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마고등학교 교육 봉사 동아리 마에스트로 -

2022. 마에스트로‘교육봉사 멘토링’멘티 모집
마에스트로는 세마고등학교의 교육 봉사 동아리로, ‘교육 봉사’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나가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에스트로의 멘토들과
함께 학업에 흥미를 높이고 실력과 잠재력을 성장시킬 ‘교육봉사 멘토링’에 참여할 멘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운영개요
⦁운영기간 : 2022. 8. ~ 11월 / 8회
⦁방

식 : 비대면으로 인터넷 강의형식으로 진행

⦁내

용 : 국어, 수학, 영어 과목 멘토링

[매달 말일에 20~30분 길이의 2개를 올리면 학생을 그것을 보고 학습을 하며 모르는 부분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음]
*영상 길이와 개수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단, 매달 각 과목은 2차시씩 진도를 나갈 예정

□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2. 7. 8.(금) ~ 8. 10.(수) [선정자 발표 : 8. 11.(목) 개별 연락]
*신청했음에도 8.11 (목)까지 연락이 오지 않은 경우 아래에 기재된 메일로 문의요청 전송
⦁모집대상 : 오산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모집인원 : 15명
*인원이 초과될 시 추첨을 통해 선정 (상황에 따라 몇 명 더 추가모집 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본 안내문에 기재된 네이버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세부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 마에스트로 이메일 semahimaest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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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멘토링 내용
□ 국어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속 문학 작품 감상하기
⦁적절한 수준의 신문 기사 읽기
⦁신문기사의 일부를 발췌해 어휘와 맞춤법 탐구하기
⦁외래어와 욕설 사용 실태 알아보기
⦁시 읽고 감상 표현 및 직접 시 써보기

□ 수학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교과서 및 심화 문제 내용 멘토링
⦁멘티에게 기초 지식 설명 후 과제 부여 및 피드백

□ 영어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난이도로 진행
⦁멘토들의 영어 공부 방법 소개
⦁문법 및 독해 멘토링
⦁퀴즈 등을 활용해 영어 익히기
※ 세부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멘티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음

□기

타

⦁멘

토 : 세마고등학교 1, 2학년 마에스트로 동아리 학생들

⦁교

재 : 마에스트로 자체 제작 후 온라인으로 전달
(따로 요청 시 책으로 제작하여 집으로 발송)

⦁안

내 : 멘토링 관련 자세한 공지사항은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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