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비대면 관계 개선 프로젝트 학생 안내 자료

[포천교육지원청]

 안녕하세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비대면 관계개선 프로젝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등교수업기간 중 학교내에서 학생들간의 관계 개선을 목적

으로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연수를 개설하고 쌍방향 수업 및 가정에서의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포천의 꿈나무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체험꾸러미 배송 후 쌍방향 수업 실시) 

   

▣ 연수 과정 및 꾸러미 안내 

  

일시 수업명 자료 수업 내용 수강인원

2021.7. 26.(월)

17:00~18:00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코로나-19로 닫힌 마음을 열어봅니다.
- 내가 잘 하는 것, 나의 좋은 점을 찾아봅니다.
-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별도준비물: 풍선펌프)

50명 

2021.7. 27.(화)

17:00~18:00

싱그러운

 우리들

- 아로마테라피로 마음을 전합니다.
- 매듭을 지으며 손의 협응력을 키워요.
-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향기로 달래봅니다.
 

50명

2021.7. 28.(수)

17:00~18:00

집에서 
느끼는
 바다

- 내가 갔던 여행지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 집에서 바다를 느껴봅니다. 
- 가족과 여행하고 싶은 곳을 찾아보고 여행 계획
을 세워봅니다. 

50명

2021.7. 29.(목)

17:00~18:00
모여라

 내 친구들

- 예쁜 쿠키를 만들며 내 친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 쿠키를 예쁘게 꾸미며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을 편지로 써봅니다. 

- 친구와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봅니다.

50명

2021.7. 30(금)

17:00~18:00

걱정
말아요 
그대

- 코로나-19로 닫힌 마음을 열어봅니다.
- 나의 걱정을 걱정인형에게 털어놓습니다.
-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가족만의 방법
을 찾고 이야기해봅니다.

50명

2021.7. 31(토)

17:00~18:00

사랑이 
넘치는
우리집

- 우리집을 파티 장소로 만듭니다.
- 우리가 꿈꾸는 집의 모습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 가족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합니다.
  (별도준비물: 풍선펌프, 스카치테이프)

50명

 ※ 연수 강사의 사정에 따라 강좌 운영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연수 시작 전 안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zoom으로 운영, 줌 주소와 접속 방법은 선정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  

▣ 연수 신청 방법 (1인 1강좌 신청, 중복 신청 불가)

신청 방식 네이버폼  QR 코드 신청 신청일 결과 안내 

개인신청 
http://naver.

me/GIqiMTqk

2021.6.30.(수)부터 

접수 시작 

<6.30.(수)~7.5.(월)>

선정 

명단은 

학교로 

안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