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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교육자원봉사센터
교육자원봉사를 위한 “동화구연 연수”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가평교육지원청에서는 가평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
내 교육자원봉사자를 모집 · 발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관내 초·중·고에 연결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교 현장에서 자원봉사가 많이 필요한 분야중 하나인 동화구연에 대해 봉
사자를 모집하고 동화구연 연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학교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에 아래와 같이 동화구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학부모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
니다.
■ 연수개요
∙ 연 수 명: 교육자원봉사를 위한 동화구연 연수
∙ 연수대상: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30명
※ 연수대상자로 선정 시
① 가평교육자원봉사센터 교육자원봉사자로 자동 등록되며,
② 총 8회의 연수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③ 연수 종료 후 5회 이상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 관내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동화구연 자원봉사활동
실시(교육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 매칭 실시)
∙ 연수기간: 2019. 4. 16.(화) ~6. 11.(화) 매주 화요일 13:00 ~ 15:00 (총 8차시)
∙ 연수장소: 가평교육지원청 물회의실(본관 2층)
∙ 연수일정 및 내용: 뒷면 참조
∙ 강사: 동화구연 전문가 이정수
∙ 비고: 교육비 전액 무료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9. 3. 18.(월) ~ 3. 29.(금)
∙신청방법 : [별첨 1] 양식을 이메일 제출(comeon2133@goe.go.kr)
∙신청서 양식은 가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oegp.kr) -부서별자료실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도서
관 및 독서교육 게시물 3번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유의사항
∙ 신청기간 이전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 1회 이상 연수 불참 시, 연수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수 프로그램
차시

일시

동화구연 이론
동화구연(스토리텔링)이란?,

1

4. 16.(화)

동화구연 실시
언어

의 중요성, 동화구연의 교육적가치,
동화특성

2

4. 23.(화)

3

4. 30(화)

4

5. 7.(화)

5

5. 14.(화)

6

5. 21.(화)

7

6. 4.(화)

8

6. 11.(화)

동화의 선택, (과학, 창작, 전래,
위인동화)

비고

호흡과 발성, 띄어읽기,
목소리 조절하기1
목소리 조절하기(음성개발)
느낌말 표현, 발성 연습, 혀 입술
운동

개작에 대하여

동화 개작하기(다섯 손가락, 뱀의

동화 개작의 필요성과 원리

꼬리와 머리) 어려운 말 연습

구연기법 (화술), 수사법

음성표현을 돕기 위한 동화
해설체와 대화체의 음성표현

구연기법(동작)

언어와 동작의 상호작용

띄어읽기, 발성, 고저장단

시청각 자료, 손유희

효율적인 동화 도입과 끝맺음

노래, 퀴즈, 과학적 실물자료

(동화 교수법)

시청각 자료

동화의 종류, (동화 응용1)

입체동화, 노래동화, 막대동화, 그

특성있는 동화구연

림동화, 완구동화, 동화시

어린이 동화 어려 교수법 놀이를
통한 전개, 통합적 교수방법

동화구연 발표

※ 상기 교육 일정 및 순서는 교육지원청 및 강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연수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합니다.
■ 문의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자원봉사센터(☎031-580-6183)

2019년 3월 6일

대 성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