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다락 3, 4기 “책이랑 놀자!”
- 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

운영기간

2017. 7. 15 ~ 10. 14

강사

김 유(동화작가), 김 응(시인)

장소

문산도서관 1층 문화강좌실

운영시간

(매주 토요일 13차시)

3기 – 10:00 ~ 13:00 (9~10세 어린이, 초등 2~3학년)
4기 – 14:00 ~ 17:00 (11~12세 어린이, 초등 4~5학년)

모집인원

3기(9~10세) 16명, 4기(11~12세) 16명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940-8433 / 6.28(수)부터 접수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필수 / 수업재료, 간식 제공)

• 2016년 및 2017년 상반기 참여 어린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3차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만 신청바랍니다. 2회 이상 결석 시 다른 어린이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책이랑 놀자!”
3, 4기 운영 프로그램 일정 안내
회차

(10:00~1:00)
3기 오전반
(9~10세, 초등2~3학년)

오후반(2:00 ~ 5:00)
4기 (11~12세,
초등4~5학년)

1차시
(7/15)

주제 : 꿈다락을 시작하며
책읽기 : 『두근두근』, 『말하면 힘이 세지는 말』
책놀이 : 클레이로 빵 만들기, 꿈다락 낱말카드 만들기

2차시
(7/22)

주제 : 마음아, 안녕
책읽기 : 『행복한 네모 이야기』, 『겁쟁이 빌리』
책놀이 : 다양한 도형으로 상상 그림 그리기, 걱정인형 만들기

3차시
(7/29)

주제 : 마음대로 글자 놀이
책읽기 : 『읽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도서관』, 『낱말 수집가 맥스』
책놀이 : 마음대로 책 제목 짓고 표지 그리기, 이름으로 가방 디자인하기

4차시
(8/5)

주제 : 나의 동물 친구
책읽기 : 『프라이팬을 타고 가는 도둑고양이』, 『똥개가 잘 사는 법』, 『이젠 안녕』
책놀이 : 동물 가면 만들기, 동물 얼굴로 배지 만들기

5차시
(8/12)

주제 : 용기야 솟아라
책읽기 : 『폭풍우 치는 밤에』, 『겁보 만보』
책놀이 : 스크래치 종이에 표지 꾸미기, 용기 목걸이 만들기

6차시
(8/19)

주제 : 엄마 아빠 힘내세요
책읽기 : 『종이 아빠』, 『웃음은 힘이 세다』
책놀이 : 종이인형 만들기, 가족 편지함 만들기

7차시
(8/26)

주제 : 가족은 안아 주는 거야
책읽기 : 『입 냄새 나는 개』, 『엄마를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
책놀이 : 가족 앨범 그리기, 포스터 꾸미기

8차시
(9/2)

주제 : 친구가 필요해
책읽기 : 『발명 토끼의 친구 만드는 기계』, 『라면 먹는 개』
책놀이 : 피카소가 되어 친구 얼굴 그리기, 친구라면 뚜껑 꾸미기

9차시
(9/9)

주제 : 책 소풍을 떠나자
- 현장 체험학습

10차시
(9/16)

주제 : 특급 상상 여행
책읽기 : 『다리가 쭉쭉』, 『내 이름은 구구 스니커즈』
책놀이 : 엉뚱한 이야기 상상하기, 신발 디자인하기

11차시
(9/23)

주제 : 느려도 괜찮아
책읽기 : 『생각하느라 그랬어요』, 『슈퍼 거북』
책놀이 : 엉뚱한 낱말 넣어 시 완성하기, 꿈다락 책 만들기

12차시
(9/30)

주제 : 신나는 시놀이
책읽기 : 다양한 어린이시, 최근 동시집 수록 동시들
책놀이 : 시 퍼즐놀이, 하얀 우산에 시화 꾸미기

13차시
(10/14)

주제 : 꿈다락을 마치며
지난 시간 돌아보기, 시화+활동사진 전시회 준비

※ 수업 진행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