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여성체육장애인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안내
□ 목적
- 체육 분야에서 전문적 재능을 보유한 장애인들이 직접 체육 체험 활동 실시
-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및 여성 장애인 강사에게 일자리제공 기회 부여
□ 교육대상 : 초등학생
□ 교육기간 : 2018년 10월 ~ 12월 (2019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학교모집은 1월중 공지 예정)
□ 교 육 비 : 무료
□ 교육시간 : 1개 학급당 2개 교시 확보(약80분)
□ 교육방법 : 장애인 체육 이해하기, 종목체험, 소감나누기 등
□ 참가인원 : 1개 학급당 최대 25명 내외
□ 교육내용 : 장애인체육 종목 체험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
□ 주최기관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 신청기간 : 2018년 9월 10일(월) 9:00 ~ 9월 17일(월) 18:00
※선착순 모집이므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최종 확정 학급은 유선 연락 예정
□ 신청방법 : 따뜻한동행 홈페이지(www.walktogether.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소식>공지사항>참여, 장애인식개선교육 학교모집 공고글 상세확인
□ 문

의 : 따뜻한동행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자 070-7118-1930, jeongmj@walktogether.or.kr

□ 교육진행시 협조요청사항
1. 당일 학급통솔 및 연락을 진행할 담임선생님 연락처 공유 필수
(학급내 장애아동이 있을시 사전 안내 요청)
2. 사전 준비를 위한 강당(다목적실) 사용 예약
3. 교육진행 후 만족도조사(선생님, 참여학생), 활동사진 메일/우편 발송 협조
※외부인 출입, 강당사용에 따른 학교 제출 공문 필요시 공문발송 가능

[참고] 2018년도 상반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결과
- 실시기간 : 2018년 3월 ~ 9월
- 실시내용
시각장애인 골볼/시각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종목을 체험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여
직접 경기를 소개하고, 장애인 체육을 통해 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참가현황 : 서울시 근교 초등학교 20여개 학교, 52개 학급 장애인식개선교육 참여

○ 장애인강사 체험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참여 만족도
체육활동에 대한 참가학생 만족도, 체육강사의 자질에 대해서 100% ‘매우 그렇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인식개
선 도움도에 대해서도 100%가 ‘그렇다’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또한 다른 학교나 학급에 추천 여부에 대해
서도 100%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있었음. 추천사유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의견은 ‘장애인체육의 기회가 되었
다.‘ ’장애인올림픽 종목에 대해 알 있었다‘. ’장애인들이 운동경기를 위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다.‘ ’기존에 방식과 달라서 색다르고 좋았다.‘ ’학생들에게 즐거움과 교육적 의미가 있어서 두 가지 효
과가 있었다,‘, ’장애인들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장애를 이겨내고 직업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등의
이유를 들었음.

○ 활동사진

△ 2018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