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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
길찾기①(10:00~12:00)
○ 운전면허 필기교육⑩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
길찾기②
○ 운전면허 필기교육⑪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
길찾기③
○ 짬짜미 체조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
길찾기④
○ 운전면허 필기교육⑫
○ 학부모 교육①(19:00~21:00)

○ 영화로 보는 한국역사⑦

○ 과학창의교실④

○ 운전면허 필기시험
○ 짬짜미 체조
○ 제3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식(동강대)

-장소: 작은도서관
-시간: 10:00~12:00

○ 다문화 이해교육⑤(비아초)

7

FRI

1

레인보우스쿨 기초반
8
○ 다문화 이해교육①(양산중)

이중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
레인보우스쿨 중급반
9
○ 다문화 이해교육②(양산중)

레인보우스쿨 기초반
10
○ 다문화 이해교육③(양산중)
○ 짬짜미 체조
○ 행복장터 다국적 음식의 날(한국)

야간프로그램) 태권도, 베트남어
레인보우스쿨 중급반
11
○ 다문화 이해교육④(양산중)
○ 학부모 교육②

레인보우스쿨 상반기 수업 종강
12
○ 다문화 이해교육⑤(양산중)
○ 영화로 보는 한국역사⑧
○ 짬짜미 체조
○ 제3차 신규 양성 아이돌보미
소모임(15:30~17:30)

13

이중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
야간프로그램) 태권도, 베트남어

14

·사통 1단계, 2단계_1, 2단계_2, 3단계 개강,
5단계 기본
레인보우스쿨 여름방학(~7/26)
15

21

·사통 1단계, 2단계_1, 2단계_2, 3단계, 5단계
기본
22

·토픽 시험

·사통 5단계 기본

·사통 2단계_1, 3단계, 5단계 기본

·사통 1단계, 2단계_2, 5단계 기본

·사통 1단계, 2단계_1, 2단계_2, 3단계

16

17
○ 짬짜미 체조

18
○ 학부모 교육③

19
○ 영화로 보는 한국역사⑨
○ 짬짜미 체조
○ 다문화 이해교육(효동초 병설)

이중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

28

·사통 5단계 심화반 개강
·사통 1단계, 2단계_1, 2단계_2, 3단계, 5단계
기본
29
○ 방문교육 여름방학(~8/4)

야간프로그램) 태권도, 베트남어

·사통 5단계 기본

·사통 2단계_1, 3단계, 5단계 기본

·사통 1단계, 2단계_2, 5단계 기본

·사통 1단계, 2단계_1, 2단계_2, 3단계

23

24
○ 짬짜미 체조
○ 행복장터 다국적 음식의 날(필리핀)

25
○ 학부모 교육④
○ 조기적응프로그램(13:00~16:00)
○ 가족사랑의날
-장소: 다목적강당
-시간: 19:00~21:00
-내용: 가족과 함께하는 연극관람

26
○ 영화로 보는 한국역사⑩
○ 짬짜미 체조

·사통 5단계 기본, 심화

·사통 2단계_1, 3단계, 5단계 기본, 심화

·사통 1단계, 2단계_2, 5단계 기본, 심화

·사통 1단계, 2단계_1, 2단계_2, 3단계

30

31
○ 짬짜미 체조
○ 다재다능 견학(상수도사업본부,
기아자동차 10:00)

·사통 방학(~8/18))
레인보우스쿨 하반기 수업 개강

레인보우스쿨

20

레인보우스쿨 사회문화체험
(기아자동차 견학, 14:00)

27
○ 올망졸망 공유 장터

<7월 센터프로그램 운영시간 안내>
* 센터 주/야간 정기 프로그램
- 목요일 야간 운영(13日, 20日, 27日) 18:00~21:00
- 매주 목요일 야간 문화프로그램 태권도, 베트남어(13日, 20日, 27日)
- 매주 화, 목요일 이중언어 부모-자녀상호작용교육(2日, 11日, 16日)
- 매주 수, 금요일 짬짜미 체조
* 사통 프로그램
- 1단계 월, 목, 금 10:00~12:00
- 2단계_1 월, 수, 금 10:00~12:00/ 2단계_2 월, 목, 금 13:00~15:00
- 3단계 월, 수, 금 10:00~12:00
- 5단계 기본반, 심화반 월, 화, 수, 목 13:30~15:30
* 레인보우스쿨
- 기초반 월, 수, 금 13:00~17:00
- 중급반 화, 목, 금 13:00~18:00
♣ 센터프로그램 여름방학기간 안내
- 사회통합 프로그램 여름방학: 7.29(월) ~ 8.18(일)
- 레인보우스쿨 여름방학: 7.8(월) ~ 7.26(금)
- 목요 야간 프로그램(베트남어, 태권도) 종료: 7.25(목) ~
- 방문교육 여름방학: 7.29(월)~8.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