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장현초 2022 -

호

즐거운 배움, 행복한 나눔으로 멋과 꿈을 키워가는 시흥장현 BEST교육

시흥장현 교육통신

교무실:031-8042-3572
행정실:031-8042-3571
FAX : 031-404- 6371
담당자: 031-8042-3575

제목 :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책 」프로그램 신청 안내 (선착순)
시흥장현초 교육 가족 가정에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흥교육자원봉사센터와 시흥시 중앙도서관에서 연계하여 진행하는 ‘학교에서 만나는 사
람책’ 프로그램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e-알리미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2.7.13.(수) 13:00~14:00 (본교 3층 도서관에서 진행)
e-알리미를 통해 7.12(화) 까지 각 사람책마다 선착순 접수를 진행
사람책 프로그램별 선착순 5명
■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책
1. 목적
사람책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계기 마련
미래사회에 필요한 삶의 역량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기여

2.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책이란
사람책이란?
- 자신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사람책의 역할
- 지역사회와 학생, 학교의 소통채널 가교
- 청소년의 꿈·희망·진로 등을 함께 공감 ·지원하는 멘토

3. 프로그램
(선택1) 오하나: 영어 어려우신가요? 전직 영포자가 들려주는 영어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Q_ 열람신청자(독자)와 나누고 싶은 대화(주제)는 무엇인가요?
A_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왜 어렵게 느끼는지, 영어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되는 부분을 쉽게 풀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선택2) 이은주: 코딩아 놀자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존재하고 코딩도 그 중 하나의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코딩을 레고블럭 쌓기 같은 게임으로 생각하고 쉽게 접근한다면 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코딩에 대해 알고 싶은 초등학생과 만나 상상을 더하는 코딩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택3) 신용섭: 문학과 철핛으로 활동하는 10년차 가구 디자이너
가구 혹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는 진로 및 취업상담을 집을 심미적, 기능적으로 조화롭게
꾸미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인테리어TIP을 목공기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기초적인 목공 관련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선택4) 한나: 사법 통역사의 이야기 주머니
한국으로 유학 온 후 현재 15년째 한국 생활 중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다수 공공기관에서 사법 통역(몽골어 • 한국
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책 활동을 통해 저의 경험, 지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며 몽골어 및 언어 통역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외국 유학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열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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