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부모교육]

지혜로운 부모 되기

1. 필요성 및 목적
○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가 새로운 환경, 이전과 다른
생활 패턴에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기에 우리 아이를 위한 초등학교 생활을 미리 알아보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 이에 본 센터에서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설레는 예비초등 이야기”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생활과 교육과정 이해 및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부모의 학습지도
방법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세부 추진내용
○ (대상) 울산 관내 거주 취학 전 유아 자녀를 둔 관심 있는 양육자 10명
○ (전체일정)
구분

일시

지혜로운 부모 되기
“새로운 희망으로 설레는
예비초등 이야기”

2021. 2. 5.(금)
10:00~12:00

장소

인원

ZOOM 화상 강의

10명

○ (세부일정)
시간
9:40 ~ 10:00

-

내용

강사

ZOOM을 통해 강의실 입장

-

지혜로운 부모 되기 “새로운 희망으로 설레는 예비초등 이야기”
· 원격 수업에 대한 이해
10:00 ~ 12:00

120′

· 입학 전 어린이에 대한 가정교육
·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이해
· 유치원과 다른 초등학교
· 알아두면 유익한 학교 정보

서윤정
(삼정초등학교
교사)

○ (장소안내)
구분

일자

장소

주소

2. 5.(금)

ZOOM 화상 강의

지혜로운 부모 되기
“새로운 희망으로 설레는

동구 바드래1길 61(전하동)

예비초등 이야기”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울아이랑홈페이지 로그인]▶[교육및행사]▶[예약신청]▶[교육신청]

2021. 1. 20.(수)

※ 신청완료 후 [나의 신청목록]에서 확인 가능

10:00부터
전화 접수
∘ 266-4173(사무실 연결번호 1)

○ (교육비) 무료

3. 기타 안내
○ 수강자 핸드폰 번호를 통해 ZOOM ID, PASSWARD 안내해 드립니다.
(※ 교육 전 ZOOM 다운로드 필수)
○ ZOOM 교육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용한 장소에서 교육에 참여해 주세요.
○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강의실 입장바랍니다.
○ 교육에 관련된 질의 내용을 교육 전 본 센터 메일2664173@daum.net로 보내 주시면 교육 시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시 소정의 상품 발송 예정)
○ 교육 종료 후 문자를 통해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 적정 인원 미달일 경우 폐강 및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 266-4173(사무실 연결번호 1)
울아이랑홈페이지 http://www.ulsan-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