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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허그 아토피천식학교 소개

아토피·천식 혁명! 프리허그와 함께 해요

아토피, 천식과 같은 면역질환은 결코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프리허그 아토피천식학교는 아토피·천식을 비롯한 면역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없는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

문 의료인, 예술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이완요법전문가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나눔과 소통의 치유문화를 실천하

고 있는 비영리 교육단체입니다.

프리허그 아토피천식학교는 질환과 생활관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과 즐거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토피·천식 및 

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면역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프리허그 아토피천식학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왜 일어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인지 막막

한 아토피안들이 ‘아름답고 즐거운 일상으로 복귀’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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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허그 아토피천식학교의 가치와 덕목

아토피안의 ‘아름답고 즐거운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며

프리허그 아토피천식학교는 ‘나눔과 소통의 열린 치유문화’를 실천합니다. 우리는 프리허그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안아주고 타인을 안

아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마음과 뜻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프리허그를 통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면 면역질환으로 인

한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가 솟아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말이나 글로 쓰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여 행동으로 옮

기는 것입니다. 프리허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프리허그를 통한 실천은 면역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원

동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지행합일을 실천덕목으로 삼아

아토피·천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知 : 면역질환에 대해 다시 보고 바로 알아

行 : 아는 만큼 실천할 것이며

合 : 수많은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여

一 : 결국은 하나 되어 이겨나갈 것입니다.

아토피·천식 질환으로 지친 마음을 위해 우리는

知 :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行 : 스스로 사랑하고 아끼며

合 : 세상과 소통하여

一 : 베풀고 나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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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허그 아토피천식학교

2015 ~ 16년 활동내역

2015년 아토피천식학교 활동내역

2015년 활동내역 1분기 (1-3월)

가) 교육 인원 : 1,345명

1) 아토피·천식·면역질환 강의 : 4회 140명

2) 외부 산모교실 : 7회 1,200명

3) 프리허그 산모교실 : 5회 105명

날짜 강좌명 교육장소

1 16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천안

2

2 프리허그 산모교실 대구

5 프리허그 산모교실 서초

11 프리허그 산모교실 부산

25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서울 강남

26 참사랑어머니회 산모교실 서울 선릉

3

17 프리허그 산모교실 인천

18 아토피 강의 (1차) 홍성군 보건소

19 프리허그 산모교실 분당

20 참사랑어머니회 산모교실 서울 선릉

21 임산부부교실 (1차) 인천 검단 보건소

24 프리허그 산모교실 일산

26
노인건강교실 동안구 보건소

참사랑어머니회 산모교실 분당

30 노인성면역질환 건강교실 여주 보건소

31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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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활동내역 2분기 (4-6월)

가) 교육 인원 : 841명

1) 아토피·천식·면역질환 강의 : 11회 270명

2) 외부 산모교실 : 4회 358명

3) 프리허그 산모교실 : 7회 213명 

4) 프리허그 캠페인 : 3회

날짜 강좌명 교육장소

4

8 참사랑어미니회 산모교실 성남

9 프리허그 산모교실 서초

11 프리허그 캠페인 한성대

16 프리허그 산모교실 수원

20 프리허그 산모교실 대구 여성아이병원

23 아토피예방 임산부교실 (1차) 부천 소사 보건소

27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일산

28 아빠곰스튜디오 산모교실 인천

29 프리허그 산모교실 부산

5

7 한방육아 교실 (1차) 인천 동구 보건소

9 아토피 강의 (1차) 목포다도해 해상국립공원

10 프리허그 캠페인 대구

12 영유아 아토피 극복 이완요법 안양 동안구 보건소

13 자조모임 이완요법 (2차) 홍성군 보건소

14
한방육아 교실 (2차) 인천 동구 보건소

프리허그 산모교실 대전

16
이완요법 북한산 둘레길 건강나누리 캠프

프리허그 캠페인 (가천대) 인천

21

한방육아교실 (3차) 인천 동구 보건소

임산부교실 (3차) 부천 소사 보건소

프리허그 산모교실 일산

28
한방육아교실 (4차) 인천 동구 보건소

프리허그 산모교실 인천

29 아토피 강의 (2차) 목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6 14 참사랑어머니회 프리미엄교육 서울

2015.02.11 부산미래여성병원 프리허그 산모교실

2015.02.12 수원 프리허그 산모교실

2015.03.19 분당 프리허그 산모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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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활동내역 3분기 (7-9월)

가) 교육 인원 : 2,850명 (초등학교 제외)

1) 아토피·천식·면역질환 강의 : 30회 초등학교 제외 686명

2) 외부 산모교실 : 14회 1,850명

3) 프리허그 산모교실 : 8회 205명 

4) 아토피 캠프 : 3회 110명

날짜 강좌명 장소

7

2 참사랑어머니회 산모교실 광주

4 아토피 강의 (3차) 목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6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청량리

7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서울 동작구

10 산모교실 평택 YWCA

11 임산부부교실 (2차) 인천검단보건소

14 라온조힐 산모교실 서울

15
노인성 질환 건강교실 부천소사 보건소

면역질환강의 (3차) 홍성군 보건소

16 아토피 예방 임산부교실 북대구 보건소

17
노인성 면역질환 부천소사 보건소

프리허그 산모교실 안양

18 아토피 강의 (3차) 목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23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용인

아토피 예방 임산부교실 (4차) 부천소사 보건소

25 아토피 강의 (4차) 목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29 참사랑어머니회 산모교실 서울 선릉

30 프리허그 산모교실 인천

8

1 아토피 강의 (5차) 목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5 프리허그 산모교실 대구 여성아이병원

8 프리허그 산모교실 일산

8 ~ 9 1박2일 아토피 캠프 여주보건소

12 캠프 아토피 강의 (2차) 북한산 둘레길 건강나누리

13 프리허그 산모교실 서초

21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광주

24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광주

25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서울 강남

이완요법 (3차) 홍성군 보건소

26 프리허그 산모교실 부산

27 대원유치원 아토피 강의 대구 북구 보건소

2015.04.20 대구 여성아이병원 프리허그 산모교실

2015.05.30 목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아토피강의

2015.05.14 대전 프리허그 산모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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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강좌명 장소

8
27 우리나눔TV 강의 유한킴벌리

28 프리허그 산모교실 대전

9

2
토당초교 아토피 강의 고양시 덕양구

홍성초교 아토피 강의 홍성군

4 프리허그 산모교실 안양

5
건강나누리 미술심리 (3차) 북한산 둘레길

아토피 캠프 (1차) 양평 보건소

8
홍동초교 아토피 강의 홍성군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서울 청량리

9
토당초교 아토피 강의 고양시 덕양구

대원유치원 미술심리 대구 북구 보건소

10

침산초 아토피 방송강의 대구 북구

구항갓골 어린이집 미술심리 홍성군

행주초교 아토피 강의 고양시 덕양구

토당초교 아토피 강의 고양시 덕양구

12
아토피 캠프 (2차) 양평군 보건소

임산부부교실 (3차) 인천검단 보건소

14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서울 동작구

15
아토피 강의 홍성군 홍동초교

라온조힐 산모교실 서울

16 미술심리 (4차) 홍성군 보건소

17
아토피예방 임산부교실 (4차) 부천소사 보건소

홍성초교 아토피 강의 홍성군

21 지도초교 아토피 강의 고양시 덕양구

24 아토피극복 이완요법 안양 동안구 보건소

2015.09.21 고양시 덕양구 지도초교 아토피강의

2015.08.08 여주 보건소 아토피캠프

2015.07.18 목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아토피강의

2015.07.07 청량리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2015.08.16 일산 프리허그 산모교실

2015.08.05 대구 여성아이병원 프리허그 산모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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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8 여주 보건소 아토피강의

2015.09.02 고양시 덕양구 토당초교 아토피강의

2015년 활동내역 4분기 (10-12월)

가) 교육 인원 : 4,242명

1) 아토피.천식면역질환강의 : 37회 2,680 명

2) 프리허그 산모교실 : 12회 318명

3) 외부 산모교실 : 6회 1,056명

4) 아토피 캠프  : 5회 188명

날짜 강좌명 장소

10

1 프리허그 산모교실 일산

3 아토피 캠프 1차 (1박2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

6 임산부마사지 교실 고양시덕양구 보건소

7
자조모임 아토피 강의 대구 북구 침산초

대원 유치원 체험교실 대구 북구

8 미술심리 홍성군 홍동샛별어린이집

12
프리허그 산모교실 부산

아토피 강의 홍성군 은하초교

13
아토피 강의 도봉구 창동 보건지소

아토피 강의 고양시 덕양구 화중초교

15
프리허그 산모교실 서초

아토피 예방 임산부교실 대구 북구 보건소

16
아토피 강의 고양 용현초교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광주

17 아토피 캠프 양주 보건소

19
아토피 강의 홍성군 구향초교

프리허그 산모교실 대구 여성아이병원

20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서울 강남

22

미술심리 안산 상록구 보건소

아토피 예방 임산부교실 (5차) 부천 소사 보건소

프리허그 산모교실 인천

23
프리허그 산모교실 대전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광주

24 아토피 캠프 2차 (1박2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

27 이완요법 안양 동안구 보건소

29 라온조힐 산모교실 서울

30 아토피 강의 고양시 덕양구 용현초교

31
아토피 캠프 3차 (1박2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

아토피 리마인드 캠프 (3차) 양평군 보건소

11 5 프리허그 산모교실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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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강좌명 장소

11

10 이완요법 여주 보건소

11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천안

12
천식강의 고양시 덕양구 성신초교

프리허그 산모교실 수원

18 노인성 피부건강 관리 대구 북구 보건소

19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서울 청량리

24 노인 피부면역질환 건강교실 안산 상록구 보건소

25 미술심리 안산 상록구 보건소

26
노인건강교실 안양 동안구 보건소

미술심리 안산 상록구 어린이집

27 은성유치원 아토피 체험교실 울산 중구 보건소

30 어린이집 미술심리 안산 상록구 보건소

12

1
어린이집 미술심리 안산 상록구 보건소

프리허그 산모교실 일산

2 약사초교 아토피 체험교실 울산 중구 보건소

3 월드키즈 유치원 아토피 체험교실 울산 중구 보건소

4 한국석유공사 아토피 체험교실 울산 중구 보건소

7 어린이집 미술심리 안산 상록구 보건소

8 프리허그 산모교실 대구 여성아이병원

9 미술심리 대구 북구 대원유치원

10

미술심리 안산 상록구 보건소

노인건강교실 안양 동안구 보건소

프리허그 산모교실 분당

11 어린이집 미술심리 안산 상록구 보건소

14 노인성 피부 면역질환 관리 체험교실 안산 상록구

16
행복한 어린이집 체험교실 울산 중구 보건소

체험교실 대구 북구 대원유치원

17
이완요법 안양 동안구 노인건강교실

프리허그 산모교실 서초

21 면역질환 관리 체험교실 안산 상록구 경로당

22 프리허그 산모교실 대전

2015.10.04 수정구 보건소 아토피캠프

2015.12.01 서울 마포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2015.10.31 수정구 보건소 미술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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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천안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2015.10.04 수정구 보건소 체험하기

2015.10.03 수정구 보건소 체험하기

2015.10.08 홍성군 보건소 샛별유치원 미술심리

2016년 아토피천식학교 활동내역

2016년 활동내역 분기 (1-3월)

가) 교육 인원 2,359 명

1) 아토피.천식면역질환강의 : 6회 320 명

2) 프리허그 산모교실 : 8회 269 명 

3) 외부 산모교실 : 9회 1,750명

날짜 강좌명 장소

1

6 프리허그 산모교실 부산

14 프리허그 산모교실 수원

19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천안

20 참사랑어머니회 산모교실 선릉

21 프리허그 산모교실 인천

22 프리허그 산모교실 안양

28 프리허그 산모교실 광주

2

1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광주

2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서울 신촌

24 노인성 건강교실 대구 북구 노인복지관

29 프리허그 산모교실 대전

3

3
노인선 면역질환 대구 북구 보건소 관음동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용인

8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천안

9 구암동 노임복지관 면역질환강의 대구 북구 보건소

12 아토피 바로알기 (1차) 노원구 보건소

17 프리허그 산모교실 수원

18 프리허그 산모교실 안양

22 자조모임 아토피 바로알기 강의 (1차) 홍성군 보건소

23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대전

24 식품알러지와 면역질환강의 당진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28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동작구

29 참사랑어머니회 산모교실 선릉

30 프리허그 산모교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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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활동내역 2분기 (4-6월 )

가) 교육 인원 : 2,359 명

1) 아토피.천식면역질환강의 : 6회 320 명

2) 프리허그 산모교실 : 10회 289 명 

3) 외부 산모교실 : 9회 1,750명

날짜 강좌명 장소

4

5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서울 신촌

6 복현동 노인성 면역질환 교실 대구 북구 보건소

9 아토피 식이 관리 (2차) 노원구 보건소

12 자조모임 이완요법 (2차) 홍성군 보건소

14
육아맘 면역 알러지 교실 (1차) 동안구 보건소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광주

15 육아맘 면역 알러지 교실 (2차) 동안구 보건소

19 프리허그 산모교실 인천 고운여성 병원

20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청량리

21 프리허그 산모교실 일산

22 프리허그 산모교실 대전

23 아토피 강의 도봉구 북한산 둘레길 건강 나누리캠프

26 아토피 심리 스트레스교실 안양 동안구 보건소

30 프리허그 캠페인 가천대

5

2 프리허그 산모교실 대구 여성아이병원

5 프리허그 캠페인 대전 충남대

9
흥도유치원 아토피 강의 덕양구 보건소, 흥도유치원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동작구 여성플라자

11 아토피 강의 덕양구 보건소 시립행신 그린어린이집

17 아토피 강의 충남 서산군 장항초등학교

19
아토피 실습강의 1,2 덕양구 보건소 화중초교

아토피 면역질환강의 양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1
아토피 예술심리 노원구 보건소

건강나누리 아토피 식단관리 강의 도봉구 보건소 북한산 둘레길

25
아토피 GMS 진료 금산 재원중학교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천안

26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대전

6

7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마포

9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부천

10 용현초교 아토피 강의 덕양구 보건소

11 아토피 자조모임 아토피 강의 노원구 보건소

2016.03.17 수원 프리허그 산모교실

2016.01.14 수원 프리허그 산모교실

2016.02.01 광주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2016.03.23 대전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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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강좌명 장소

6

11 건강나누리 아토피 미술심리교실 도봉구 보건소 북한산 둘레길

15

아토피 체험 교실 홍성군 보건소

내유초교 아토피 천식 강의 덕양구 보건소

내유초교 아토피 관리 체험 교실 덕양구 보건소

20 참사랑어머니회 산모교실 선릉

24
아토피강의 금산군 제원중학교

GMS 진료 금산군 제원중학교

29
천식 강의 덕양구 보건소 용현초교

아토피 체험 교실 금산군 제원중학교

30 아지매 산모교실 일산

2016.04.27 금산면 제원중학교 체험교실

2016.04.30 명동 프리허그

2016.04.12 홍성군 보건소 이완요법

2016.06.09 부천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2016.04.19 인천 고은여성병원 프리허그 산모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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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강좌명 장소

9

1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분당

6 백마초 병설유치원 일산 동구 보건소

7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천안

프리허그 산모교실 대구 여성아이병원

8 천식 강의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부산 광복

프리허그 산모교실 안양

10
아토피 캠프 공주 보건소

미술심리 노원부 보건소 아토피자조모임

19 아토피 체험 교실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

21
아토피 체험 요리교실 홍성군 보건소

교직원 체험 교실 일산동구 고봉초교

22
영양 강의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토피 강의 고양시 덕양구 지도초교

23 임산부 영양교실 인천 검단

25 참사랑어머니회 프리미엄 산모교실 서울

27
아토피 강의 일산 동구 고봉초교

프리허그 산모교실 인천 고은 여성

28
아토피 이완요법 제원중학교

프리허그 GMS 진료 제원중학교

29 마사지강의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 방문간호 아토피 체험교실 안산 상록구 보건소

2016년 활동내역 3분기 (7월-9월)

가) 교육 인원 : 8,101명

1) 아토피.천식면역질환강의 : 초등학교제외 5,891명

2) 프리허그 산모교실 : 120명

3) 외부 산모교실 : 2,090명

4) 아토피 캠프 : 3회 110명

날짜 강좌명 장소

7

1 체험 교실 덕양구 화중초교

4 천식 강의 덕양구 보건소 흥도유치원

5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용인

6 천연오일 강의 일산 동구 노벨유치원

7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부천

9 아토피·천식 강의 노원구 보건소

11 원중초교 아토피 강의 일산 동구 보건소

12

아토피 강의 일산 덕양구 보건소 성라초교

백마초등학교 일산 동구 보건소

아토피 강의 일산 동구 유진유치원

13

아토피 강의 일산 동구 보건소, 원중초교

아토피 강의 일산 동구 햇빛유치원

아토피 강의 일산 동구 유진유치원

오일 만들기 일산 동구 원중초교

14 아토피 강의 일산 동구 마두어린이집

15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부천

19 오일 만들기 일산 동구 햇빛유치원

21 오일 만들기 일산 동구 마두어린이집

22 마서어린이집 / 성일어린이집 서천군 보건소

26 아토피 실습 강의 덕양구 보건소 용현초교

29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서울 마포

30 황학산수목원 아토피캠프 여주보건소

8

4 아토피 강의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광주

11 영양 강의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 이완요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 이완요법 노원구 보건소

23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서울 마포

24 미술심리 제원중학교

29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청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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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활동내역 4분기 (10월-12월)

가) 교육 인원 : 8,940명

1) 아토피.천식면역질환강의 : 초등학교·어린이집 제외 7,280명

2) 프리허그 산모교실 : 180명

3) 외부 산모교실 : 1,480명

날짜 강좌명 장소

10

5
아토피강의 일산덕양구 오금초교

서울마포산모교실 맘스스토리

6 아토피·천식강의 고양시 덕양구 지도초교

8
아토피캠프 양평군 보건소

아토피 체험 교실 노원구 보건소 자조모임

9 아토피극복 프로젝트 2기 오프라인 모임 (1차)

10 임산부 체험 교실 덕양구 보건소

11
가을 피부건강 강의 서울 창동보건지소

아토피 체험 교실 울산 중구 보건소

12 아토피 체험 교실 울산 중구 보건소

13 아토피 체험 교실 울산 중구 보건소

15 아토피 힐링 캠프 양평군 보건소

19

아토피 gms 진료 서천군 보건소

아토피 체험 교실 금산 제원중학교

아토피 바로알기 강의 공주시 보건소

25

아토피 체험 교실 홍성군 보건소

영유아맘 교실 양천구 다문화 가족

아토피 교실 일산 동구 고봉초교

26 아토피관리 체험 교실 금산 제원중학교

27
아토피 강의 고샹시 덕양구 화중초교

아토피 강의 공주시 보건소 경천초교

11

1 아토피 체험 교실 1 안양 동안구

3 아토피 체험 교실 2 안양 동안구

4 아토피 바로알기 일산 동구 시립식사 어린이집

7
아토피 체험 교실 상록구 보건소 새늘푸른어린이집

아토피 체험 교실 상록구 보건소 월피어린이집

8

아토피 체험 교실 상록구 보건소 성안 어린이집

아토피 체험 교실 상록구 보건소 자연을 닮은 어린이집

아토피 체험 교실 상록구 보건소 드리머하나어린이집

10
천식 강의 고양시 덕양구 토당초교

아토피 체험 교실 상록구 보건소 상록구 어린이집

2016.08.23 서울 마포 맘스스토리 산모교실

2016.09.30 안산 상록구 아토피체험교실

2016.07.30 여주 보건소 미술심리 2016.07.04 고양시 덕양구 흥도유치원 천식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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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강좌명 장소

11

10

아토피 체험 교실 상록구 보건소 동신어린이집

아토피 체험 교실 상록구 보건소 늘솔어린이집

아토피 체험 교실 상록구 보건소 시립부곡어린이집

11
아토피 체험 교실 상록구 보건소 시립수암어린이집

아토피 체험 교실 상록구 보건소 시립부곡어린이집

12 아토피 리마인드 교실 양평보건소

13 아토피극복 프로젝트 2기 오프라인 모임 (2차)

15

덕은초교 아토피 강의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

아토피 체험 교실 상록구 보건소 시립이동어린이집

아토피 강의 일산동구 보건소 시립식사어린이집

16 프리허그 산모교실 대구여성아이병원

22 맘스스토리 서울동작산모교실

23
아토피 체험 교실 금산 제원중학교

맘스스토리 부천산모교실

25 맘스스토리 천안산모교실

26 아토피 캠프 담양군 보건소

29
아토피 체험 교실 일산 동구 보건소

프리허그 산모교실 인천고은여성병원

30 아토피 체험 교실 금산 제원중학교

12

1 노인복지회관 이완요법 안양동안구

7 참사랑어머니회 서울선릉산모교실

13 아토피 체험 교실 울산 중구보건소 정인어린이집

14 아토피 체험 교실 울산 중구보건소 혜원어린이집

15 아토피 체험 교실 울산 중구보건소 아리솔유치원

16 아토피극복 프로젝트 2기 오프라인 모임 (3차)

21
gms 진료 금산 제원중학교

아토피 체험 교실 금산 제원중학교

28 맘스스토리 서울강남산모교실

2016.10.08 양평 보건소 아토피 캠프

2016.10.08 양평 보건소 이완요법

2016.10.12 창동 보건소 아토피 강의 2016.10.27 공부시 보건소 경천초교 아토피 강의

2016.10.09 아토피극복프로젝트 2기모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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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맘스스토리 부천산모교실

2016.11.29 일산동구보건소 체험교실

2016.12.13 울산중구보건소 정인유치원 아토피체험교실

2016.12.15 울산중구보건소 아리솔어린이집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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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허그 아토피천식학교 

프로그램 소개

아토피 천식 바로알기 강좌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아토피 천식이 어떤 질환이며 왜 발생하였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아토피 천식 및 면역질환 관리를 

위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여 아토피 천식 및 면역질환 극복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토피 천식 이론 강의입니다.

강좌는 참가대상 및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영유아, 임산부, 초중고생, 성인, 노인 등

2015년 9월 2일 홍성보건소 아토피강의

2016년 10월 27일 공주시보건소 경천초교 아토피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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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교실 | 외용제만들기

일상에서 피부 염증 완화 및 보습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한방외용제와 천연외용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한방외용제(또는 천연외용제), 천연아로마오일, 천연입욕제, 천연미스트

 

상쾌한교실 | 미니마사지

한방의 경혈을 활용하여 인체의 순환력을 증대시키고 장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쉽고 편리한 마사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리마사지, 복부마사지, 둘이서 마사지, 영유아 마사지

다양한 체험교실

홀가분교실 | 예술심리상담

아토피 천식 및 면역질환으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예술매체를 통해 표현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기법입니다. 자신

의 다양한 면을 표현해봄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정인 자아상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치료의 과정을 자

기 성장의 기회로 여길 수 있게 합니다.

미술심리상담(실내/실외), 도예심리상담, 무용심리상담, 푸드아트심리상담

활기찬교실 | 이완운동요법

인체 순환력 증진 및 근육 이완, 골격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요법과 심신을 안정시키는 아로마를 통한 이완요법을 배우

는 활동입니다. 가려움이나 열감과 같은 피부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볼루션 필라테스, 힐링워킹(실외), 골반걷기(실내), 이완요법(생활체조/스트레칭/호흡명상)

속편한교실 | 건강요리교실

아토피 천식 및 면역질환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며 체험하는 활동입니다. 올바른 식재료 선택 및 요리법, 섭생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허그 주스, 프리허그 간식, 제철과일을 이용한 효소, 한방 약차 약죽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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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천식 자조모임

아토피 천식 자조모임은 동일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다회성 모임을 주재하여, 일상생활 속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니

다. 생활관리 수칙을 실천하며 변화되는 경험을 상호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해 실천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 아토피극복 자조모임

회기 주제 주요 내용 강사

1차 이론교육 아토피 
▶ 아토피의 발생기전 및 원인 바로알기
▶ 아토피 극복을 위한 생활관리법 

한의사

2차

생활관리

식이 ①
▶ 아토피 천식관리를 위한 바른 먹거리
▶ 프리허그 주스 만들기

푸드테라피스트

3차 스트레스 ②
▶ 스트레스 진단 및 올바른 해소법 알기
▶ 스트레스 검사(PITR), 신문지 활용놀이 

미술심리상담사

4차 운동
▶ 장부 순환력을 높이는 골반걷기
▶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생활체조

이완요법강사

5차 이론교육 천식 
▶ 천식의 발생기전 및 원인 바로알기
▶ 천식 극복을 위한 생활관리법

한의사

6차

생활관리

식이 ②
▶ 면역력 높이는 식습관
▶ 제철과일 이용한 천연효소 만들기

푸드테라피스트

9 스트레스 ②
▶ 오감자극을 통한 심신(心身)이완
▶ 화분 만들기/만다라그리기(택1)

미술심리상담사

10 보습
▶ 아토피에 좋은 천연오일 블랜딩
▶ 경혈로 배우는 간단 다리마사지

이완요법강사

아토피 천식 캠프(1일/1박 2일/2박 3일)

즐거운 활동과 이론 강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토피 천식 및 면역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수칙을 가족과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캠프를 통해 일상생활 속 아토피 천식관리 실천의지 함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바로알기 강좌는 참가대상 및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캠프 성격에 따라 1박 2일, 2박 3일 또는 다회성 캠프

로 진행 가능합니다.

예시. 아토피극복 1일 캠프

시간 프로그램 주요 내용

10:00~10:30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설문조사 사전설문조사(아토피 인식도, 가려움 정도, 수면패턴 등)

10:30~11:30 허그놀이와 이완요법 서로의 마음을 여는 허그놀이와 아토피관리에 도움이 이완요법

11:30~12:30 아토피 바로알기 강의
아토피의 원인과 발생기전

아토피극복을 위한 생활관리법
아토피에 동반되는 다양한 면역질환의 예방과 치료법

12:30~13:30 점심시간 유기농 건강식

13:30~14:30 식단으로 보는 아토피 식단표로 알아보는 우리가족 건강식단 

14:30~15:00 숲 체험  숲 속 걷기  

15:00~16:00 스트레스 해소 미술놀이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자아표현에 도움을 주는

미술심리상담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16:00~17:00 아토피극복 요리교실 일상생활에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보는 요리교실

17:00~17:30 마무리 소감 나누기, 실천노트 배부 및 설문지

17:30~18:00 집으로 

가. 다수의 보건소, 아토피 안심어린이집, 아토피안심학교 등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나. 다회성 캠프를 진행할 경우 참가자들의 생활 관리에 대한 사후 점검이 가능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으로의 개선 및 실천의지고양

을 통한 지속적인 면역질환관리에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캠프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이 OSI(Object Scorad Index, 객관적 아토피증상 점수)지수 감소 및 아토피치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

향은 관련 논문을 통해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참고문헌: 한국산림휴양학회지 ‘가족의 생활습관개선 활동을 적용한 치유캠프가 아토피피부염환자에게 미치는 효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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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허그 캠페인

대한민국을 밝고 건강하게 프리허그 합시다!

프리허그 아토피천식학교의 나눔과 소통의 열린 실천문화

프리허그 아토피천식학교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대국민 프리허그 캠페인입니다.

그 실천의 시작을 포옹의 따뜻함으로 함께합니다.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