리
기관 방문

해외 유아교육 분야에서
필수로 인식하고 있는
몬테소리의 방향성을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외 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가입절차안내
입회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사회 심의
(협의 진행)

신청결과 확인
및 회비 납부
공문 수정

회비 납부

협회 가입

회원가입 이후 1개월 이내
계좌로 회비 납입

협회 가입 확인
증명서(수령)

회원 서비스
회원구분

정회원

회비
기업회원
연구회원
일반회원

24 만원
12 만원
6 만원

특혜
· 컨퍼런스 우선초청
· 몬테소리 연구회 참가

· 협회 교육프로그램 할인
· 컨퍼런스 참가

문의 TEL. 02- 3673-2030 FAX. 031-218-4700 ymlee@kidkids.net

사단법인
한국몬테소리협회

한국몬테소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