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8. 6. 7. (목)
담당자 : 윤여진(055-650-7415)

<학교교육위원회 2차 세미나>

RCE통영 - RCE페낭 ESD 교사 워크숍 안내
세계가 연결되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다양성을 어릴 때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SDGs에서 불평등감소와 평화, 파트너
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 활동해 온 말레이시아의 RCE페낭과 교사 워크숍(Teacher Training)을
통해 양 국간의 교수법과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

상 : 관내 유, 초, 중, 고 ESD담당교사 및 관심 있는 교육관련자 20명

참 가 자 : 말레이시아 RCE 페낭 교사연수 연구팀 14명(교수, 박사, 대학원생)
일

시 : 2018. 6. 30.(토) 9:00 ~ 15:30

장

소 : 통영RCE세자트라숲 (통영시 용남해안로116)

특

전 : 점심제공, 영문 수료증 발급 등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8:50 ~ 9:00

등 록

9:00 ~ 10:30

개회 및 포럼
ESD를 통한 다양성 이해와 자존감 키우기

10:30 ~ 10:45
10:45 ~ 12:30
12:30 ~ 13:40
13:40 ~ 15:20
15:30
문

비 고

통역 지원

휴 식
워크숍 1
ESD를 통한 스스로 학습하는 학생 교육하기
점심식사

통역 지원
통영RCE 제공

워크숍 2 <업사이클링 강좌>
자투리의 재발견
폐회

사진 촬영

의 : 통영RCE사무국 교육팀 PD 윤여진 (055-650-7415)

지속가능한 교사 네트워크 제 10기 학교교육위원회 2차 세미나

RCE 통영-RCE페낭 ESD 교사 워크숍
Forum
ESD를 통한 다양성 이해와 자존감 키우기
연 사: 무니라 가잘리 교수 & 하이루 니잠 교수
(Dr. Munirah Ghazali & Dr. Hairul Nizam)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말레이시아에서
학생들이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자신의
자존감, 잠재력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국은 어떤가요?

Workshop1
ESD를 통한
스스로 학습하는 학생으로 교육하기
진행자: 아스와티 함자교수 (Dr. Aswati Hamzah )
교사가 ESD를 통해 학생의 독특한 역량과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내어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양국간의
생각을 나누고 해답을 얻는 시간!

Workshop2
버려진 물건,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강 사: 최선희 업사이클링 전문가
주변에 버려지는 짜투리, 더 이상 쓸모 없는 것들을
이용해 필요한 물건을 만듭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업사이클링! 버려지는 물건의 제탄생에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의 작은 관심이,
지속가능한 학교를 만듭니다.
선생님의 작은 참여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듭니다.
통영RCE는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이 행복하고, 다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학교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