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타트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

담 당 강 사

북스타트의 이해_ 서사가 있는 꾸러미 북스타트’

김동헌

‘

강의목표

북스타트의 여섯가지 의미를 이해하고 생각이 말랑해지는 그림책으로 양육하기

강의일시

2021. 5. 7. (14:00~16:00)

교수학습방법

강의/ 워크숍 등

수강적정인원

적정인원 :

차시

강의장소

zoom

세부 강 의내 용

교수-학습자료
및 교수방법

○ 사전활동(아이스브레이킹)
- 나와 아기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림책 읽어주기(북스타트 선정도서)
①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
② 그림책으로 재미나게 노는 아기
- 그림책 속 즐거움 맛보기
○ 북스타트의 이해
- 북스타트의 여섯 가지 의미 이해하기
- 북스타트를 시행하는 기관의 역할과 기대효과
○
-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북스타트 운동의 의미
그림책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육아 꿈꾸기
어린이 시민이 존엄하고 환대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독서
안전한 시회망을 만드는 육아지원 독서운동

○
-

북스타트의 기대효과
영유아시기에 선물 받은 그림책으로 아기와 양육자가 행복한 관계 형성
지역사회에서 나눠준 북스타트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인생을 응원하기
나와 아기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림책 읽기

○
-

서사가 있는 꾸러미 북스타트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아기
북스타트 활동에 참여하며 성장하는 양육자
시민과 마주하며 성장하는 도서관 사서

ppt,
보드게임 카드,
그림책 준비

< 강의 내용 >
■ 일

시 : 2021. 5. 13

■ 장

소 : 양평 어린이도서관

■ 강

사 : 신 성욱 (과학저널리스트/작가)

■ 강의주제 :

뇌과학이 알려 준 새로운 생각 뇌발달과 부모의 역할-

강의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한 인간의 모든 것입니다. 교육시장 혹은 자기계발 등의 분야에서 뇌, 지능 등을 도
구로 여기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의 뇌발달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바람
직한 뇌발달과 부모의 역할을 알아 봅니다.

■ 주요내용
1. 뇌가 아픈 아이들
2. 초독서의 경고, 아이들의 뇌가 망가지고 있다
3. 잘못된 믿음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4. 독서와 뇌발달
5. 뇌는 플라스틱(Plastic)이다.
6. 놀이의 재발견
7. 이야기, 아이의 마음을 조각한다
8. 디지틀 & 스토리텔링
9. 건강하고 똑똑한 뇌의 비밀
10. 나 아닌 다른 존재의 마음

강 의 계 획 서
백화현

1. 일시 : 2021. 5. 14(금) 14:00~16:00
2. 장소 : 양평어린이도서관
3. 대상 : 북스타트 대상 부모
4. 주제 : 지식정보화시대의 우리 아이 어떻게 책으로 이끌까
5. 내용

강의 주제

지식정보화시대의 우리 아이 어떻게 책으로 이끌까
세부강의내용

강의형태

왜 독서인가
1
- 독서는 성찰이고 밥이다
(30분)

- 독서선진국의 독서교육 들여다보기

2
아이를 어떻게 책으로 이끌까
(35분) 가. 책의 재미를 알게 하자
- 책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게 하기
- 그림책과 동화책 읽어주기 : 다양한 읽어주기 사례

나. 도서관 또는 서점에 자주 데리고 가자
다. 책을 읽으며 질문하게 하자
라. 친구와 함께 책모임을 하도록 돕자(고학년 이상)
휴식

5분
도란도란 책모임 어떻게 할까

3
- 8년간의 가정독서모임 사례
(35분) - 도란도란 책모임 운영과 활동법
- 도란도란 책모임 토론법

4
질의 및 연수 소감 나누기
(15분)

강의 및
질의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