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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교사 김철
☎ 교무실 (031) 535-0551, ☎ 행정실 (031) 535-8030, FAX (031) 536-0135  (우) 11112 이동면 성장로 869번길 4

2022 포천교육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원봉사자 연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천교육지원청에서는 포천교육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연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수 개요

 ❍ 연수명: 2022 포천교육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연수

 ❍ 기간: 2022.11. 28.(월)~12.14.(수) (총9회)

 ❍ 운영 장소: 포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상황에 따라 장소변경 가능

 ❍ 수업 방법: 대면 연수

 ❍ 참가 대상: 주제별 30명(운영지원단, 인력풀 봉사자, 학부모, 마을주민, 대학생 등) 

 ❍ 모집 방법: 네이버폼 주제별 선착순 신청 https://naver.me/FJ629GAR 

 2. 연수 일정

 ❍ 전체 일정

 ※ 상황에 따라 일정, 교육내용, 강사가 변경될 수 있음/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 

순 일시 교육 내용 강사 비고

1차시
11.28.(월)

10:00~12:00

양성평등 및 4대폭력예방

(성인지통합교육)

강시현

(새울림 교육센터)

전체 참여 필수 강의

온라인줌(zoom)강의

2차시
11.29.(화)

13:00~16:00

나를 브랜딩하다

(퍼스널 컬러)

팽정은
(퍼스널이미지브랜딩 

바이허)
대면 강의

3차시
11.30.(수)

9:00~12:00

손으로 만든 감성생활 소품

(자이언트얀 만들기)
김효정

(현서아트핸즈)
대면 강의

4차시
12.5.(월)

9:00~12:00
마술 동화구연 1차시

이은미
(한국마술연맹남양주지부장)

대면 강의

5차시
12.6.(화)

9:00~12:00
마술 동화구연 2차시

이은미
(한국마술연맹남양주지부장)

대면 강의

6차시
12.7.(수)

9:00~12:00
마술 동화구연 3차시

이은미
(한국마술연맹남양주지부장)

대면 강의

7차시
12.12.(월)

9:00~12:00
마술 동화구연 4차시

이은미
(한국마술연맹남양주지부장)

대면 강의

8차시
12.13.(화)

10:00~12:00
마술 동화구연 5차시

이은미
(한국마술연맹남양주지부장)

대면 강의

9차시
12.14.(수)

10:00~12:00
마술 동화구연 6차시

이은미
(한국마술연맹남양주지부장)

대면 강의

https://naver.me/FJ629GAR


❍주제별 일정(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전환 가능)

    ·양성평등 및 4대폭력예방 (성인지 통합교육)

    ·나를 브랜딩하다(퍼스널 컬러)

    ·생활소품 만들기(자이언트얀 가방 만들기)

    ·마술동화 구연

순 날짜 일시 교육 내용 강사 

1 11.28.(월)
10:00~12:00

(2시간)

양성평등 및 4대폭력예방 

(성인지 통합교육)

강시현

(새울림 교육센터)

순 날짜 일시 교육 내용 강사 

1 11.30.(수)
09:00~12:00

(3시간)

손으로 만드는 감성 생활소품 

(자이언트얀 가방)

김효정
(현서아트핸즈)

순 날짜 일시 교육 내용 강사 

1 12.5.(월)
09:00~12:00

(3시간)

마술 동화 구연

-오리엔테이션&마술동화구연 이론

-예언마술, 컵&볼 빨대마술&나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이은미
(한국마술연맹
남양주지부장)

2 12.6.(화)
09:00~12:00

(3시간)

마술 동화 구연

-내 모습 이대로가 좋아!

-엄마 사랑해요./꼬마 뱀 세친구

이은미
(한국마술연맹
남양주지부장)

3 12.7.(수)
09:00~12:00

(3시간)

마술 동화 구연

-편식하면 안돼요.

-매직 북 / 응가마술

이은미
(한국마술연맹
남양주지부장)

4 12.12.(월)
09:00~12:00

(3시간)

마술 동화 구연

-블루미라클: 쫑쫑이와 툴툴이

-물을 아껴 써요.

이은미
(한국마술연맹
남양주지부장)

5 12.13.(화)
10:00~12:30

(2시간)

마술 동화 구연

-신문지 물붓기/동화나라 신문지 마술

이은미
(한국마술연맹
남양주지부장)

6 12.14.(수)
10:00~12:30

(2시간)

마술 동화 구연

-매직 도구 만들기/ 개별시연

이은미
(한국마술연맹
남양주지부장)

순 날짜 일시 교육 내용 강사 

1 11.29.(화)
13:00~16:00

(3시간)

나를 브랜딩하다

(퍼스널컬러)

팽정은
(퍼스널이미지브랜딩

바이허)



3. 연수 신청

  ❍ 연수명: 2022 포천교육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연수

  ❍ 기간: 2022. 11. 10.(목) ~ 2022. 11. 18.(금) 

  ❍ 대상: 주제별 30명(운영지원단, 인력풀 봉사자, 학부모, 마을주민, 대학생 등)

  ❍ 방법: 네이버폼 신청 https://naver.me/FJ629GAR ※네이버폼 선착순
   

2022년 11월 11일

포 천 노 곡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https://naver.me/FJ629G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