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헥소미아 심신건강연구소

사단법인 헥소미아 심신건강연구소 안내

1. 설립취지
더 맑고 밝은 세상을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봉사단체입니다. 명상을 신청한 곳
으로 ‘전문 명상 강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명상을 지도’하는 새로운 개념의 봉사활동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봉사단체입니다.

2. 사단법인 일반사항
소 재 지
(본 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58
두산위브파빌리온 927호

지

부

고유번호

101-82-17566

설립인가

전화번호

02-2198-5599

홈페이지

대구, 부산, 대전, 광주

2008. 12. 10
(사)헥소미아 심신건강연구소
www.hexomia.org

ž 직접 찾아가는 무료 명상 지도 ‘헥소미아 명상 파견봉사’ 누적 수혜자 연인원 37만 명
주

요

봉사활동

ž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명상 센터 전국 6곳에 운영
ž 순수성과 봉사활동이 정부로부터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아 2010년 12월 31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됨

3. 주요연혁
2006. 02. 14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창립

2007. 04. 03

찾아가는 무료 명상(헥소미아 명상 파견봉사) 시작, D여고

2008. 12. 10

사단법인 헥소미아 심신건강연구소 설립인가

2009. 12. 01

무료 명상 공간인 헥소미아 에너지 스테이션 오픈(전 지역 6곳 운영 중)

2010. 06. 28

헥소미아 명상 파견봉사 누적 수혜자 연인원 30만 명 도달

2010. 12. 31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

4.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됨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25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2010. 12. 31일 자로 지정됨
기부금 수령 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봉사와 순수한 노력이 정부로부터
공익활동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봉사활동 1 : 찾아가는 명상 봉사
(1) 봉사명

헥소미아 명상 파견봉사
1. 학교(초, 중, 고, 대학교), 군부대, 경찰서, 기업, 노인복지센터 등 희망하는 단체를

(2) 내 용

찾아가 무상으로 명상 지도를 진행함
2. 전문 명상 강사가 현장으로 파견되어 주 1회씩 총 8-10회에 걸쳐 명상 진행
3. 소속 강사들은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3) 성 과

1. 2010년 12월 말까지 연인원 총 370,740명, 400개 단체를 대상으로 명상 봉사활동
2. 2010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 연도별 수혜인원 현황

(4) 실 적
(* 2007년∼2008년은 비영리임의단체로써
봉사활동 수행, 2008년 12월 법인 설립 허가)

* 언론보도
08.05. 대구신문 보도 <대구 달서경찰서 >
08.05. 영남일보 보도 <헥소미아 명상 봉사>
08.11. 서울시 교육청 보도 <서울 숭곡초등학교>
09.04. 소년 조선일보 보도 <서울 금화초등학교>
09.04. 매일신문 보도 <헥소미아연구소 보도>
09.06. 데일리팜 보도 <헥소미아 명상법을 아시나요>
09.07. 영남일보 보도 <지친 현대인들 마음과 정신
어루만져주지요>
09.10. 경인일보 보도 <'내안의 짜증'녹이고 '창조적인
나' 깨운다>
10.12. 오마이뉴스 보도 <스티브잡스의 창의력 비결,
명상 따라 하기>
10.12. 전남 인터넷신문 보도 <광주교육청 감사패 수여>

* 설문결과(일반인)

주요 봉사활동 2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명상 센터
(1) 봉사명

헥소미아 에너지 스테이션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명상 센터 운영 사업

(2) 내 용

하루 7-9회, 매시간 정각에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명상 휴식 공간
* 서울 인사동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 강남,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6곳에 무료 명상 센터 운영
* 특별한 공지가 없는 한 365일 운영되며,
전국적으로 1일 1,4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일반인을 위한 명상공간이므로
헥소미아 심신건강연구소 회원들은 이용
할 수 없음)

(3) 성 과

*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명상 강사가 상주
하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헥소미아 명상
강남 에너지스테이션 전경

프로그램 진행
시 간
11:00-11:30
12:00-12:30
13:00-13:50 휴식
3
14:00-14:30
4
15:00-15:30

순서

순서

1
2

5
6
7
8
9

시 간
16:00-16:30
17:00-17:30
18:00-18:30
19;00-19:30
20:00-20:30

서울 강남 헥소미아 에너지 스테이션 운영시간표
(지역에 따라 운영시간은 다름)
인사동과 대구 에너지스테이션 전경

전국 헥소미아 에너지 스테이션 위치
서울 인사동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0 박씨 물고 온 제비 4층

02-2198-5599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54-13 전방빌딩 6층

070-7541-0067

대 구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 44-2번지 삼덕빌딩 지하1층

070-7547-5795

부 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청동 161-1번지 SK허브 올리브 205호

070-7547-5796

대 전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429번지 전원빌딩 3층

070-7547-5797

광 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3가 1-3번지 2층 구 현대예식장

070-7547-5798

서울 강남

헥소미아 명상 파견봉사 : 초등학생들의 감사 편지

헥소미아 명상 파견봉사에 대한 군부대 장병의 감사 편지 2009. 2. 24
전에는 체험해 볼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명상의 시간을 금요일마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헥소미아의 명상 시간은 정말 오후의
일과 속에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쉴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명상에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상의 시간은 단순
히 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두 눈을 감고 깊기도 하면서 얕기도 한 생각에 잠기어 지난날들의 행실에
대한 반성도 하고 다음 한 주의 각오도 다져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마다 의미를 부여한 시간이 찾아오니 일종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빨리 감기의 생활이 아니라 일시 정지도 조용히 눌러주는 휴식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명상의 시간에 졸았던 기억이 많았지만, 다음부터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그때에는 진실 된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명상은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간직해야겠습니다. - 일병 배병수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헥소미아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기다려지고, 명상이라는 것을 하면서, "아~명상이라는 것이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처음 명상을 할 때는 이게 뭐하는 건지 잘 몰랐고,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다
하니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막상 명상을 하고 나니 왜 명상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명상에 대
한 중요성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헥소미가 명상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더 재밌게 명상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덧 8회의 명상이 끝났다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 일병 이홍진

개인적으로 매우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명상이란 것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고,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아함을 갖고 막상 명상을 했을 때는 잘되지 않았던 적이 많았지만, 실제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절하시고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헥소미아 강사분들과 여태껏 해보지 못했던 신선한 것들이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시간들을 기다렸었는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무척 아쉽습니다.
끝으로 이런 좋은 시간 마련해주신 연대장님께 감사드리고, 매시간 정성과 최선을 다해주신
헥소미아 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병 임현빈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사)헥소미아 심신건강연구소의 봉사정신을 인정하여, 감사패 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