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사학습공동체운영 참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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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과정혁신’ 발표에 따라 현장 적용에 고민이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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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누리과정으로 인한 유아중심·놀이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가진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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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교사학습공동체운영 사업』으로 찾아갑니다.
※ 「교사학습공동체운영」이란?
- 전문가(컨설턴트)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관찰 후 1:1 컨설팅(방문 2회, 온라인
1회)을 실시하고, 그룹별 학습공동체모임(6회)을 통해 바람직한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동체 모임

사업목적
신청기간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보육과정 실천을 통해 교사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보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육 현장의 자체 개선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020년 5월 6일(수) ~ 5월 8일(금)

수원시 관내 장안구, 권선구 어린이집
신청

5개소

→ 선착순 접수

( 1개소당 원장 1명 + 보육교사 2명 – 필수 구성 )

대상 및 인원
※ 참여어린이집은 원장, 보육교사가 모두 참여해야합니다. (원장 혹은 교사 부분 참여 X)
홈페이지 신청 후 신청서 메일로 제출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수원센터 대표메일 : swccic17@naver.com으로 제출
메일 제목 – ‘○○어린이집 교사학습공동체사업 참여 신청’ 기재

운영체계

※ 사업 운영기간 2020년 5월 2주~ 11월 2주
※ 집합교육은 5월 27일(수) 16:30~17:30으로 예정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시작 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0년 5월 2주~ 11월 2주

원장 공동체 소모임
(소모임 컨설팅 2회+자율소모임 4회)
-주제별 토론 및 개선방안 도출
공동체

· 운영 노하우 공유

소모임

· 교사 지도, 보육과정운영 어려움 개선방안

내용

· 놀이중심 운영을 위한 교사 지도
· 놀이중심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집 내 지원
방안
· 자체 교사교육, 타 어린이집 방문,
힐링프로그램 등

교사 공동체 소모임
(소모임 컨설팅 2회+자율소모임 4회)
-주제별 토론 및 개선방안 도출
· 놀이 중심 보육과정 적용
· 놀이방법, 교사 상호작용 어려움
· 놀이 중심 하루일과 계획 및 보육과정 평가
· 놀이 중심 실외활동 운영
· 타 어린이집 방문, 놀이 관련 tv다큐 토론,
힐링프로그램 등

1) 사례집, 공모전, 전시회는 본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 ★<공모전-경기도지사 표창(개인) 예정>★
유의사항

3)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자 외 참여자는 도센터장+○○시군구센터장 명의의 참여증 및 상장 수여 예정
- 놀이 보육과정 컨설팅(3회)+학습공동체(6회)= 총 9회 중 7회 이상 참여 시 발급
4) 공모전, 사례집 등 제작을 위해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의 초상권 및 참여 교직원의
초상권 사전 동의 요함
- 신청서 서식 작성 후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 메일 제출

참여방법

☞ 수원센터 대표메일 : swccic17@naver.com으로 제출
(메일 제목 – ‘교사학습공동체사업 참여 신청’ 기재 요함)
- 메일 회신 없이 신청하거나 신청 없이 메일만 회신하신 경우, 모두 모집 선정에서 자동 제외 됩니다.

문의사항

담당자 김혜령 (T. 031-255-5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