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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문해교육 한국어 한자 강좌분야

기타/문해교육/한국

어/한자/6년~10년

강사명 배성희 성별 여

연락처 010-9430-0572 이메일

nature2266@hanmail.net

거주지역 청계면 활동가능지역 전체 희망요일 원하는 날짜에 협의 후 결

정

희망 시간

원하는 시간에 협의 후 결

정

내용(자기

소개, 특기

사항 등)

저는 낙천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은 충실하게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를 졸업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 하여서 항

상 학업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이 자라자 내 아

이들에게 어릴 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꿈을 갖고 도전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검정고

시로 마친 후 수능을 보아서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당당히 합격 

하였습니다. 2007년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하면서 한약자

원학과를 부전공하여 졸업하고, 한문 지도사 전문 교육기관인 전남한

문연수원에서 3년 동안 사자소학, 추구, 학어집, 명심보감, 소학, 대학,

논어 및 지도실습을 공부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전공하여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함평중앙초등학교에서 

한자방과후강사를 하였으며 2013년부터 초당대학교 학렵력단에서

서비스소외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와 정서적 지도를 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아동과 성인들의 문해교육의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초

등문해교육 강사지도를 받고 큰 보람을 느끼며 현장에서 전문적인 교

육을 통한 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문해의 중

요성을 지도하며 비문해 어르신들에게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

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해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취미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여 수영, 

요가, 헬스 등을 하고 있으며, 무안 문협, 전남여류문학, 문학춘추 등 

에서 수필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도전

적인 정신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려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로 알고 꾸준히 내게 주어진 길을 갈 때 나와 이웃

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명 발행기관 발행일

한자급수 공인 2급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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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한문 공인 지도사 1급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2014.03.24

한국어교원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 2015.10.30

문해교육 전라남도 진흥원 2021

그림책교육지도사 (사)한국그림책문화협회 2013.01.10

전래놀이지도사 1급 (사)한국전래놀이협회 2019.09.15

아동심리상담사 1급 한국심리교육협회 2019.09.20

청소년심리상담사 1급 한국심리교육협회 2019.09.20

강의 이력 및 주요경력

기간 및 일시 강의명 주관기관 사진보기

2018년~2019년 방과 후 한자 함평중앙초등학교 사진 없음

2013년~2021년 서비스소외가정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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