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았어요 아쉬웠어요 바라는점 오늘의 일기

직접 아이디어 나누고
다양한 아이디어 접할
수 있는게 좋았어요

될 줄 몰랐는데 내 아이디어가 되서
놀랐다. 사실 두렵고 무섭다. 난 말빨
도 없고 갑자기 큰 기획을 실제로 하
려니까 감도 안잡힌다.

요롱이의 진정성이 마음
에 들어요 오짱의 드립이 아쉽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오늘 의욕적인 팀원을 만나 힘이 납
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심
사 살리기

고양이 월드를 포기하게 된
것 없어요

고양이 월드를 못해서 아쉬웠지만 정
릉 골목대장 프로젝트 흥미로워보여
즐겁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
릉 골목대장 좋아요 없어요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실험해보는 장
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각자 생각한 계획을 들어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
다

장터,맵핑등 세부적으로
주체적으로 프로젝트 아
이디어를 생각한 점이
좋았어요

a4용지, 각기 다른 글씨라
읽기 힘들었어요. 자세히 못
보게 됬어요.

삼미교실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최소한 부분 알
았으면 좋겠어요(인력,
재정)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알아보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다 못들어봐서
설명회를 통해 이야기
듣기 장터 사라짐 없어요 원두 힘내요

이제 시작이다는요

비도 그치고 도전의 시작인데 맘들이
너무 잘 맞아요 다 합쳐서 대규모 보
여주리다

지금까지 나눈 생각들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공유,투표, 또 생각나누
기 활기차고 좋았어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죽어 아
쉽지만 꼭 각자의 영역에서
부활되길

기대된다. 장터에 왔는데 멋진 장터
가 열리길. 점점 삼미교실이 시끄러
워진다. 친해져서겠지? 잼난다

아이디어 소개팅 신선함 장터를 하게 되어 기쁘답니다



팔찌 팔찌&징느의 원한섞인 눈빛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하
는 마음 원두의 말을 잘 들읍시다

함께하는 마음 없어요 차차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거 참 좋아요
평소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혼자가
아닌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

다
PT시간?, 팀 회의 후 각
자 팀 소개시간

팀을 짜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설명회 좋았어요 아무도 안와 BIG 프로젝트로
다 PT시간 넉넉 필요 이제 본격시작 신나게
팔찌 만들기, 아이디어
여러가지 볼 수 있었던
것

팀이 드디어 짜졌군요 화이팅 아이디
어들 사장되지 않았으면

아이디어 공유 좋아용
신기방기

통제가 잘 안되요? 고생하
십니다 만족만족 재밌었어용 로샨사기말빨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
와서 흥미로웠어요. 그
리고 본격적인 삼미교실
시작이라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내꺼 안되서 아쉽. 사실 모
든 아이디어들을 못들어봐
서 아쉽

이제 약간 긴장되면서 재미있고 기대
되요

아이디어가 너무 다양했
고 다 놓치기 아쉬운 아
이디어 였어요 팔찌 만들기 다같이 못한거 팀장이 되어서 부끄러워요
팀짜고 아이디어도 공유
하고 본격적으로 프로젝
트 시작하는 느낌이라
좋았어요 더쉬운 팔찌를 만들껄

저번주에 좀 못오고 일찍가고해서 아
쉬웠는데 오래 같이 있으니 좋아요

다양한 아이디어의 향연
실팔찌의 수업진행이 제대
로 안된 것 팀별간 협력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은 아이디어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아 재
밌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