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수업 소개 및 신청 안내 <붙임1>참조
4) 교육생 선발 우선순위

행복연구센터

구분
1순위

수신자

2순위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3순위

행복교육 기초워크숍 직무연수 과정(2017년 하반기) 안내

내용
2017-2학기 행복수업 예정교원 (온라인 신청 시 실시계획 필수입력)
2018-1학기 행복수업 실시예정 교원 (온라인 신청 시 실시계획 필수입력)
행복수업 실시 이력이 있는 교원 (온라인 신청 시 이력 필수입력)
행복수업에 관심이 있는 교원 (여석이 있을 경우 접수)

5)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17.06.07.(수) 09:00 ~ 2017.06.13.(화) 24:00 7일 간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과 공동주관으로
2017학년도 하반기 <행복교육 기초워크숍>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3. <행복교육 기초워크숍>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이하 행복연구센터)가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교사 행복수업 역량강화 1단계

나) 신청사이트:

happinessclass.snu.ac.kr

다) 신청절차: <붙임2> 참조
6) 참석자 확정: 2017.06.16.(금) 18:00 (문자메시지 안내)
7) 워크숍참가비: 5만원 (납부계좌와 기간은 참석 확정 교원에게 개별공지)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4. 행복연구센터에서는 1단계 기초워크숍을 시작으로 2단계 심화워크숍, 3단계 교사
행복대학이라는 ‘행복교육 전문가 양성’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나. 행복교육 기초워크숍 이수교원(학교) 혜택
1) 행복교과서 구매

5.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2011년 행복수업 시범학교 운영

가) (초등)행복교과서 할인: 정가 5,500원 ☞ 5,000원

을 시작해서 2017년 현재까지 전국 2천2백여 개 초·중·고교에서 96만여 명의 학생들이 <행복수

나) (중등)행복교과서 할인: 정가 5,500원 ☞ 4,950원

업>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다) 행복교과서 구매권수와 동일권수의 행복교과서 지원

6. <행복수업>이란 행복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행복교과서(2009개정 교육과정 서울특
별시 교육감 인정 중교-31-030-01-15)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유학
기제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정규 교과 수업 등에 접목하여 실시하는 "행복을 직접 가르치고

예 학교 실제(A)구매 권수
시
150권

센터 지원 권수
(B)
150권

행복교과서 실 수령 권수
(C) = (A) + (B)
300권

연습하는 수업"입니다.
7. 행복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단계인 본 기초워크숍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8. 이에 2017학년도 하반기 행복교육 기초워크숍 직무연수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 행복교과서 구매 지원은 학교당 한 학년 범위 내에서 지원
2) 행복수업 교수학습 자료: 행복수업스타트키트(워크숍 당일 현장에서 제공)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행복교육 참고사이트
-다

음 -

1) 다음 카페:『행복교과서 프로젝트』검색 후 “카페 가입하기” 클릭
2) 페이스북 페이지:『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검색 후 “좋아요” 클릭

가. 2017하반기 행복교육 기초워크숍 모집요강
1) 워크숍일정
가) 1차: 2017.08.02.(수) ~ 03.(목), 서울대학교 (2일 15시간)
나) 2차: 2017.08.09.(수) ~ 10.(목), 서울대학교 (2일 15시간)
※ 본 과정은 출퇴근 워크숍(오전9시~오후6시)임
※ 중복신청 불가
2) 모집인원: 차시 당 300명 내외
3) 신청자격: 행복수업 실시계획이 있거나, 행복수업에 관심이 있는 교원

3) 유튜브 채널:『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검색 후 “구독” 클릭
4) 행복교육포털사이트: happinessclass.snu.ac.kr(2017. 6. 7(수)오픈)

라. 교육문의
1) 전화: 02-2038-0134~8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교육팀)
2) E-mail: happiness@snu.ac.kr
3) 문자전용 휴대폰: 010-2406-6436 (유선전화 불가)
4) 시도교육청 협력연수 및 학부모 특강상담: 홍영일 팀장(02-2038-0135)

붙임 : 1. 대한민국 행복수업 프로젝트 소개 1부.
2. 온라인 접수방법 안내 1부.
3. 행복수업Q&A. 끝.

행복연구센터장
수신자
OOO 연구원

소장

협조자

시행

(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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