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동행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 예술분야 체험교육 n 예술분야 안내
글짓기
노선영 강사 (청각장애)

미술  동양화 채색화
최지현 강사 (지체장애)

1. 글짓기 교육
1) 강사 소개

노선영 강사 (010-2761-9684)
l 선천성 청각장애
l 「보이는 소리 들리는 마음」, 「고요속의 대화」 저자
l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출연

- 도전하는 열정에 장애는 없다

( https://youtu.be/J-McF2S2PUE )
l 영국문화원 Sync 장애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참가

* 보조강사 : 유지혜 수화통역사 (010-5816-0531)

2) 교육구성 및 필요물품
시간

내용

물품

<몸의 언어로 굳어있는 몸과 마음을 함께 깨우기>
1교시

소통

- 노선영 강사 소개 (청각장애)

(40분)

교육

- 장애, 너는 누구니?

수어카드(조별),
헤드셋(5개),
PPT 기자재

: 기본마임테크닉, 수어카드게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2교시

글짓기

(40분)

교육

- 이미지 심상화

공책 및 필기구

- 좋아하는 단어를 선정하여 에세이 발표

- 모둠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4-5인 1조, 총5모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책상을 모둠별로 배치해주세요.
- 교육이 진행되는 교실환경이 PPT 사용가능하도록 점검해주세요.
- 필요물품 : 물품 중 <공책, 필기구>는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미술(동양화 채색화) 교육
1) 강사 소개

최지현 강사 (010-8777-7190)
l 후천적 지체장애 (척수손상 사지마비)
l 한국장애인미술협회 동양화가
l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전공 석사과정
l 백제예술대학교 전통예술과 전통무용전공 졸업
l 창의미술지도사, 창의미술심리지도사
l 2018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동양화 작품시연 및 체험부스 진행

* 보조강사 : 조남현 보조강사(활동보조) (010-8557-7190)

2) 교육 구성
시간

내용

1교시

- 최지현 강사 소개 (지체장애)

(40분)
2교시

- 동양화 채색화 소개

물품

하단 참조

- 동양화 채색화 미술활동

(40분)
- 모둠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6인 1조, 총5모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책상을 모둠별로 배치해주세요.
- 미술활동이므로 물감이 옷에 묻을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사전 안내해주세요.(복장)
- 물품 중 <종이부채,연습용화선지,볼펜,먹물,물통>은 학교에서 준비해주세요.

3) 필요 물품
준비
따뜻한동행(강사)
학교

물품 내용
- 동양화물감, 물감접시, 먹물그릇, 붓세트, 랩 등
- 종이부채, 연습용화선지, 볼펜, 먹물, 물통, 먹지 등

3. 학교측 확인사항
- 장애인접근 편의시설 여부 확인
- 교육 준비물품 구입 가능여부 확인
- 교육 당일, 점심식사 가능여부 확인(강사,보조강사,직원)

* 문의 : 따뜻한동행 최선희 대리 070-7118-1926 / 010-2996-1630
따뜻한동행 이유정 간사 010-3029-2760 (월요일,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