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갈말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모집 안내

접수기간 : 2022년 4월 5일 오전 9시 ~ 4월 11일 오후 11시 59분
프로그램명

대상

인원

운영기간 및 요일

강사

문예창작교실

일반

15명

4월 13일 ~ 7월 20일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시

정춘근

: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해 배우고, 글쓰기의 기초를 익히며
직접 글을 쓰고 회원 간 작품 토론을 하는 글쓰기 프로그램
스케치로 줌하다

일반

12명

4월 12일 ~ 6월 28일
매주 화요일 오전10시~12시

김우듬지

: 마음속의 아련히 자리 잡은 그리움을 그림을 통해 풀어내고
내면과 소통하여 심리적 치유를 돕는 인문 프로그램
한국화 수업

일반

10명

4월 15일 ~ 7월 1일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2시

한성희

: 한국화의 기본적인 이론, 재료의 특성과 색의 개념 기법을 알고
전통 채색 작품을 표현하는 인문 프로그램
치매예방
시니어 공예교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4월 13일 ~ 7월 6일
매주 수요일 오후1시~3시

한성희

: 다양한 재료와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실생활 소품을 만드는 공예 수업으로
시각적인 심미감과 여러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치매예방 건강 프로그램
초1~2학년

10명

4월 13일 ~ 7월 6일
매주 수요일 오후3시~4시

10명

4월 13일 ~ 7월 6일
매주 수요일 오후4시~5시

영어그림책 함께 놀기
초3~4학년

양은숙

: 노래 부르는 영어 동화 그림책과 파닉스를 활용하여
영어 동화와 함께 알파벳 기초 소리와 단어를 익힐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마음이 예뻐지는 동시

초1~2학년

10명

4월 14일 ~ 7월 7일
매주 목요일 오후3시~4시

박혜령

: 아름다운 언어로 된 동시를 읽으며 고운 성품과 감수성을 기르고,
동시를 따라 쓰고 시화를 그리며 창의력과 예술적 표현력을 기르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오물조물 그림책놀이

6~7세

8명

4월 14일 ~ 7월 7일
매주 목요일 오후4시30분~5시30분

박혜령

: 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공작 활동으로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돕고,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한
독후활동으로 창의력과 예술적 표현력을 기르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동화와 Let’s Play!

6~7세

12명

4월 12일 ~ 6월 28일
매주 화요일 오후4시30분~6시

유송난

: 한국 전래동화와 세계 여러 나라의 동화를 우리말과 영어로 들려주는 동화구연과 독후 놀이
활동으로 아이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