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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ASARO
사사로(사람에서 사람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교육봉사단체입니다.

사사로는 무상 외국어 교육을 통해 모두가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장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 동작구, 마포구, 강남구, 성북구, 성동구, 금천구에서

청소년 기관과 외국어 교육(영어, 중국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Website: www.sasa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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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지금 그냥 당장 시작하길..
이를테면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실제로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 모든 아이들과 청소
년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Value

진실성(sincerity)

우리는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진실한 마음을 다해 온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으며,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그 어떠한 다른 목적과 사심도
갖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단순성(simplicity)

봉사는 어떤 동기나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순하게 시작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봉사활동에 익숙해져 가고,
의미를 찾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정(passion)

지속해서 교육봉사에 의미를 부여하며 나아가려면, 우리의 초심을 잡아줄 수 있는
뜨거운 열정(passion)이 항시 필요합니다.

실행력(power of execution)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갑니다.
구성원의 책임감과 실행력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장의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책임감(responsibility)

사사로는 단발성의 봉사보다는 끈기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교육봉사를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책임감(responsibility)’을 요합니다.
우리는 사사로의 운영자와 교사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Board Member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임원진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김설예

CEO & Founder

김영운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졸업

카이스트 경영대 정보미디어대학원 석사
졸업
(전) 그랜드하얏트서울 해외홍보 담당
(전) 프레인글로벌 홍보대행사 근무

경기과학기술대학, 경기중소기업진흥공
단 외 다수 기업 강의
사사로 전체 운영 담당

Evin Lee

Marketing director

Program Director

현 프레인글로벌 홍보대행사 재직

Geneva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졸업

한국외대 한국어교육과 / 신문방송학과 졸업

허준

Non-executive Director
현 동덕여자대학교 글로벌MICE전공 조교수
현 문화관광이벤트전략연구소 부소장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수료

Team Member

다양한 분야에서 사사로의 뜻에 함께하는 사사로 크루를 소개합니다

신재욱

김다인

San Francisco State Univ. 재학 (국제관계)

아주대학교 재학 (의학과)

New Business Manager
Glokonet 유학생 연합회 임원

Program Manager

Contents Designer

사사로 프로그램 담당

사사로 콘텐츠 디자인 담당

김성현

김보율

University of Alabama 재학 (경영)

Indiana Univ. Bloomington 졸업 (경제)

New Business Manager
Glokonet 유학생 연합회 임원

하지윤

상암고등학교 재학

이주영

Digital Marketing Manager

Business Manager

사사로 디지털 콘텐츠 관리

사단법인 아쇼카 한국 인턴쉽

인하대학교 졸업 (영문)

국혜영

Contents Manager

Waseda University 재학 (정치경제)
사사로 블로그 콘텐츠 담당

Program
사사로 교육과정의 목표는
모든 학생이 합리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앞으로의 정규 교육과정이나 진로에
탄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외국어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Level 1: 단어/문법 수업 (봄)
Level 2: 단어/독해/작문 수업 (여름)
Level 3: 단어/문법 수업 (가을)
Level 4: 단어/독해/토론 수업 (겨울)이 있습니다.
연중 순차적으로 진행하나,
원할 경우 각 학기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Class
동작교육장

금천교육장

성북교육장

성동교육장

매주 수요일, 15:00 ~ 16:30
금요일, 15:00 ~ 16:30

매주 화요일, 18:10 ~ 20:00

매주 목요일, 17:30 ~ 19:00

매주 화요일, 17:00 ~ 19:00

동작구자원봉사센터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금천청소년수련관

중학교 1, 2학년 대상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2학년 대상

강남교육장

마포교육장 (1)

마포교육장 (2)

매주 수요일, 17:20 ~ 19:50

매주 금요일, 15:30 ~ 17:30

매주 화요일, 16:00 ~ 17:30

역삼청소년수련관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마포청소년수련관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성동청소년수련관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Qualification
학생 자격기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탈북 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자녀와 함께합니다.

그 외 다문화가정 구성원, 외국인과 탈북민 등 다양한 소외계층
성인에게도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대상자 외에 학생
공개 모집방식을 통해서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격기준

해외 대학 또는 국내 유수 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
로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영어/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

Sponsor / Partner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양질의 무상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후원/협업관계에 있습니다.

교재 후원

교육장 후원

In Media

Let’s make the world better!

Please visit,
서대문구 홍은동 192-11
www.sasaro.org
www.facebook.com/sasarokorea
sasaro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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