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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되고 슬기롭고 명랑하게

담당: 조현희

미 원 통 신

배움을 즐기는 어린이
서로 어울리는 어린이
문화로 공감하는 어린이

12465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 120-11 ☎ 교무실 584-7708, 행정실 584-2953, FAX 584-7316

「혁신교육 이해를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참여 안내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서는 2015개정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삶
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혁신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학교에서 전
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삶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노력 못지않게 학부모님들의 혁신교육 및 혁신교육철학
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평교육지원청에서는 혁신교육 이해를 위한 학부모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교육이 건강
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사교육 걱정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가평의 학부모님들
과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사교육 걱정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우리 아이 만들기
♧ 대상 :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 산하 유,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 40명
♧ 일시 : 2019년 9월 11일 ~ 11월 27일 (10:00~12:00)
♧ 장소 : 가평교육지원청 물회의실
♧ 연수 일정 (강사의 사정에 따라 연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우리 아이 만들기
일시
9/11(수)
9/18(수)
9/25(수)
10/2(수)
10/16(수)
10/23(수)
11/6(수)
11/13(수)
11/20(수)
11/27(수)

차시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

강의 주제
스스로 공부법
수학포기자(수포자) 없는 수학1
수학포기자(수포자) 없는 수학2
생각을 키우는 매체통합 독서
힘 빼고 영어1
힘 빼고 영어1
잔소리 말고 대화
갑자기 온 사춘기
사교육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
사교육 걱정없는 진로

강사명
한원정
최수일
정승훈
이남수
이현주
정은유
구본창
송인수

♧ 연수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2019.09.04(수요일) 까지 혁신교육을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 참여 신청서(서식
2)를 제출(학교종이앱)

2019. 08. 30.

미 원 초 등 학 교 장

[서식2] 신청서

「혁신교육 이해를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참여 신청서
학부모 성명
전화번호
소
속
학
교

E-mail

학생명
학교명

미원초등학교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화상 정보 수집 이용 동의

1) 수집․이용항목 :

1) 수집․이용항목 : 화상정보

성명, 자녀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2) 수집․이용목적 : 연수 운영,

2) 수집․이용목적 : 연수대상자 선정, 연수 관련 연락
3) 관리방법 : 본인 동의 후 접수 및 보안 usb 보관
4) 보유기간: 연수 종료 후 시 까지

홍보(인쇄물, 홈페이지, 보도자료)
3) 보유 및 이용기간 :
연수 운영 및 홍보 기간

5) 폐기방법 : 파일 삭제 및 출력물 파쇄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내용 :

6)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내용 :

화상정보는 연수・홍보 관련 업무에만

개인정보는 연수 대상자 선정 및 안내 등 연수 관련

활용되며,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업무에만 활용되며,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음에 표시

않음에 표시하실 경우, 연수 관련 안내

하실 경우, 연수 관련 안내문자는 수신되지 않습니다.

문자는 수신되지 않습니다.

동의시
○

개인정보수집활용에동의함

화상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이용․제공항목 : 화상정보
2) 이용․제공목적 : 연수 운영,
홍보(인쇄물,홈페이지,보도자료)
3) 제공받는 자: 불특정 다수
4) 이용 및 제공기간 :
연수 운영 및 홍보 기간
5)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내용 :
화상정보는 연수・홍보 관련 업무에만
활용되며,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음에 표시하실 경우, 연수 관련 안내
문자는 수신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수집활용에동의함

개인정보수집활용에동의함

위와 같이 「혁신교육 이해를 위한 학부모아카데미」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