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부모교육]

클로버 부모-자녀 체험활동
<7회기·8회기>
본 센터에서는 「긍정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체험활동을 실시합니다.
부모-자녀 체험활동을 통해 새로움을 발견하고 가족 사랑을 느껴보세요.
□ 교육내용
구분

일시

대상

활동명

활동 내용
가족과 함께 카나페 만들기와 카나페

7회기

2021년

만 1세~만 2세

6월 3일(목)

영아 1명+부모 1명

10:30~12:00

(10가족)

선물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껴요!
알콩이

·고소한 치즈가 좋아

달콩이

·달콤한 요리사의 탄생
·달콤! 카나페!
·달콤한 가족 선물
공을 활용하여 유아의 꿈을 생각하고,

8회기

2021년

만 3세~만 5세

6월 3일(목)

유아 1명+부모 1명

16:20~17:50

(10가족)

장래 희망을 외치며 꿈의 골대로 골인!
이루어진
꿈

·나는 나는 자라서
·꿈의 공 만들기
·꿈을 향해 골인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강

사 박지혜(멀티아이연구소장)

□ 장

소 본 센터 3층 다목적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5월 25일(화) 10시 ~ 5월 31일(월) 17시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접수
[회원] 홈페이지(www.bukguscc.or.kr) ▶ 로그인 ▶ 가정양육지원 ▶ 부모교육
▶ 교육 및 행사 신청 ▶ 교육 선택 ▶ 신청하기(6월 달력)
[비회원] 전화접수 ☎052-285-0756 (내선 206)
□ 교 육 비 무료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 마스크를 지참하고, 교육 참석동안 꼭 착용바랍니다.
○ 교육장 입장 전 발열체크가 있을 예정이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좌석 간 간격을 유지하여 착석바랍니다.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영향력이 있는 경우
교육 참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10분 전 입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실내화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말 및 덧신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자녀 1명+부모 1명 입장 가능합니다.
○ 활동 재료와 간식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섭취 권장)
○ 교육 신청 취소는 교육 시작 최소 2일 전까지 전화로 가능하며,
취소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추후 체험활동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당일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사전 접수 후 교육 참석 부탁드립니다.

□ 문 의: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052-285-0756(내선 206), 보육전문요원 양혜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