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2020-11-4호

연구혁신부

내가 높인 청렴지수, 커져가는 행복지수

학부모 독서 아카데미 연수 안내

소현초등학교

담당자

이 윤 희

전화번호

261-8141~2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반기 독서아카데미 연수를 운영(온라인)한다고
하오니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수원, 용인지역 초•중•고 학부모 500여명
일시 : 2020. 11. 17.(화) ~ 11. 27.(금) 10:00~11:30 (총 8회)
주제 : 혼(자)공(부하는)시대, 우리 아이 스스로 습관 기르기
방식 :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 PC,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Zoom 프로그램 설치 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접속 가능

신청 방법 : 2020. 11.4.(수)부터 네이버폼으로 http://naver.me/57podODa 개별 신청
* 신청시 희망 강좌 선택 가능, 참여자 도서증정 이벤트 진행
⁕ 문의 :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기획정보부(☎ 240-4023, 4021)
- 참여 학부모 성명, 자녀 학교명, 휴대폰 번호, 자택주소 기재

- 강의 선택(복수 선택 가능)

□ [1~2회차] 독서지도: 혼공시대, 우리아이 독서교육Ⅰ~Ⅱ (대상:초)
□ [3회차] 힐링타임 : 너는, 소리 - 그림책 콘서트 (대상:초~고)
□ [4회차] 마음 읽기 : 아이를 읽는다는 것 - 아이와 함께 책 읽기 (대상: 초~중2)
□ [5~6회차] 미디어 활용 : 미디어를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공부하기 & 창조적으로 공부하기(초~고)
□ [7~8회차] 메타인지 : 두뇌가 좋아하는 상위 1% 기적의 인지학습법 & 자기주도적 시간관리 기술(초~고)

□ 세부내용
회차

일시

1

11. 17.(화)
10:00~12:30

내 용

강 사

혼공시대, 우리아이 독서교육Ⅰ (대상:초등)
독서지도

2

11. 18.(수)
10:00~12:30

3

11. 20.(금)
10:00~11:30

힐링 타임

너는, 소리 - 그림책 콘서트 (대상: 초~고)

4

11. 23.(월)
10:00~11:30

마음 읽기

아이를 읽는다는 것 - 아이와 함께 책 읽기 (대상: 초~중2)

5

11. 24.(화)
10:00~11:30

6

11. 25.(수)
10:00~11:30

7

11. 26.(목)
10:00~11:30

8

11. 27.(금)
10:00~11:30

혼공시대, 우리아이 독서교육Ⅱ (대상:초등)

학습법
(미디어 활용)

학습법
(메타인지)

오 현 선
『우리아이 진짜독서』 저자

신 유 미
『너는 소리』 저자

한 미 화
『아이를 읽는 다는 것』 저자

미디어를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공부하기 (대상: 초~고)
미디어를 활용하여 창조적으로 공부하기 (대상: 초~고)

이 승 화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 저자

두뇌가 좋아하는 상위 1% 기적의 인지학습법 (대상: 초~고)

홍 진 표

메타인지 기반 자기주도적 시간관리 기술 (대상: 초~고)

『생각코딩,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의
비밀』 저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1.
2.
3.
4.

목
적 : 하반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진행 관련 안내 문자 발송 및 이벤트 당첨자 도서 발송
수집항목 : 성명, 자녀 소속 학교명, 휴대폰 번호, 자택 주소
보유기간 : 수집 시부터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시까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으며,
도서증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소현초등학교장

□ 동의하지 않습니다.

[붙임]-1
연번

강사 소개
강사명

주요 이력

(가나다순)

그림책 작가
상상이룸센터 청년인문융합프로그램<그림책, 청년과 통하다> 강연
노들섬 개관기념 노을과 함께 그림책 콘서트 참여
순천시 책축제 참가, 남이섬 작가와 함께 떠나는 그림책 여행

1

아산시 책울림 북콘서트, 중랑구청 북 페스티벌 피아노 1인극
동화책 작가 신유미의 시와 그림전 전시(2005)
신유미

신유미 그림책 그림전(2020) 외 디수 전시회
著 단추와 단춧구멍(2018), 흡혈귀 패밀리(2017), 너는 소리(2018)
어린이 독서교실 라온논술.원장
어린이 독서논술교실 운영 (2015-현재)
독서교사 실무교육(문학독서, 역사독서, 과학독서등, 2018-현재)

2

학교 및 도서관 학부모 독서강연 다수
책 읽어주기 학부모회 연수 및 초등교사 독서교육연수 다수
오현선

“오쌤의 독서교육 이야기” 블로그 운영
著 우리 아이 진짜 독서 (2017), 우리 아이 진짜 글쓰기(2017)
교육혁신연구소 러닝앤코 선임연구원
인문학적 생각습관 만들기_장학사 연수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미디어 인문학과 가짜뉴스 예방법_신입사원 연수(한국언론진흥재단)

3

미디어 독해력을 통한 비판적 사고와 리처치 노트 작성(경북대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사 연수 진행 / 부천 공립유치원 등 다수강연
이승화

著 책으로 나를 읽는 북렌즈(2016),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2018)
인생을 결정하는 유초등 교육(2019, 공저)
어린이책 평론가, 출판칼럼니스트
웅진출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25년간 어린이책 담당
2020년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세종도서 자문위원
2014년 창비청소년문학상 심사위원
교육지원청, 도서관 등에서 학부모, 사서, 교사 대상 독서교육 강의 다수

4

한겨레신문 〈한미화의 어린이책 스테디셀러〉, KBS라디오,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웹진, 네이버, 채널예스 등 다양한 매체 칼럼 기고 다수
한미화

著 아홉 살 독서 수업 (2019), 오래된 사탕(2019),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2016, 공저),
아이를 읽는다는 것(2014), 지도탐험대(2014), 그림책, 한국의 작가들(2013, 공저),
책 읽기는 게임이야 (2011) 등
생각코딩연구소 대표 / 미래역량교육협회 이사장
주식회사 생각플러스 대표이사(2018-2019)
스포츠서울 파워코리아&혁신한국인 교육리더부문 대상(2017)
연세대학교 창의인성센터 연구실장(2016)
중앙일보 공부의신프로젝트 베스트멘토(2010)

5

중앙대, 건국대, 국민대, 부산대 등 다수의 대학교 학습법 특강
인천교육청 생각코딩 교사연수 및 100 곳 이상의 학생 특강
홍진표

著 생각코딩,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의 비밀( 2019)
중학교 인정교과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생각코딩(2019)
요약하기와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생각코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