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명(지역):조종초등학교(가평) □ 체험학습장명: 오디세이학교 체험학습장

♠ http://www.jojong.es.kr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조종새싹로
13-9 조종초등학교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
♠ 031-585-0582
웅이 된 오디세이의 귀국 모험담처럼, 학생들에게 ♠ 사용료 : 무료 (일부 수익자
독립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하
부담 발생할 수 있음)
여 스스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는 체험중심 초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는 ♠ 수용인원 : 1회 20명 내외
♠ 날짜 및 프로그램 : 협의
것이 본교의 오디세이학교 체험학습장입니다.
후 조정하여 운영

“오디세이 학교 체험학습장” 운영

주요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간

영 역

20분

시작활동

40분

이론교육

반일제
코스

80분

주중(평일)
14:00~18:00

80분
20분

전일제 코스
(주말 및 방학)
09:00~15:00

360분

생태정원
체험
선택
작품만들기
평가

프로그램
◆ 오디세이 체험학습 소개, 일정 안내, 안전교육 실시
◆ 오디세이 학교 이론 교육
- 인문역사 및 생태과학에 관한 전반적인 탐색 교육 운영
◆ 학교 생태 정원 체험하기
- 숲놀이 활동하기 (계절별 숲놀이 활동 전개)
- 학교 체육관 시설 활용 도전 생태 클라이밍 활동하기
◆ 목공작품 만들기 및 한지공예 만들기 중 선택 활동 운영
◆ 배려와 나눔의 체험활동
- 체험 소감 나눔, 체험보고서 작성 (작품관련)

8대체험처

◆ 오전에는 교내 체험학습장 이용한 반일제 4시간 운영

연계활동

◆ 오후에는 지역 내 체험처 방문하여 연계활동 운영 (일부 수익자 부담)

※ 본 프로그램 시간운영은 학교상황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체험학습장으로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하나요?
- 경기도 관내의 유·초·중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및 단체(학교/학급단위, 청소년단
체, 돌봄교실 등)
- 1회 체험 인원은 20명 내외

◈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 2021년 4월 ~ 2021년 12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접수기간 : 참가 희망일 최소 2주전 신청
② 접수서류 : 조종초등학교 오디세이학교체험학습장 신청서
③ 접수방법
- 체험학습장 학교 홈페이지(http://www.jojong.es.kr)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체험학습장 담당자 E-mail(rest0801@korea.kr) 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메신저(조종초-이혜진/조종초-김인식)으로 신청
- 체험 희망일 최소 2주전에 상담 및 협의 후 신청

◈ 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체험학습장 내에서의 모든 활동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일제 프로그램
운영시 상황에 따라 일부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