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시니어&주니어 아카데미 &
JUNIOR SENIOR & JUNIOR ACADEMY

연대를 통해 새로운 독서문화를
이끌어갈 독서 동아리 리더 양성

독서 동아리 리더 양성 프로그램
독서 토론을 통한 리더의 정체성 확립
& 소통문화의 경험
니다!
습
찾
를
더
리
차세대 독서
교육
대상
교육생
특전

독서 동아리 임원 및 회원 (30명 모집)

교육비 무료
독서토론용 도서 제공
EBS 독서방송 담당PD와의 대화 및 특강
수료 후 정기적인 독서 포럼 참여 기회 부여
출석률 80% 이상 수료증 수여

수강
개요

교육
장소

교육기간

’14. 5. 30 ~ 9. 19 (총 13회)

접수기간

'14. 5. 20 ~ 5. 29

수강방법
교육장소

매주 금요일 10:00~12:00

이메일 접수

(clubleader25@naver.com)
서울시 시민대학 은평학습장
(지하철 3호선 녹번역 4번출구 바로 앞)

ㆍ전화 문의 : 02-384-8096, 02-2009-2727

협동조합 시니어&주니어 아카데미 &
JUNIOR SENIOR & JUNIOR ACADEMY

독서 동아리 리더 양성프로그램 세부내용
주제

1
(5/30)

2
(6/13)

3
(6/20)

4
(6/27)

5

주요내용

오리엔테이션
평생학습의 가치와 비전

서울시 평생학습정책소개
평생학습의 가치와 비전 강좌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성과
및 활동방향 제시

학습동아리란 무엇인가
가장 모범적인 동아리 활동의 가치

독서와 교육시스템 2
-국내의 선비의 독서

우리나라 역사에 나타난 선비들의 독서사례
※토론 : 선비들의 독서에 나타난 문화차이

독서 동아리 운영사례
-사례발표

각 동아리 회장이 엮어가는 사례발표
※독서동아리 경험 나누기

독서동아리 운영과 리더십

효과적인 리더십이란
동아리 리더의 역할

융복합독서의 효과

독서의 신 패러다임 개척, 자녀교육 분석 소개
(심리학, 미래학,인문사회학, 과학기술 등 연계)

독서와 교육시스템 1
-외국의 독서교육 사례

해외 독서를 통한 교육시스템 사례
※조사발표(CA, AU, NZ, USA, GE 등)

(7/4)

6
(7/11)

7
(7/18)

하계휴가(2주 7/25, 8/1)
독서과제 "First Class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여성리더쉽의 응용 : A4 1매 이내)

8
(8/8)

9

독서토론 체험 운영
-CEO의 독서패턴 조사

독서토론(CEO와 나의 독서의 차이)
“First Class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외부특강

대학 독서토론 시간 참석 및 청강
강사와 협의하여 공동토론 및 평가

동아리 학습연계

동아리 추천, 연계활동 등
※독서동아리 연계 관련 에세이 준비

독서토론체험

독서토론(KBS 독서관련 체험수기)
‘책속에 길이 있더라’ 고상순 연구, 나의 체험수기 발표

독서동아리 우수활동 사례
발표회 개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활동한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및 수료식

학습동아리 연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수료식

(8/22)

10
(8/29)

11
(9/5)

12
(9/12)

13
(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