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서울대 협력교육 스누콤 10월 프로그램 안내
시흥시는 서울대와 협력하여 서울대 소속 강사진이 시흥시로 찾아와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스누콤> 을 진행 중입니다. 10월에 개설하는 다양한
스누콤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수강신청 바랍니다.
○ 수 강 료 : 전액 무료 (시 지원)
○ 유의사항 : 스누콤 교육은 연간 1인당 1프로그램 신청 원칙 (중복신청 불가)
○ 신청방법 : http://educenter.snu.ac.kr 가입 후 인터넷 수강신청
○ 신청기간 : 10월 2일(금)까지
○문

※ 프로그램별 상이

의 : 서울대 운영팀 02-880-4472 (평일 오후2시~5시), 031-310-3495

[10월 개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업일정

영
어
유스 북 톡 클럽
(5기)

<월수반>
10월21일 ~ 11월27일
(매주 월수 오후 4시~6시 중 50분)
<화목반>
10월22일 ~ 12월3일
(매주 화목, 오후 4시~6시 중 50분)

천
문
아스트로 클럽
(3기)

역사탐방
역사야 소풍가자!
(4기 )
: 시흥 답사편

10월17일 ~ 11월7일
(매주 목, 오후 6시30분~8시30분)

<사전교육>
10월19일(토) 오후 2시~4시
<현장답사>
10월26일(토) 오전9시~오후5시

장

소

ABC행복학습타운

대

상

초등 3~6학년
(월수16명 /
화목16명)
-레벨테스트 선발-

래벨테스트:10월14일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초등 4~6학년
(20명)
-선착순-

<사전교육>
ABC행복학습타운
<현장답사>
시흥시

※ 신청기간은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초등4학년
(30명)
-선착순-

(영어) 유스 북 톡 클럽 Youth Book Talk Club (5기)

※ 유스 북 톡 클럽 (Youth Book Talk Club)은 이중언어자(bilingual) 선생님의 지도하에 동화/문학작품을 영어원서로
읽고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영어능력을(읽기‧말하기‧쓰기)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본 수업은 영어 원서를 학생이 먼저 스스로 읽고, 수업에 와서 토론 및 활동하는 수업입니다. 영어 원서읽
기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 레벨테스트는 2019년 10월 14일(월) 3,4학년 16:00 5,6학년 17:00에 진행 예정입니다 (월목반/ 화목반 동일).
테스트에 불참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강가능여부가 확정되므로 수강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레벨테스트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성되며, 학년과 상관없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 요일별 2개
레벨로 분반됩니다(월목반 2개레벨, 화목반 2개레벨)
※ 수업은 오후 4시 혹은 5시에 시작하여 50분간 진행되며, 테스트 후 시간이 정해지므로 4~6시 사이에 참석
가능한 학생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반 후 수업시간 변경 불가능)

○ 강사진 정보
○ 류수아 / 대표강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영문학 (TESOL 자격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석사/박사 재학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강사
장신대학교 언어교육원 토플스피킹 강사
스누콤 ‘YBT Club’ 프로그램 개발진 및 시범운영 강사
(前) 파고다 어학원 신촌캠퍼스 영작/오픽 강사
(前) 강태우 어학원 송파캠퍼스 강사

○ 박승희 / 강사
홍콩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 석사 재학
프로젝트티치 교육봉사 멘토
스터디서치/탈잉 영어 회화 및 토론 강사

(천문 교육) 아 스 트 로 클 럽 ASTRO CLUB (3기)

※ 대 상 : 초등 4 ~ 6학년 20명
※ 일정 및 장소 : 10월 17일 ~ 11월 7일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 ~8시30분 / 시흥시농업기술센터
※ ‘아스트로 클럽’은 천체망원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천문관측 활동을 경험해보는 실습기반의 과학탐구 프로그램입니다.
※ ‘아스트로 클럽’에서는 지구와 지구를 둘러싼 천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 속에서 지나쳤던
혹은 숨겨졌던 과학의 원리를 찾아내어 ‘과학’이라는 교과에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천체관측 활동을 통해 교실수업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과학자들이 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을(연구 설계, 수행, 결과 분석) 경험해봄으로써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키고,
‘과학적 기초 소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 강사진 정보
○ 박우용 / 대표강사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학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지구과학전공 석사과정
(現) 경기 풍무고등학교 교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북부과학관 ‘천체관측교실’ 강사
스누콤 ‘아스트로 클럽’ 개발진 및 시범운영 강사

○ 김지호 / 강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학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지구과학전공 석사과정
스누콤 ‘아스트로 클럽’ 개발진 및 시범운영 강사

(역사탐방) 역 사 야 소 풍 가 자 ! (4기)

※ ‘역사야, 소풍 가자!’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게임 및 체험 활동 중심의
답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고장에 대해 더 이해하는 것은 물론, 열린 마음으로 자기 고장과 이웃
고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 그 역사적 차이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 역사 현장에서 보고 듣는 모든 활동들은 단조로운 교과서 중심의 학교 수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귀중
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서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몸소
체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단단히 하고 애향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프로그램이 역사 과목에
대한 흥미를 높여 학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역사야 소풍가자’ 프로그램에서는 참가하는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증진시켜,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미래 사회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 내용]
- 1주차 사전 실내교육
: 시흥시 관내에서 진행 / ABC행복학습타운
- 2주차 역사현장 탐방 교육
: 시흥시의 역사현장 탐방

○ 강사진 정보
김화니 / 대표강사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사 수료
안양 성문고등학교 한국사/동아시아사
시간강사
군포 e-비즈니스 고등학교 한국사
시간강사
서울 동양중학교 역사 시간강사
서울 국제고등학교 세계사/한국사
시간강사

천세빈 / 강사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사 수료
스누앱 '초등학생의 역사이해 증진을
위한 사료활용학습방안' 보조연구원

채예진 / 강사

조소현 / 강사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사 수료
서울 금옥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한국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학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석사
수료
스누콤 '역사야 소풍가자' 프로그램
개발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