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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행사 개요

® 주 제: 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방안

e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15：00 〜 17：00

© 장 소: 군포의왕교육지원청 3층 수리홀

읆 참석 대상: 군포시 초 • 중 • 고 46교
교감, 혁신교육지구 담당부장, 교육과정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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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05 5 분 ■ 개회 및 국민의례

15：05 〜 15：10 5 분 ■ 참석자 및 사업별 담당자 소개

15：10 〜 15：15 5 분 ■ 인사 말씀 교수학습과장

15：15 〜 15:20 5 분 ■ 2018 군포혁신교육지구 활동 동영상 상영

15：20 〜 16:30 70분

■ 군포 빛깔 체험학습 운영

■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안내

■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전반 안내

■ 꿈의학교 운영 계획 안내

류상수 

이혜진 

안주연 

박미경 

이은주 

김향원

16；30 〜 17:00 30 분 ■ 질의 및 응답 참석자



혁친교육지구란?
7r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 군포는 2016년부터 혁신 

교육지구로 지정되었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세 명이 만나서 함께 달리는 2인3각!

선수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법을 권하며 소리치고, 선수들의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싶지만, 그래도 선수들은 

다시 일어나서 달립니다, 구호를 외치고 서로를 격려하며.

혁신교육지구는 서로 다른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과, 서 있는 자리가 달라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지역의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고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야 문제점이 보이고, 그 문제점의 대안을 만들어 법령을 고치는데 

또 1 년이 걸리는 더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더딘 행보가 답답하시겠지만, 끝까지 

관심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 힘으로 혁신교육지구의 작은 발걸음이 학생들의 

성장 속에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생생한 학교의 목소리가 혁신교육지구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부드러운 질책이 

필요합니다.

201 8년 1 2월 혁신교육지구 담당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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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C『）Z》O19 군포혁신교육지구시즌 II 부속합의[안】

추진목표 추진과제 세부사업명
부담액 （백만원）

계 군포시 교육청

함께 만드는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

I.
학교교육과정 

혁신 지원

L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870 470 400

2. 군포 빛깔 체험학습 운영 195 195

3 학교별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470 470

4.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865.5 245 620.5

5.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지원 33 33

6.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70 70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II.
교육주체 

역량 강화

7. 지여과 를 앗는 징검다리 운영 5 5

8. 찾아가는 현장톡톡（talk talk） 운영 2 2

9. 학부S지원단 ‘밈; 맘이야’ 운영 10 10

10.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5 5

학교와 

마을이 

함케 만드는 

지역교육 

공동체구축

III.
마을학교 

활성화

11. 공공도서관-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7 7

12. 마을연계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 87.6 87.6

13. 군포형 프로젝트 운영 73.5 73.5

14. 온마을교육 ‘라이프스토리텔링 ’운영 10 10

15. 마을교육공동체 ‘경기꿈의학교’ 운영 200 100 100

16. ‘틴터（Teen터）’ 운영 417.6 417.6

17.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639.4 624.4 15

18. 지역 죽제를 통한 교육 나눔 

（독서대전, 사이언스 축제）
123 123

합 계 4,083.6 2,833.1 1,250.5

띄經 군포시 장 其 경기도 교육감

한대 회 이 재 정 

경기도군 포의왕 교육지원청 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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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2O19 군포혁서교육지구 운영 주요 변경자%

추진목표 추진과제 세부사업명 변경 내용

함케만드는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

I.
학교교육 

과정

혁신 지원

1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구）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으로 독서교육실현

2. 군포 빛깔 체험학습 운영 （구） 독서—체험활동 페스티벌

3 학교별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구） 교과특기연계 우수프로그램

4.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5.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지원 일부 수정

6.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신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II.
교'끄'〒체 

역량 강화

7. 지역과 를 앗는 징검다리 운영 신설

8. 찾아가는 현장톡톡（talk talk） 운영 신설

9. 학부*!원단 ‘맘 맘이야’ 운영

10.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학교와 

마을이 

함께만드는 

지역교육 

공동체구축

III.
마을학교 

활성화

11. 공공도서관-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일부 수정

12. 마을연계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부 수정

13. 군포형 프로젝트 운영 신설

14. 온마을교육 ‘라이프 스토리텔링 ’운영

15. 마을교육공동체 ‘경기꿈의학교’ 운영

16. ‘틴터（Teen터）’ 운영

17.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18. 지역 축제를 통한 교육 나눔 

（독서대전, 사이언스 축제）

4 I GYEONGGI-DO GUNPO UIWANG OFFICE OF EDUCATION



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요약

추진목표 추진과제 세부사업명 공모 대상 운영주체

함케 만드는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

I.
학교교육 

과정 

혁신 지원

1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O 초, 중, 고

2. 군포 빛깔 체험학습 운영 초 5~6 청소년수련원

3 학교별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O 초. 중. 고

4.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O 고

5.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지원 O 중, 고

6.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O 초4, 중 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11.
교육주체 

역량 강화

7. 지역과 교사를■ 앗는 징검다리 운영 교사 교육지 원청

8. 찾아가는 현장톡톡（talk talk） 운영 교육지 원청

9. 학부모지원단 ‘밈; 맘이야’ 운영 학부모
교육협 력 
지원센터

10.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학부모
교육협 력 
지원센터

학교와 

마을이 

함께만드는 

지역교육 

공동체구축

III.
마을학교 

활성화

11. 공공도서괸-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O 중, 고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12. 마을연계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
초

중, 고

교육협 력 
지원센터

13. 군포형 프로젝트 운영 초 3 교육협 력 
지원센터

14. 온마을교육 ‘라이프 스토리텔링 ’ 운영 초, 중, 고
교육협 력 
지원센터

15. 마을교육공동체 ‘경기꿈의학교’ 운영 초, 중, 고 교육지 원 청

16. ‘틴터（Teen터）’ 운영 시청

17.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군포문화재단

18. 지역 죽제를 통한 교육 나눔 

（독서대전, 사이언스 축제）

시청 
군포문화재단

★ 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서에서 공모할 사업

공모 사업명
대상

내용
초 중

고

L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O O O 학교규모에 따라 차등 자원

3 학교별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O O O 학교별 교과특기연계 우수프로그램 운영

4.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O 고등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수에 따라 자원

5.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지원 O O 중등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지원

6.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O O 초4, 중1 전체학급 지원

11. 공공도서관-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O O 중등 5개 학급/동아리 지원（산본도서관）

12-2. 중학교 자유학년제 체험활동 지원 O 중1 학급당 350천원

경기도군 포의왕 교육지원청 I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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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OZ『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41 운영 목표

푸^생의 꿈을 찾아주는 행복한 혁신군포교육 실현

( 지역사회와함께하는「군포빛깔인재」양』—")

혁신 
교육 
지구 
브랜드

학생의 꿈을 열어가는 

창의•융합 교육

온마을과 함께, 

학생이 만드는 미래

i

0 시정 방침 변화에 따라 ‘책 읽는 학교 활성화’ 에서 ‘지역 인재 양성’ 으로 운영 목표 확장

0 독서교육 중심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창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 지향

0 공공기관 중심의 교육 인프라 구축에서 시민단체 및 지역 활동가로 교육 인프라 확대

0 3년간 혁신교육지구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에 기반한 마을 교육과정 운영 확대

과학, 정보통신 유관기관과 청간 연계 미비 ♦!

:구포 빛깔 인재’ 개념.및 철학 모호 <1
♦ 독서교육 중심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

I 경험 축적 

卜 표괴정다옹하，혁신학교바율높緊 강점 Ji흐.약점 -\ 지역 활동가와청간 연계 취약 -

5|호협—3( ♦ 군포형 혁신학교 운영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

[♦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 노력느

학교폭력 해결 및 잡무 처리 ♦ I
—- 등으로 학교의 교육력 소진 ♦ [

11 지역사회와 학교의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 ♦ 1

..... .....1

군포 

시청 

\______ 4

도서관

SJ

교육 

협력 

지원 

센터

丄______ J

Z""". ......1

민간 

단체

LJ

지역

사회

LJ

r—■■■■、

학부모 

네트 

워크

SJ

교육 

자원 

봉사 

센터 

LJ

f——、

군포

의왕

교육

지원청

경기도군 포의왕 교육지원청 I9



‘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군포의왕교육

令 과제별 추진 내용

❖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군포 빛깔 체험학습 운영

❖ 학교별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지원

❖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목교f 교 i주체—여량'강화…
❖  … 仁7 \ 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 3■…一   

❖ 지역과 교사를 잇는 징검다리 운영

❖ 찾아가는 현장톡톡（Talk Talk） 운영

❖ 학부모지원단 ‘맘, 맘이야’ 운영

❖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W스丄zzrzj
❖ 공공도서관-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마을연계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군포형 프로젝트 운영

❖ 온마을교육 ‘라이프 스토리텔링’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꿈의학교’ 운영

❖ ‘틴터（Teen터）’ 운영

❖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 지역축제를 통한 교육 나눔（독서대전, 사이언스 축제）

브‘--- --- ------------ ---------- m "irrnTT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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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念 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의 기대 효과

n. 학교

•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획함

• 지역자부삼을자닌먀우!만^성장

• 앎을 삶으로 체득하며 바른 인성이 길러짐

m. 주민

• 창의.융합교육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 교육기회 확대로 개인역량강화

• 교육주체적 참% 만주시민이식 함양*

• 특화된 마을교육과정 운영

•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정착

• 융합 교육과정 운영 경험 풍부

IV. 지역

• 지역사회 교육협력으로 인재 양성

• 특성화된 교육제공으로 군포 위상 제고

• 공동체 역량을 지닌 민주시민 양성

O 군포혁신교육지구 중장기 발전 계획

2016-2018 2019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독서교육 실현

지역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독서 

교육 실현

• 공공도서관-학교 연계 프로 

그램 운영

•마을연계 독서-체험 프로 

그램 운영

•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 

과정 운영 지원

• 마을과 교사를 잇는 징검 

다리 연수 운영

• 군포형 프로젝트 운영

• 창의.융합교육으로 학교교육 

과정 혁신 지원

• 지역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 마을교사 양성 및 학교 지원

경기도군포의 왕교육지 원청 111



‘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군포의왕교육

jpr하교교육과정 운영
MB리么―J4A오…«_ —쵸쌔%— 히쯔 ；' _ ■、

□ 사업목적 : 학교 교육 목표 실현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성장 지원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

O 운영대상 : 군포시 초중고 47교 중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교

□ 사업내용

O 학년（교과）교육과정과 연계된 창의적 교육과정 계획 및 실현

• 행사위주 운영 지양, 학교 구성원 합의에 기반한 창의•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 학년단위, 교과단위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육활동 실현

• 학교 교육 목표-학년 교육 목표-교과 교육 목표의 일관성 추구

•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의 구현

O 학교 규모별 창의적 교육과정 지원 예정（안） -2018학년도 학급수 기준

梁 예산 확정 및 학교별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교급 학급수（2018 기준）
. .... '

학교수 학교당 예정금액 총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2학급 이상 ~ 3 26,000,000 78,000,000

37학급 이상 ~ 41학급 이하 3 25,000,000 75,000,000

32학급 이상 ~ 36학급 이하 6 22,000,000 132,000,000

25학급 이상 ~ 31학급 이하 9 19,000,000 171,000,000

19학급 이상 ~ 24학급 이하 12 17,000,000 204,000,000

〜 18학급 이하 14 15,000,000 210,000,000

47 870,000,000

O 운영절차

• 전체 공모사업 통합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후 차등 지원

（단위 : 백만원）□ 예산규모

소요예산
사업명 세부내역 - 그三丁——

군포시 교육정
소계

학교교육과정
•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470 400

혁신 지원
870

□ 기대효과

O 학교 교육 목표에 따른 학교별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O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를 통한 학생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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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o『코포 빛깔 체험학습 운영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적 사고 및 민주시민으로서 갖춰 

야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숙박형 체험활동을 바탕으로 창의과학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도모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3 ~ 12

O 운영대상 : 군포시 관내 초등 고학년（5학년 또는 6학년 / 94학급）

O 운영기관 : 군포시청소년수련원 （T. 031-390-1430）

□ 사업내용

O 공통사항

• 1박2일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군포시청소년수련원. 청양군 소재）

• 학교별 한 개 학년만 운영 가능하며, 참여 학년은 단위학교에서 결정 

（참여인원이 100명 초과인 학교의 경우 2차에 걸쳐 나누어 진행）

• 창의과학 체험활동（A형）, 농촌체험 프로그램（B형）, 리더십 트레이닝（C형） 중 택1 

淡 프로그램 확정 후 변경은 A형 • B형—C형만 가능

• 프로그램별 일정표 및 세부내용은【별첨 1】 ,【별첨 2】 참조

• 신청학교 중 인원이 많은 순서로 일정 및 프로그램 상담 • 조율 진행

• 2019. 2. 중 교육지원청에서 연합 현장답사 추진 예정

（업무담당자, 인솔자, 학부모, 체험학습 활성화위원 등 학교당 2명 참석）

O 차량지원

• 학교별 일정 조정 후 해당일자에 맞춰 차량 지원

• 차량배차 기준은 반별이 아닌 인원수에 따른 배차 조정（향후 세부내용 안내）

O 창의과학 체험활동（A형）

• 가형（3개 프로그램 순환）과 나형（1개 프로그램 통합） 중 택1

- 가형은 1일차 오후에 창의과학활동을 3개 프로그램 순환 운영

- 나형은 1일차 오후에 1개 소프트웨어 코딩 프로그램 집중 체험

• 2일차 오전 체험활동은 2개반 이하의 경우 프로그램 통합운영 가능

O 농촌체험 프로그램（B형）

• 2일차 오전 농작물수확 체험시 수확물은 운영시기 등에 따라 변동 가능

梁 수확체험 진행 후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견학 등 문화탐방 진행

O 리더십 트레이닝（C형）

• 1일차 오후 커뮤니케이션스킬 프로그램의 회의시간에 쓰일 주제 협의 및 선정

“다음 쪽에 계속”

경기도군포의 왕교육지 원청 I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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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절차（2019년도）

• 1월 : 사업안내 공문발송 

（수련원—각 학교）

• 2월초 : 상담（인원 많은 순）

• 2월중 : 상담결과 공문발송 

（수련원一＞각 학교）

• 2월중 : 연합 현장답사 추진 

（교육지 원청）

• 2월말 : 참가신청 공문발송 

（각 학교—수련원）

• 체험처 및 강사 섭외

• 활동장 안전점검

• 응급처치용품 확보

• 비상연락망 구축 등

• 청소년활동 사전신고

• 청소년활동배상책임 

보험 가입

• 각 학교별 활동 실시

.三：&21；.：.?.：.改幻' ■ ■■ . 、、
사업（활동） 준비 
........ ... ..... .. . ... ... .丁逐…^^艾.、....

广…•'•'■•■'■유.:
활동실시 ■

. ■......... .，. ....쇼!.— .,

=

O ★ 운영교 필수 확인 사항 ★

• 인솔 교사의 숙박비, 출장비, 식비 등은 학교 본예산 수립 후 별도 집행

• 체험학습에 따른 안전교육 및 절차 숙지 후 안전사고대책 수립 및 운영

• 차량인솔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측정과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차량 점검

• 참여학교 연합 현장답사 진행 : 2019년 2월 예정

• 참여학교 연합 현장답사 참여 여부 및 참여자 : 단위학교의 결정에 따름

□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군포시 교육청
소계

군포 빛깔 • 프로그램（차량 지원 포함） 175
195

체험학습 운영 • 청소년 국내 문화 탐방（군포시 별도 추진） 20

□ 기대효과

O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융합적 사고력 증진

O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통한 학생의 진로 및 적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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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프로그램 일정표 및 세부내용

□ A형 일정표（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제6431호 느낌 있는 수련활동）

< 시간
斗 . _

으스…'…쨰 ，、.丄
,• -.1일차 > ‘으、 •'：

...........‘ ” :

'우’'‘' —'' —"
제'厂'' . 么일차 -
….，쇼,:』 ................... …， ... .. .. . .... . ... . .. . ..

~ 08:00
집결

기상 및 세면

08:00 ~ 09:00 조식

09:00 ~ 10:00
이 동

（목적지 : 군포시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3. 체험활동

* 선택형

10:00 ~ 11:00 A 그룹 

저탄소 

풍력발전기 제작

B 그룹 

국궁 

（킨 볼）11:00 ~ 12:00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교육

12:00 ~ 13:00 중식 중식

13:00 ~ 14:00
프로그램 1. 창의과학 퇴소식

가형 나형

이 동

（목적지 : 각 학교）

［준비물］ 

간식, 

개인 세면/위생용품, 

개인 컵, 필기도구

* 수건 및 비누 등 세면도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4:00 ~ 15:00

1） 코딩

2） 드론

3） A.L
* 그룹별 순환

소프트웨어 코딩 

（1개 프로그램 

통합형）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석식

19:00 ~ 20:00 프로그램 2.
공동체 활동

-레크리에이션-

소프트웨어 코딩 

또는 

레크리에이션20:00 ~ 21:00

21:00 ~ 22:00 일과정리

22:00 ~ 취침

경기도군포의 왕교육지 원청 I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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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일정표（자연으로 떠나는 체험교육여행. 인증심사 진행 중）

' '..... 그…"’-……' .... 骨"...... 、 '■

시간 三― 1일차。

................ ' •

2일차 어
三」 「일* = . . .

~ 08:00
집결

기상 및 세면

08:00 ~ 09:00 조식

09:00 ~ 10:00
이동

（목적지 : 군포시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4. 농작물 수확체험

-제철 농작물 수확- 

（딸기, 토마토 등）10:00 ~ 11:00

11:00 ~ 12:00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5. 문화탐방

- 역사유적지 답사, 문화체험 -

12:00 ~ 13:00 중식 중식

13:00 ~ 14:00
프로그램 1. 에코 크리에이터

-새싹재배기 제작-

퇴소식

이 동

（목적지 : 각 학교）

［준비물］ 

간식, 

개인 세면/위생용품, 

개인 컵, 필기도구

* 수건 및 비누 등 세면도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4:00 ~ 15:00

15:00 ~ 16:00
프로그램 2. 공동체 활동 ①

- 미션POST-
*우천시 난타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석식

19:00 ~ 20:00
프로그램 3. 공동체 활동 ② 

-레크리에이션-
20:00 ~ 21:00

21:00 ~ 22:00 일과정리

22:00 ~ 취침

洪 시기별 수확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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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형 일정표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제6868호 리더를 리드해라）

: t ‘'‘ 시간
........................三 ,

'己;三C』；임차 구e：—y 스 三; 』 g ■

BY느 2일차

~ 08:00

집결

기상 및 세면

08:00 ~ 09:00 조식

09:00 ~ 10:00
이동

（목적지 : 군포시청소년수련원） 리더십 프로그램 3.
-액션러닝-

10:00 ~ 11:00

11:00 ~ 12:00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교육

12:00 ~ 13:00 중식 중식

13:00 ~ 14:00

리더십 프로그램 1.
■커뮤니케이션 스킬-

퇴소식

이동

（목적지 : 각 학교）

［준비물］ 

간식,

개인 세면/위생용품, 

개인 컵, 필기도구

* 수건 및 비누 둥 세면도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4:00 ~ 15:00

15:00 ~ 16:00

리더십 프로그램 2.
-나.들. 목.-

*우천시 난타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석식

19:00 ~ 20:00
공동체 활동

-레크리에이션-
20:00 ~ 21:00

21:00 ~ 22:00 일과정리

22:00 ~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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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군포의왕교육

□ 프로그램 세부내용

O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교육

찛. 프로그램,, 세 부내요 소요시간 지도자

오리엔테이션

O 인사말（인솔교사）

O 활동 중 유의사항 전달

O 숙소배정 등

30 분 청소년지도사

안전교육

O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

O 활동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O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

O 기타 안전관련 사항 등

30 분 청소년지도사

O A 형

: 프로그 램
■ % ' ' '

세부내용冬＜- 소요시간 지도자

창의과학 프로그램

O 드론, 코딩, AJ., 소프트웨어 코딩

O 이론 및 실습 병행

O 조별과제 수행

300분 전문강사

공동체 활동
O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

O 레크리에이션
120 분

전문강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체험활동

O 저탄소 풍력발전기 제작, 국궁（킨볼）

O 이론 및 실습 병행

O 조별과제 수행

180 분
전문강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O B 형
-사W三:■人: '"：* ■■ ' : '■

“ 프로그램
1-9 .'ll <*s ’ ' «

........... 세부■내용 丁 > 소요시간 지도자
... .......................... 4'.,... .... . .. . ...........

에코 크리에이팅 O 새싹재배기 제작 120 분
전문강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공동체활동 ①

O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

O 미션 POST
O 조별과제 수행

180 분 청소년지도사

공동체활동 ②
O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

O 레크리에이션
120 분

전문강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농작물수확
O 제철 농작물 수확

O 숲 체험
180 분 청소년지도사

문화탐방
O 역사 유적지 답사

O 문화 체험
120 분

전문강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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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 형

. 프로그램
..三 . . * 愁 . 早 조 "』.入

세부냬용：—-여’ 소요시간 - , :치유-후
' ' J. *

커뮤니케이션스킬
O 이론 및 실습 병행

O 조별과제 수행
150 분

전문강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나. 들. 목.
O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

O 조별과제 수행
150 분

전문강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공동체 활동
O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

O 레크리에이션
120 분

전문강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액션러닝
O 이론 및 실습 병행

O 조별과제 수행
180 분

전문강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별첨 2】 B형 프로그램 운영시 참고 사항 - 농작물 수확시기

구분
품:、、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초 증 말 초 증 말 초 증 말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증 말

열매 

채소

토마토 ..
丄，,y.'

스 느 M 스
비 P

心'

딸기 디 가

식용 

채소

= ’ 으 :y：；,.
마 디 戶

과수 「뿌＞ 스 、
비

梁 농작물은 수확여부 등 현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사전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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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군포의왕교육

훈^^^ 교육과정. 운영

□ 사업목적 : 단위학교의 지속적인 특화교육과정 프로그램 육성

（구） 교과특기연계 우수프로 ~1 램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

O 운영대상 : 군포시 초중고 47교 중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교

□ 사업내용

O 교과특기 연계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모 후 차등지원］

• 기존 군포시 교과특기지원 사업을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통합 운영

• 학교별 집중 육성하는 특기활동을 학교의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

• 교과특기지원 공모계획서를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와 통합

• 신청교의 계획서 내용을 통해 학교별 차등 지원

• 소수학생 대상의 프로그램 지양, 자산취득 및 환경구축비 편성 불가

• 한세대 방과후학교 사업과 중복 신청교의 경우 한세대 사업비 감액 예정

O 운영 절차

• 전체 공모사업 통합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후 차등 지원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
소요예산

소계
군포시 교육청

학교교육과정
• 학교별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470 470

혁신 지원

□ 기대효과

O 단위학교의 지속적인 특색 프로그램 정착

O 1교 1특기 이상의 창의적인 역량 계발 프로그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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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정특써화지원 바

□ 사업목적

O 과목 선택권 확대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맞춤 교육과정 운영

O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

O 운영대상 : 군포시 일반계고 6개교

□ 사업내용

O 학생 적성에 맞는 중점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교과중점학교 운영

O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과목의 집중적 이수를 지원하는 진로집중과정 운영

O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인근 학교가 협력하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

O 학교 내 소수 학생들의 배움 기회를 보장하는 주문형 강좌 운영

O 운영절차 • 전체 공모사업 통합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후 차등 지원

□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군포시 교육청 고세

• 교과중점학교 운영
고교 교육과정 •진로집중과정 운영

특성화 지원 • 클러스터 운영 .......................
• 주문형 강좌 운영

105
20애 620.5 865.5
50

............................... 70

□ 예산 규모

梁 예산 확정 및 학교별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1과정당 지원 금액（2018 기준） 총＜단위천원

교과중점교 운영 1중점과정 당 15,000 ~ 20,000 105,000
진로집중과정 운영 1과정 당 5,000 20,000

클러스터 운영 단斗수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1과정 당 4000 ~ 4,250 50,000

주문형 강좌
2과목 이하 운영교 1과정당 5,900
3과목 이상 운영교 1과정당 5,800 70,000

, 245,000

□ 기대효과

O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맞춤교육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O 학생의 미래 개척 역량 교육실현을 통한 교육의 사회적 기여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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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교과중점학교 운영 지원

운영 부서 경기도군포의 왕교육지 원청 교수학습지 원과, 군포시 청소년교육과

업무 담당자 

(연락처)
장학사 박미경 (® 390-1120), 주무관 문현식 (® 390-0788)

공모선정 기준

> 교과중점과정 운영교

> 교육부 또는 경기도 교육청의 지정을 받은 학교

> 3개학년, 또는 2~3학년에서 타 과정과 최소 3과목 6단위 이상 다른 교 

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학교

운영 가능 교과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제외한 교과

［교육과정정책과-15277(2017.7.6.), 교육과정정책과-16974(2018.9.4.) 참조］

운영내용

乂 교과중점학교

특정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중점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교

⑥ 운영 기간: 3개년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운영하되 1학년과정은 준비 과정으로 

운영 가능

⑨ 운영 방식

►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과정 개설 결정

► 학생 선발 둥 운영 방법 및 교과중점의 명칭은 단위학교에서 결정

► 1학급당 20명 이상 구성 운영

► 3개학년, 또는 2~3학년에서 타 과정과 최소 3과목 6단위 이상 다른 교육과정 

을 편성하여 운영(경기도 진로집중과정 편성 기준에 준함)

► 우수학급 또는 학급의 서 열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우선 선발 금지

⑥ 교육과정 편성 운영: 초 • 중둥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범위내에서 자율 편성 • 운영

► 교과중점 관련 심화과정, 실험 • 실습 둥 탐구 • 체험 중심의 교과프로그램 제공

► 교과중점 교육과정 외의 다른 교육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율편성 단위 중 50% 이상을 관련 교과로 편성 가능하며 중점과정별 교육과 

정 운영 기준 준수

⑪ 교육과정 안내: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학생의 적성과 희망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교과중점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진로지도 실시

⑥ 운영 기준 (안내 공문 참조)

필수 고려사항 梁 경기도교육청 교과중점학교 선정기준 및 진로집중과정 편성 기준 준수

소요예산 • 1교과 중점과정 당 15,000,000 ~ 20,000,000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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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세부 사업명 진로집중과정 다양화 운영 지원

운영 부서 경기도군포의 왕교육지 원청 교수학습지 원과, 군포시 청소년교육과

업무 담당자 

(연락처)
장학사 박미경(® 390-1120), 주무관 문현식(® 390-0788)

공모선정 기준

> 진로집중과정 운영교 (현재 3학년)

> 인문, 자연과정 외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 운영하는 학교

> 다른 과정과 3과목 6단위 이상 차이가 나도록 편성 • 운영하는 학교
_ 2019학년도 이후 고교학점저j 운영교로 변경 예정

공모 가능 과정 경기도교육청 진로집중과정 편성 기준에서 인정하는 진로집중과정

운영내용

乂 진로집중과정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희망 진로에 적합한 교과목들을 집중적으 

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⑥ 운영 기간: 3개년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공통교육과정 외 2~3학년 과정

⑥ 운영 방식

►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과정 개설 결정

► 해당 진로집중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2~3학년을 이수하여야 하나, 부득 

이한 사정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을 허락하여야 함

► 1 학급당 구성 인원은 해당 진로집중과정의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하되 동일 학년 내 

다른 과정의 학급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 운영

► 우수학급 또는 학급의 서 열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우선 선발 금지

⑪ 교육과정 편성 운영: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범위내에서 자율 편성 • 운영

► ‘자유수강제’ 를 활용한 교육과정 편성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 ‘3과목 이상 6단위 이상’ 의 의미

► 해당 진로집중과정에서만 편성된 교과목이 3과목 이상이고, 그 3과목 이수단위의 합 

이 6단위 이상

► 학교에 진로집중과정이 3개 이상 편성된 경우, 3과목 이상 차이의 기준은 해당 과 

목이 최저 편성된 과정을 기준으로 함

► 각 과정은 선택과목 분반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차이가 있어야 함 

예) 선택과목 분반을 운영할 수 있는 B과정과 C과정은 별개의 진로집중과정으로 인 

정할 수 없음

A 과정 B 과정 C가정

한국지리 (9) 
세계사(4) 

윤리와 사상(4)

물리학 1(4) 
화학 I (4) 

생명과학 1(4)

물리학 1(4) 
화학 I (4) 

지구과학 1(4)
⑥ 교육과정 안내: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학생의 적성과 희망이 최대한 고려될 

도록 해당 진로집중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진로지도 실시

수 있

필수 고려사항 梁 경기도교육청 진로집중과정 편성 기준 준수

소요예산 • 1교과 진로집중과정 당 5,000,000원 내외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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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군포의왕교육

세부 사업명 교육과정 클러스터—운영 지원 쫘 e
•스 쭥斗 ;；'

운영 부서 경기도군포의 왕교육지 원청 교수학습지 원과, 군포시 청소년교육과

업무 담당자 

(연락처)
장학사 박미경(a 390-1120), 주무관 문현식(® 390-0788)

공모선정 기준

> 11 개 교과목

白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교에 공모하여 지정된 교과목

> 공모 신청 경합 시 예산 규모 내에서 지원액 조정 가능

> 단위학교 운영교과목 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

공모 가능 

교과목

• 2009 개정 교육과정 보통교과의 심화과목 또는 전문교과목 중 개설

• 2015 개정 교육과정 진로선택, 전문교과I 과목 중 개설

운영내용

乂 교육과정 클러스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근 지역 학교 간 상호 협력하여 운영 

하는 공동교육과정

⑥ 운영 기간: 1년 [2019.3.1.-2020.2.29.]
® 운영 방식

► 호혜형 또는 거점형 운영

► 학기당 2단위 이상(학년기준 4단위 이상) 편성 운영

► 개설교과목 학생 수요 조사, 교과협의회 학교 간 협의회 등의 절차 준수

► 수강학생 13명 이상 구성 운영

► 월~금요일 오후, 또는 주말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수업, 협력수업, 토의 • 토론 수업 

둥으로 운영

⑦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고둥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침 준수

► 교과목 개설 시 기초교과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 

과하지 않아야 함.

► 개설교과목 결정 시 성적우수자들의 이력 만들기가 되지 않아야 함

필수 고려사항 洪 경기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교육과정클러스터 운영교 선정 결과

소요예산 • 단위수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1과정 당 4,000,000 ~ 4,250,000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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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운영 부서 경기도군포의 왕교육지 원청 교수학습지 원과, 군포시 청소년교육과

업무 담당자 

(연락처)
장학사 박미경(® 390-1120), 주무관 문현식(® 390-0788)

공모선정 기준

> 12개 교과목

白 주문형 강좌 운영 교

> 공모 신청 경합 시 예산 규모 내에서 지원액 조정 가능

> 단위학교 운영교과목 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

공모 가능 

교과목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 경기도교육청이 승인한 교과목 외 단위학교 

수준 개설 교과목［단, 경기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 사전 절차 준수］

으 주문형 강좌
소*의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교과목을 단위학교 내에 개설하여 정규교육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강좌

운영내용

⑥ 운영 기간: 1년［2019.3.1.-2020.2.29.］
® 운영 방식

► 교과(군) 이수 단위 180단위 이내 편성

► 수강생이 13명 이하인 과목을 개설한 경우

►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해당시간에 학급수보다 많은 반을 운영하는 경우

► 교과(군) 이수 단위 180단위 초과 편성

► 학생의 요구에 의해 정규교육과정을 방과 후에 본교 교사나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개설 운영하는 경우

► 수업은 본교 교사, 외부강사가 담당할 수 있음, 단,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주문형 

강좌를 부득이 교원자격증 미소지가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 교사 

와 협력수업［코티칭 (co-teaching)］으로 지도해야 함

► 출결은 경기도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해 처리

►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0,000원~70,000원까지 지급 가능

⑨ 교육과정 편성 운영

► 국가수준교육과정과 경기도초 • 중 • 고둥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기준 준수

► 학생의 요구에 의해 교과 총 이수 단위 180단위를 초과하여 주문형 강좌를 개설할 

경우 주문형 강좌는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함

► 기초 교과목을 주문형 강좌로 편성할 경우 기초 교과의 이수 단위 총합은 주문형 

강좌를 포함해 교과 총 이수 단위(180)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문형 강좌 과목별 이수단위는 경기도교육과정 지침을 준수

►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 • 운영하여야 함

필수 고려사항 梁 경기도교육청의 주문형 강좌 개설 지침 준수

소요예산
• 2과목 이하 운영교: 1과정당 5,900,000원 내외

• 3과목 이상 운영교: 1과정당 5,800,000원 내외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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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군포의왕교육

프로젝트"하동 동아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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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실천적 진로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

O 운영대상 : 군포시 중고 20교 중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교

□ 사업내용

O 단위학교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지원

• 프로젝트 활동（학습）이란 학습자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주제나 질문을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해결방안을 기획하여 조사와 탐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

（이성대 외, “프로젝트수업, 교육과정을 만나다” , 행복한미래, 2015）
• 중.고둥학교에서 운영되는 창체동아리, 자율둥아리 모두 공모 가•눙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타교 동아리와 연계한 연합동아리 활동 필수 참여 

（연합동아리 학생 대상 역량 강화 캠프, 운영 사례 나눔 발표회 운영 예정）

• 교육과정 운영경비의 성격 및 예산의 소요 기준 확인 후 공모 계획서 작성

O 운영 절차

• 전체 공모사업 통합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후 차등 지원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소요예산
사업명 세부내역 ------- ------- 소계

군포시 교육청

학교교육과정
•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지원 33 33

혁신 지원

□ 기대효과

O 학생 주도형 자기 계발 역량 강화

O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문 탐구의 장 마련

□ 공모 신청의 제한

O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에서 지원하는 ‘학생주도 동아리 통합 지원 계획’ 에 

근거 하여 선정된 동아리 와 중복 지 원 불가 

（예시） 2018년 학생주도 동아리 통합 지원 군포 관내 선정교

근거 공문: 2018 학생주도 동아리 통합 지원 계획 알림（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13382, 2017. 12. 22.） 및 2018 학생주도 동아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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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교 선정 알림（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1287, 2018. 2. 8.）
수 운영 부서 지원 동아리명 관내 해당교 예산 및 규모

1 문예교육과
인문학동아리 중1 교

-동아리 당

100만원 내외 

지원

책쓰기동아리 초2교, 중1교, 고1교

2 민주시민교육과
사회참여동아리

토론교실동아리

3 특성화교육과

SW교육학생동아리 초1 교
환경프로젝트동아 

리
초1교, 중1교, 고1교

창의발명동아리

4 학생 안전과 생명지킴이단동아리

5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사회적경제동아리 고1 교

O 일반계 고등학교 중 교과중점교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한 동아리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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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파고육운영. 三ir三三厂

□ 사업목적: 평화롭고 안전한 학생생활 문화 조성 및 학교폭력 예방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

O 운영대상 : 군포시 초중고 47교 중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교

□ 사업내용

O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급 대상, 고등학교 공모

• 프로그램 개요（예시）

단계 대상 시기 세부 계획

1 교사
2 월

。내용: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강의, 공동체 세우기 프로그램 체험

◦ 시간: 신학기 준비기간에 3시간 운영

예산 （강의료）180.000원 + （원고료）135,000원 = 315,000원

2 학생
3 월

。대상: 학교급 별 초4, 중1학년전체 학급

。내용: 공동체 세우기 프로그램（존중과 배려의 공동체를 만드는 약속 정하기）

。시간: 2, 3, 4교시, 3시간 운영

예산 ［（강의료）180,000원 + （원고료）40,000원 = 220,000원］ * 학급수

3 교사
3 월

◦ 내용: 질문 만들기, 서클 기획하기

O 시간: 학생교육 직후 3시간 운영

예산 （강의료）180.000원 + （원고료）135,000원 = 315,000원

• 교사 연수와 학생 대상 교육 결합형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및 학년 교육 목표와 연계하여 회복적생활교육 주제 선정

• 실시 시기는 공모 후 조정함

O 운영절차

• 전체 공모사업 통합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군교지.........쿄휵정I 소계

학교교육과정 

혁신 지원
•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70 70

□ 기대효과

O 교사 및 학생들의 갈등 관리 역량 강화

O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 및 학교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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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해，.■丁저^를 잇느 징검텨리 商…一響힅忌

□ 사업목적 :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유관단체 활동가들이 강사가 되어 강의, 체험, 

현장답사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 

를 높임으로써 교사들의 마을（지역）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4 ~ 2019. 7

O 운영대상 : 군포시 초중고 교사 중 신청자

O 운영기관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지원팀 （T. 031-390-1122）

□ 사업내용

O 연수 운영 개요（프로그램 변동 가능）

• 운영 일시: 매주 목요일 15:30 - 17:30 （2시간） 예정

• 운영 장소: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군포시 일대

• 연수 인원: 교사 20명 내외

회차 프로그램명 유관단체 참고사항

1
지구와 하나되는 

녹색학교 만들기
군포'fMCA

친환경 마크 바로알기, 그린워싱 

개념 이해, 관련 체험활동

2 오감만족 먹거리
군포YMCA 등대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먹거리 문제（당, 나트륨, 육식의 

과다섭취 및 식품첨가물）, 먹방의 

문제, 관련 체험활동

3 숲속 생태학교 군포시민의모임

중앙도서관 근처 산림욕장에서

‘숲의 식물과 곤충의 공존 전략’ 

사례 관찰

4
희망을 만드는 공정무역 

이야기

군포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바나나값 나누기 활동을 통해 

알아보는 공정무역의 의미와 

실천방안

5 도전! 무한 자원 순환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회용품의 변신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법을 모색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의 중요성 인식

6
저영향개발 나무여과상자 

체험 교실
녹색기후학교

빗물을 통한 저영향개발 교육의 

개념과 의의, 나무여과상자 모형 

만들기 체험

7 물새이야기
의왕시

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

왕송호수에서 물새와 수생태계 

관찰하기

8
숲을 활용한 체험과 

생태교육
수리산자연학교

교육지원청 근처 생태 답사와 

숲의 재료로 간단한 만들기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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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왕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
문화해설이 있는 

생태체험
군포환경자치시민모임

군포의 문화유산 해설과 근처 숲 

생태 체험하기

11 에코티어 링
人H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지도와 나침반을 생태계의 

특성을 찾는 자연친화적 야외 

프로그램

梁 프로그램은 유관든b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운영 절차

• 공문 시행 후 자료집계로 매 회차 신청 접수

•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군포형 혁신학교 교사 및

• 군포혁신교육지구 교사연구회 소속 교사는 필참

이전 회차 연수 이수자 우대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 소계
군포시 교육청

교육주체

~ 7 r • 지역과 교사를 잇는 징검다리 운영
역량 강화

5 5

□ 기대효과

O 지역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제고

O 교사들의 지역（마을）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30 I GYEONGG1-DO GUNPO UIWANG OFFICE OF EDUCATION



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13아교. 현장뉴(비k talk) 운영

□ 사업목적: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 

해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계 

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 교육주체들의 요구 반영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2019. 4 ~ 2019. 11

O 운영대상: 군포시 초중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

O 운영 기 관: 군포의 왕교육지 원청 혁 신교육지 구지 원 팀 (T. 031-390-1122)

□ 사업내용

O 학교 대상 찾아가는 현장톡톡(talk talk) 운영

• 시/!: 2019. 4 ~ 2019. 11
• 방법: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간담회, 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사업 설명 

과 학교 현장 모니터링을 병행

• 특징: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지원팀,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군포시 청 청소 

년교육과 교육지원팀으로 모니터링단 구성 및 학교 방문

• 결과 처리: 군포혁신교육지구 3주체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 군포교육주민참여협의회 의제 설정 등

O 학부모 대상 혁신교육지구 사업 모니터링 활동

• 시기: 2019. 4 ~ 2019. 11
• 방법: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구성원 중 희망자

• 특징: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학교별 운영 특징에 대한 설명과 모니터링 활동 병행

• 결과 처리: 혁신교육지구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 반영, 희망자 대상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및 교육자원봉사활동 안내

O 학생 대상 혁신교육지구 사업 모니터링 활동

• 시기: 2019. 4 ~ 2019. 11
• 방법: 군포의왕 지역학생자치회 구성원 중 대표자(전체대표 1명, 초.중.고 학생 

대표 각1명 총 4명) 및 희망학생

• 특징: 지역학생자치회 활동과 병행,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학교별 운영 특징에 

대한 설명과 모니터링 활동 전개

• 결과 처리: 학교와 지역사회에 바라는 학생들의 요구 정교화 하기, 혁신교육지 

구 사업 및 시청, 시의회의 청소년 정책에 반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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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 절차

• 학교 대상 찾아가는 현장톡톡(talk talk) 운영

• 2019. 4. 공문 시행 후 일정 조정

• 학부모 대상 혁신교육지구 사업 모니터링 활동

•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구성 후 신청자 모집

• 학생 대상 혁신교육지구 사업 모니터링 활동

• 군포의왕 지역학생자치회 구성 후 신청자 모집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소계
군포시 교육청

교육주체

역량 강화
• 찾아가는 현장톡톡(talk talk) 운영 2 2

□ 기대효과

O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이해 제고

O 교육주체 의견에 기반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개선 방안 모색

32 I GYEONGGI-DO GUNPO UIWANG OFFICE OF EDUCATION



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J아으:휴부호자gg□함6즈그）;맘（心）이야: 운영
니흐'广— ■知-rih스-…—..--- -... T.-.nr= ..*.riTr%TT.T. . .n . rfr..-m—i—-.-.7.-..-,..-r. ..-..H서느..-.Tr=..（W=r _______之窓^느—   . —*»'l

 사업목적: 자율적 학부모 교육 커뮤니티 구성을 통해 군포교육 모니터링 강화 및 

학부모의 교육현장 참여 활성화

 사업개요

O 사•업기간: 2019. 1. ~ 2019. 12.

O 운영대상: 군포시 관내 초, 중, 고 학부모 30명 내외

O 운영기관: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T. 031-390-1464）

 사업내용

O 학부모 지원단 구축

： 워크숍 진행,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정기모임

O 프로젝트 활동 '

: 벤치마킹, 학부모가 군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발굴 및 개발

• 혁신교육지구사업 및 학부모 지원단 사업 내용 이해를 위한 워크숍 구성（연1회） 

O 지역사회 교육 참여

: 진로박람회 참여, 야간 아웃리치, 위기 청소년 정서 지원 활동 등 

O 운영절차

내용구성 

프로그램 

세부 내용

구성 

2019. 1-2.

모집

초주고 

학부모 대상

모집

2019. 2?—

워크숍

H
사업설명 안내 

및 내용공유

2019. 3.

지원단활동

학부모 

역량강화 활동 

및 정기모임 

즈519? 5~11.

지원단 

전체평가

2019. 12.

丁‘' I려7丄 : :, 써사^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내역 •••••—•••그고…•丁••-=•…O•石••••••••••••••- 소계
   군포시 고육처 

학부모 지원단 • 혁신교육지구 관련 워크숍

'맘（Mom）, 맘（心）이야 ’ • 학부모 지원단 역량강화 활동 10 10
운영 • 정기모임 및 지원단 활동

 기대효과

O 학부모의 자율적인 지원단 활동을 통한 교육 인적 자원 발굴

O 지원단 활동을 통한 지역 간, 학교 간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 교육공동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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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뇌 스 겨%g 거스^^무영 _ 三

□ 사업목적: 군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부모 교육 및 교육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포 청소년들의 경쟁력 있고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2019. 1. ~ 2019. 12.

P 운영대상: 군포시 관내 학부모

O 운영기관: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T. 031-390-1426）

□ 사업내용

O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부모 교육 실시

• 자녀와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부모 지원

• 예비부모 시기부터 중.고둥

O 운영절차

자녀를 둔 시기까지 교육에 대한 올바른 관점 형성

평가운영

2019. 12.2019. 3. 2019. 3. 2019. 4-11.

세부 내용

구성

2019. 2

계획 홍보 ☆ 선정

프로그램

■뷔프로그램 홍보
연수 참여자 1^1아카데미 연수 1^1 결과보고 및

모집 및 확정 운영 평가

（단위: 백만원）□ 예산 규모

사업명
소요예산

세부내역 군포시 교육청 소계

•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5 5
교육주체

역량 강화

□ 기대효과

O 학부모의 미래사회 변화 이해 및 진로교육, 부모양육 역량 강화

O 자녀를 위한 교육의 올바른 관점 확립 및 원활한 대화를 위한 의사소통 기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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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후^”‘™— ™g—-g, z . 스 --.■….

공공호導학고.. 연계 프로그램 운영

11그J ［중앙도서관］ 사서 직업체험 프로그램

□ 사업목적: 지역의 대표적 공공기관인 중앙도서관에서 자체 개발한 ‘사서 직업 체험 프로 

그램’ 운영으로 학교와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2019. 4. ~ 2019. 11.

O 운영대상: 군포시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O 운영기관: 군포시 중앙도서관 정보봉사팀 （T. 031-390-8884）

□ 사업내용

O 사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운영 기간: 2019. 4. ~ 2019. 5. 5개교, 2019. 10. ~ 2019. 11. 5개교

매주 화요일 오전 / 오후 120분 프로그램 운영（이동시간 별도）

• 참가 인원: 1회 10~15명
• 프로그램 운영 내용

: 도서관 견학과 사서의 현장 업무 소개, 분류와 서가정리, 참고봉사 등의 기초 

적인 사서 업무 체험

운영 내용
소요시간 

（120분）

,.■느. ■. 슈、
세부 내용 장 소

오리엔테이션 15'
■ 프로그램 안내 및 명찰 배부

■ 사서직업 소개 영상 시청

책실 또는 

행복실 

（4 층）이론 25'

■ 쉽고 빠른 도서관 이해하기（영상+설명）

- 도서관의 종류

- 십진분류표 이해 ［활동지 1］
■ 희망도서가 나에게 오기까지

-도서구입부터 대출까지 업무 흐름

사서업무실습

3(y
■ 중앙도서관 견학（각 실별 업무 소개）

및 자료 검색 ［활동지 2］
■ 대출 반납, 대출증（모바일） 발급, 도서장비작업 등

도서관 

각 층

수서정리실 

（지하1 층）

40'
■ 내가 도서관장이라면?

■ 내 맘대로 문화행사 기획!

梁 ［활동지 3, 4, 5］

책실 또는 

행복실 

（4 층）
마무리 10'

■ 소감문 작성［활동지 6］
■ 설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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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 절차

• 신청 기간: 2019. 1. ~ 2019. 2. （신청 미달 시 실시 2주전까지 접수）

• 신청 방법: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을 통해 신청

• 특기 사항: 중학교 1학년 대상 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추천

（1회 학생 10~15명 모집, 120분 운영 프로그램）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군포시 교육청
소계

공공기관-학교 

연계 프로그램
• 사서 직업체험 프로그램 2 2

□ 기대효과

O 공공기관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경험의 축적으로 향후 협력 활동 확대

O 학생의 성장을 위한 학교, 공공기관, 주민들의 협력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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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珍 ［산본도서관］ 청소년, 인문학율 만나다
르SS5SS=SSS=5i0해

□ 사업목적 :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산본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인문학 

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작가와 만나는 시간을 제공하여 진로 탐색과 

철학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4 ~ 2019. 7

O 운영대상 : 군포시 중고 재학생

O 운영인원 : 학급단위 40명 내외

O 운영횟수 : 총 5회

O 운영기관 : 군포시 산본도서관 사서팀（T. 031-390-8841）

□ 사업내용

O 운영 개요（프로그램 및 작가 변동 가능）

• 운영 일시: ［산본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경우］ 수요일 오전 10시~11시30분 

［학교에서 진행하는 경우］ 산본도서관과 학교의 일정 협의

• 운영 장소: 산본도서관 방문 또는 신청 학교

• 운영절차: 전체 공모사업 통합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후 대상교 선정

• 프로그램 내용

회차 프로그램명 작가 주요 이력

1

작가와

만나는 시간

해이수 

（소설가）

2000년〈현대문학＞중편으로 둥단, 심훈문학상（2004년）과 한무숙 문 

학상（2010년） 둥을 수상.

여행 및 관광지인 호주와 이주 대상국인 호주의 양면성을 보여준 

〈캥거루가 있는 사막〉과 현실의 비루하고 냉혹한 일상성 공존을 

히말라야의 설산과 아프리카 케냐의 열대 초원으로 상징한〈젤리 

피쉬＞ 둥의 단편소설집을 선보이며 여행을 통해 얻은 영감을 소설 

에 녹이는 작가로 알려졌다.

2
송기 원 

（시인）

197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경외성서（經外聖書）〉,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회복기의 노래＞가 함께 당선, 이후 예리 

한 현실인식과 탐미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작품세계를 펼쳐왔다.

“경험의 진정성과 표현의 진정성을 아울러 갖“는 작품세계로 “원 

초적 호소력“를 지닌다는 평을 받으며 제24회 동인문학상을 받았 

다. 저서로는 소설집〈월행（月行）X1979）,〈다시 월문리에서＞（1984）, 
〈인도로 간 예수X1995） 외 다수

3
오수연 

（소설가）

소설가. 2003년 ‘한국작가회의’ 의 파견 작가로 이라크 전쟁을 

목격하고 돌아와 보고문집〈아부 알리, 죽지마＞를 냈으며, 팔레스 

타인 현대산문선〈팔레스타인의 눈물＞을 기획, 번역하여 출간하였 

다. 아랍신화를 알리기 위해 인문서 세계신화여행＞（공저）, 어린이 

책〈길가메시＞,〈오시리스와 이시스＞를 펴냈다. 작품집〈빈집＞, 연 

작소설〈부엌＞,〈황금지붕＞ 장편소설〈돌의 말＞ 한국일보 문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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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평화인권 문학상, 

아름다운 작가상, 신동엽 창작상.

4

김창래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 

독）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 우수상. 장편〈오로라 공주＞ （엄 

정화 주연, 방은진 연출）. 영화〈렛 미 아웃＞ 각본 • 감독. （달라스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제 57회 뉴욕페스티벌 인터내셔널 TV & 
필름 어워즈’ 금상 수상）. 서울예술대학 영화과 겸임교수 

（2010-2016）. 現 성균관 대학교 연기예술학부 겸임교수

5
랩으로

인문학 하기

박재 홍 

（작가, 

랩퍼）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낭만 래퍼로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나 

사회적 활동가로 일하며 거리에서 랩 공연을 해 왔다. 2010년 제 

주도로 이주한 후로는 제주힙합 일원으로 살면서, 대중음악과 인문 

학을 버무려 다양한 교양 수업을 만들고 전국을 누비며 강의한다. 

국내 최초로 ‘스포큰워드（Spoken Word, 랩처럼 언어의 리듬을 살 

려 낭독하는 문학 퍼포먼스） 워크숍’ 을 개발했고, 발표회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무대 위에서 반짝이도록 돕는다. 대 

중음악과 소규모 라이브클럽을 사랑하는 그는 세상의 작고 소중한 

음악인들에게 환호하고 교류하기를 즐긴다. 지은 책으로 동물복지 

안내서 『돼지도 장난감이 필요해』와 대중음악으로 소통하는 문 

화예술 안내서 『10대처럼 들어라』가 있다.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소요예산

세부내역 ---------------시- 소계
군포시 교육정

공공기관-학교 

연계 프로그램

• 청소년, 인문학을 만나다 드 드
5 5

- 작가와 만나는 시간

□ 기대효과

O 인문학 작가들과의 소통 기회로 청소년기의 건전한 가치관 제공

O 책마을 입주작가 중심으로 마을에서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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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白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릇으로 보는 역사 & 동주를 걷다

□ 사업목적 : 마을의 인적 • 물적 자원과 결합된 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O 운영대상 : 군포시 초 • 중 • 고등학교

O 운영기관 :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T. 031-390-1426）

□ 사업내용

O 프로그램명: 그릇으로 보는 역사

• 군포시 조선백자 도요지를 통해 배우는 역사체험 프로그램으로 초등교육과정 지원 

O 프로그램명: 동주를 걷다

• 윤동주 문학관과 연세대, 부암동 일대 등 윤동주 관련 산책길 체험프로그램으로 

중 • 고등학교 문학, 역사 교과와 연계하여 학급단위 또는 동아리 단위로 지원

O 학급 및 동아리 단위로 신청 접수 후 조정

학교급 규모'
연계

교과

기 。 -
>- . /내 용 장소

. 유%〕''- 
ul —% < 
비-lL

. '買人'

초등
90 학 
급 역사

【그릇으로 보는 역사】

- 고고학자가 말해주는 우리마을 문화재

「조선백자도요지」

- 학교운동장에서 모의발굴 해보기

프로그램 

운영 

학교

2차시 

학급단위

중고
80 학 
급 문학

【동주을 걷다】

- 윤동주산책길（1코스 서촌하숙집길,

2코스 연희연전숲길） 체험 탐색

서울 

서촌 

연세대

2차시 

학급 또는 

동아리단위

•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동아리 활동 수업시간에 편성가능

O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강사 및 재료） 및 이동차량 지원

• 교사 인솔로 프로그램 장소 도착 및 진행

O 운영절차

사업 안내 최종 수합 1 협의 •，선정 1

지원학교 

선정 협의

1 2019. 2. 하순 1

결과 알림

■수

사업진행

사업 설명 

（신청 방법 및 

규모）

학교별 

신청 접수

선정교 알림, 

일정 조정, 

진행 절차 안내

일정별 

프로그램 

진행

2018. 12. 2019. 2. 중순 2019. 2. 28. 2019. 3.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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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욘예산

군포시 교육청
소계

마을연계 독서-체험 • 그릇으로 보는 역사 48.6
59.6

프로그램 • 동주를 걷다 11.0

□ 기대효과

O 지역자원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교과융합 • 체험중심의 교육활동 가능

O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역（마을） 교육과정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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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마을연계독서체험 （그릇으로 보는 역사）

운영 부서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프로그램 문의 

연락처
담당자 김현인 (T. 031-390-1426)

공모일정 및 절차 교육협력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 공문을 통한 선착순 접수

대상 초둥학교 5학년

규모 및 일시 

（초과신청시 

선정 기준

- 1일 최대 2학급 운영 가능 / 2회기 운영 （1회기 2차시로 구성）

- 2회기 연속 또는 L 2회기 블럭수업 가능

- 월요일 ~ 금요일 오전시간에 운영

연계 가능교과 사회, 미술, 한문, 지역화교과서 등 학교재량 교과연계

운영내용

주제 내 용 시간

우리 

고장 

문화재 

특강

□ 우리 마을의 문화재

- 고고학자가 말해주는 우리 마을 문화재「조선 

백자도 요지 （사적342호）J
- 백자란? （시대별 백자와 발굴내용）

2차시

문화재 

발굴 

체험

□ 문화재발굴모의체험

- 학교운동장에서 체험하는 도자기 파편 발굴하기

- 발굴보고서 작성

- 문화재발굴의 과정을 배우고 보존의 중요성 알기

2차시

필수 고려사항 - 우천 또는 기후사정으로 운동장 수업 불가능시 교실수업으로 대체

소요예산 -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협력지원센터 예산으로 집행

기 타 O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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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마을연계독서체험 （동주를 걷다）

운영 부서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프로그램 문의 

연락처
담당자 김현인 (T. 031-390-1426)

공모일정 및 절차 교육협력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 공문을 통한 선착순 접수

대상 중•고둥학교

규모 및 일시 

（초과신청시 

선정 기준

- 1일 최대 100명까지 운영 가눙 （신청 인원에 따라 조별 편성 운영）

- 주중주말 운영 가능, 오전오후 운영 가능

연계 가능교과 역사, 사회, 미술, 한문, 지역화교과서 둥 학교재량 교과연계

운영내용

주제 내 용 시 간

동주 

산책길 

팀방

□ 1코스 : 서촌 하숙집길

（경복궁역~인왕산~부암동 윤동주문학관）

□ 2코스 : 연희 연전숲길

（연세대학교 윤동주기념관 등 ~서대문안산）

□ 중간 세 포인트에서「시인 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J 함께 읽고 소감 

나누기 및 時語 맞추기

2교시

연계 

교과
국어, 역사 등 학교재량으로 수업시간에 편성

필수 고려사항 - 우천 시 일정 교육협력센터와 협의하여 재조정하여 운영

소요예산 -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협력지원센터 예산으로 집행

기 타

O 학급 및 동아리 단위로 신청 받아 대상 조정

•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동아리 활동 수업시간에 편성가능

Q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강사 및 활동 재료） 지원

O 신청접수 완료 후 지원 규모에 따라 이동차량 일부 지원

O 교사 인솔로 프로그램 장소 도착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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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년제 체험활동 지원

□ 사업목적 : 학교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학교별, 학급별 특색 있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체험활동 발굴 및 지원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3 ~ 2020. 2

O 운영대상 : 군포시 중학교 12교

□ 사업내용

O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체험활동비 지원

• 모든 중학교 자유학년제 대상（1학년） 1학급당 350,000원 체험활동비 지원

• 학교별 창의적 교육과정 및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체험활동 진행

• 사전활동과 사후활동을 계획하여 의미있는 교육활동으로 체험 진행

• 자유학년제 예산 및 교육협력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지원 등을 고려하여 규모 있는 

학교별 계획 수립

O 운영절차

• 전체 공모사업 통합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후 차등 지원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군포시 교육청
소계

‘마을연계 독서 체 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자유학년제 체험 지원 28 28

□ 기대효과

O 학교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및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과 연계한 체험활동 발굴 

및 학교간 공유로 동반 성장 도모

O 체험활동 전후 사전활동과 사후활동을 강화하여 1회성 체험활동을 지양하고, 체험을 

학습경험으로 내면화하는 교육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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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형
AO .추 .. .. .

*»,?" ''"3 -
<., -.〜 <r —

□ 사업목적 :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지역（마을）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O 운영대상 : 군포지역 일대

O 운영기관 :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T. 031-390-1426）

□ 사업내용

O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 교재와 연계하여 ‘우리고장 바로알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O 군포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전체대상 학급 단위로 신청 접수 및 운영

O 총 3차시（09:00 ~ 12:00） 운영

O 담임교사 인솔 및 안전교육 지도 필수

O 프로그램 운영 전 초3 교사 대상 연수 진행

O 현장체험에 따른 보험은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별도 가입하지 않음. 학교안전공제 

회 보장 활용

O 체험 코스별 특징

& 스J스4 - •

영역
、= J

슈 프로그램
.스 、''心三 '
/유괸/M' . "

三艾＞〔；=•’•■：； '다 짓 -厂三:C. ； , r

三 - 징 ..1— 시가 S 시긴*
, ................... ••쑤.

문화

（택 1）

“무대는 내찬干’ 

군포문화예술회관

—백스테이지（무대, 조명, 음향 기기 사용） 체험

-전문 감독 설명

- ‘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

3시간

“우리동네 마*^’

군포 문화예술회관

- 주제별 기획전시

- 미술과 만나는 역사, 리싸이클, 미술사

- 전문 해설사

생태
“군포 워터스蓋’ 

군포대야 물말끔터

- 생명의 보고, 습지이야기

- 물의 순환, 물의 재활용 이야기

- 사후활동으로 깨끗한 물 지키기를 위한 약속

역사
“% 뱡짜유카쟝’ 

방짜유기장

- 무형문화재 김문익 장인과 대화의 시간 운영

-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알기

- 내 고장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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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절차

□ 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______

군포시 교육청
소계

마을학교 

활성화
• 군포형 프로젝트 운영 73.5 73.5

□ 기대효과

O 우리 마을의 우수한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을 활용한 체험학습을 통해 우리 고장 

에 대한 자긍심 제고

O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으로 학생들의 학습 경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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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우 J?’처

군포형프로젝트 =11® 
"江;% J

: '。■終’ %人
*裝三«퍼rf니

운영 부서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프로그램 조정 및 

일정 문의

연락처 （담당자성명）

담당자 김현인 (T. 031-390-1426)

공모일정 및 

절차
프로그램 신청（공문접수） 후 선정 결과 회신

대상 초등학교 3학년

규모

（초과신청시 

선정 기준）

- 1일 최대 2학급 운영 / 1회기 3시간으로 운영 （09:00 ~ 12:00）

연계 가능교과 사회（지역화 교재）, 창의적체험활동

운영내용

영역 내 용
기관 

연계

문화 

（택 1）

【무대는 내친구】

백 스테이지（무대, 조명, 음향기기）체험
군포문화 

예술회관
【우리동네 미술관】

찾아가서 만나는 미술사, 업사이클（up_cyde）

생태

【군포 워터스쿨】

물의 자%과자연%의 소중함 물의 =（o 

영상괜/（6분-에코 팩토리 3D영상실）（10분

대야 

물말끔터

역사

【나도 방짜유기장】 

방짜유기 전시실 관람 

무형문화재 장인과의 대화

방짜 

유가장

필수 고려사항
- 우천으로 미운영된 학교는 일정 재조정하여 당해연도 9월~10월에 진행

- 체험관련보험은 별도 가입 없이 학생안전공제보험을 준용함

소요예산 O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협력지원센터 예산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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慮O쿄육/라이프 스토리테링「우영

□ 사업목적: 군포 지역의 사람책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지역（마을）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강화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2. ~ 2019. 12.

O 운영대상 : 군포시 관내 초, 중, 고 학생

O 운영기관 :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T. 031-390-1463）

전문연수 진행

지원

꿈, 진로 등을 전달

□ 사업내용 

O 사람책 운영

• ‘라이프 스토리 텔러 ’ 를 모집하여

• 학교 교육과정 중 편성하여 사람책

• 소규모 멘토링 형태로 삶의 지혜와

• 학교에서는 사전활동으로 ‘라이프 스토리텔러’ （사람책） 프로그램 이해과정 필수 진행

- 사전활동 : 동영상 시청, 사람책 서문 읽고 사람책 선택하기, 질문작성

O 직업인특강 운영

• 학교 교육과정 중 편성하여 전문 직업인 특강 진행

• 학교별 직업군 선호도조사를 통해 직업인 섭외

• 다양한 직업군의 직접적인 

O 운영절차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

공모안내

사업설명 안내
（신청 방법 및 W

2019. 2.

최종 수합

학교별 

신청 접수

2019. 3.

협의 • 선정

학교별 지원 

여부 및 

일정 확정

2019. 3. 6.

결과 알림

선정교 알림, 
W 일정 조정, 

진행 절차■ 안내

2019.3.15.

사업진행

일정별 

프로그램 진행

~ 2019. 12.

□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소계
군포시 교육청

마을학교 

활성화
• 온마을교육 ‘ 라이 프스토리 텔 링 ’ 운영 10 10

□ 기대효과

O 지역 주민들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경험을 청소년들과 공유

O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 소통의 기회 제공

경기도군포의 왕교육지 원청 I 47



‘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군포의왕교육

세부 사업명 iW：
三온마을 교육 라이프 스토리텔링

：：,；： *

운영 부서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프로그램 조정 및 

일정 문의

연락처 （담당자성명）

담당자 박진주 （S 390-1463）

공모일정 및 절차

> 2019.2.11（월） : 사업설명안내 및 신청방법 공지

> 2019.3.4（월） : 학교별 프로그램 신청 마감

> 2019.3.15（금） : 학교별 지원기준 및 절차 안내, 일정조정

> 2019.3.20（수） : 학교별 확정공문 발송 및 안내

대상 관내 초, 중, 고등학생

규모

（초과신청시 선정 

기준）

> 사람책 130회
> 초과신청시 선정 기준

- 신규 신청 학교 우선 선정

연계 가능교과 진로 연계 교과활동

운영내용

（D 운영 기간 : 2019.2~12
⑪운영방식

- 구축된 사람책 목록을 토대로 학교에 홍보 공문 발송

- 평일 수업시간 중 프로그램 편성하여 신청

- 10명 이내 소그룹으로 진행하되 사람책 별 강의실 필요

（예 : 한 반에 30명인 경우 10명씩 / 3그룹이므로 3개 장소 필요）

- 사전활동으로 ‘사람책 동영상 시청’, 서문 읽고 질문준비하기 진행

- 사전활동은 각 담임선생님께 활동지도안을 전달하여 교육

- 프로그램 진행은 사람책 선생님께서 서문을 바탕으로 멘토링 후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 .

필수 고려사항 > 사람책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사전활동 필수

소요예산
* 1회 활동비 10,000원 X 130회 = 1,300,000원

* 사람책 역량강화교육 210,000원 X 2명 = 420,000원

기 타
* 학교로 찾아가는 프루그램

* 1교당 1개 학년 초과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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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유공동체 '경기꿈의학교' 운영

□ 사업목적 : 주도형 꿈의학교 운영 활성화학생의 꿈 실현을 지원하는 학교 밖 학교, 

동아리 단위의 학생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2 ~ 12 / 연중

O 운영대상 : 군포시 꿈의학교 운영 주체,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O 운영담당 : 군포의왕교육지 원청 혁신교육지구지원팀 (T. 031-390-1127)

□ 사업내용

O 군포시 유관기관 및 개 인이 운영하는 ‘학생 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O 2교 이상의 학생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O 동아리 형태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운영 하는 ‘마중물 꿈의 학교 ’

O 운영절차

□

3 종류

꿈의 학교 

공모

심사를 통한 

선정 및 

예산 교부 =>

3 종류

꿈의 학교 

운영

성장 나눔 

발표 및 

연수, 홍보

인증제 신청

M 및 심사

공고 _시 

(2019.2.)
서 젓 치.. Q

(2019.3.)

I ； •.우— C너 ：：■..)I ，■나성 , 

(2019.3-12.)
，…혀가,、
(2019.12.)

환류 

(2019.12.)

梁 추후 관련 공문 시행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

------------ :— 소계
군포시 교육청

마을학교 

활성화

• 마을교육공동체 ‘경기꿈의학교’

운영
100 100 200

= =

□ 기대효과

O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학교 운영

O 다양한 주체가 운영하는 지역의 학교 밖 학교 다양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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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O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공간 제공

O 청소년 활동시설과 차별화된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 공간 마련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I 연중

O 운영대상 : 중학교 재학 연령 이상부터 24세까지

O 운영담당 : 군포시청 청소년교육체육과 청소년정책팀 (T. 031-390-0715)

□ 사업내용

O 청소년 상담 및 위기 극복

• 있어주기 : 쾌적한 공간 제공 및 친절, 배려, 수용, 공감

• 도와주기 : 심리검人｝, 심리상담, 집단상담 등 전문서비스 제공

• 돌봐주기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

O 운영 내용

• 나눔행사, 제과제빵동아리 모임, 공연, 전시회, 이벤트, 미니도서관 등

O 운영 확대

• 산본중심상가 내 틴터 1호점(2012..12), 당동지하차도 활용 틴터 2호점 

(2016.11.), 책마을 틴터 3호점(2018. 4) 운영

□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소계

군포시 교육청

마을학교 

활성화
• 청소년 전용카페 ‘틴터(Teen터)’ 운영 417.6 417.6

□ 기대효과

O 또래 청소년과의 긍정적 공간 공유를 통한 건강한 성장 도움

O 청소년의 창의성 발휘 및 도전 문화 조성을 통한 자기 계발 기회 제공

O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창업교육, 평생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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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혀 지휴센터 운영

S——■亂參^^혜~ ■ &W „ 7. ■； 쯔S \》切 J A „“ -

□ 사업목적

O 군포형 미래 교육프로젝트 수립 및 달성

O 학교교육과정과 지역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O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및 체험교육 지원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연중

O 운영대상 : 초중고 학교 및 개인 학생, 학부모 등

O 운영담당 :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교육협력팀 (T. 031-390-0461)

□ 사업내용

O 학교연계사업

- 자기탐색 장단맞춤, 꿈잡아라, 기업가정신, 창의력놀이터, 그릇으로 보는 역사, 

미래DIY, 동주를 걷다, 설득스피치, 꿈이지 지원버스, 아웃오브 스쿨 등, 10개 

프로그램 운영

O 지역연계사업

- 군포형 프로젝트, 라이프 스토리텔링, 우리동네 직업체험, 꿈이지 멘토단, 학부 

모지원단 ‘맘, 맘이야’ 등, 5개 프로그램 운영

O 교육특화사업

- 진로동아리, 지역교류네트워크, 군포청소년진로박람회, 꿈이지공모전 등 4개 프 

로그램 운영

□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소계

군포시 교육청

마을학교 

활성화
• 군포시교육협력센터 운영 777.5 20 797.5

□ 기대효과

O 지역사회 교육 협력 인프라 구축 및 질 높은 혁신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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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연계 진로교요 사업

□ 사업목적

O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기획 및 운영

O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

O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진로교육 지원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I 연중

O 운영대상 : 관내 초/중/고

O 운영담당 :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T. 031-390-1427 ） 

□ 사업내용

O 군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대상 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신청 접수 및 운영

O 2교시（=1회기）로 운영되며, 센터에서 프로그램 강사 및 활동 재료 지원

O 신청서를 통해 학교를 선정하고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원활한 프로그램 지원

O 연말 ‘꿈이지 공모전’ 참가, 우수사례 발표

O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사업명 대상 , 내 O L 교시 ： 자원학급 주요내용

자기 탐색 

장단맞춤
초등 2 교시 80 학급 - 자아이해와 진로탐색을 통한 핵심 역량 강화

창의력 

놀이터

초등1

= T= 
▽ 흐

2 교시 80 학급 - 교과연계, 창의 놀이를 통해 개념과 원리 이해

꿈잡아라 = T三■5‘흐 2교시 80 학급 - 직업정보와 실무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설득스피치 = T三 
石* 흐

6 교시

（3회기）
80 학급

- 자기주도적인 스피치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력과 

자신감 향상

미래 DIY = T三
〒흐

6 교시

（3회기）
80 학급

- 디자인씽킹을 통한 아이디어 발상 생각의 융합을 통해 

새활용（업사이클） 할 수 있는 것을 메이커함

기업가정신
중등/ 

고등

10 교시

（5회기）
100학급

- 창업과 경제활동에 관련된 주제 중심의 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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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영절차

사｛안내

■

즈;. 三顯'.''.

L신청 접수저
..

사업 설명 

및 

신청 방법 

안내

학교별 

신청 접수

2018. 12. 2019. 2. 중순

終

협의/선정

■

.、4

결과 알림

학교선정 

및 

일정조정

2019. 2. 말

선정 학교 

및 

최종일정 

알림

2019.2.28.

사업 진행
丁'‘- ,

공모전
:、

일정별 

프로그램 

진행

꿈이지 

공모전 

참가

2019. 3~11 2019. 11-12

□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학교연계진로교육）

소요예산
소계

군포시 교육청
사업명

자기탐색 장단맞춤 10.5

창의력 놀이터 16.6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꿈 잡아라 13
189.9

운영 기업가정신 76

미래 DIY 37.4

설득스피치 36.4

□ 기대효과

O

O

O

O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자신의 진로를 디자인할 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기주도적 역량 개발과 

초/중/고등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활동 결과에 대한 공모전 운영으로 교육 참여에 대한

있 = 기초적인 역량증진 

진로설계 능력 강화 

공교육 수립

다양한 아이디어와 교육의

가치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시 또는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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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지(easy) 지원버스

□ 사업목적 : 현장진로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체험위주의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며, 현장진로 체험처 이동시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 보장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I 연중

O 운영대상 : 군포시 관내 중학교

O 운영기관 :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T. 031-390-1429)

□ 사업내용

O 군포시 관내 중학교 현장진로체험처 이동 시 버스지원

• 학교별 일정 조정 후 해당일자에 맞춘 차량 지원 

(센터와 배차일정 사전협의, 공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차량 지원 

O 운영절차

(단위: 백만원)□ 예산 규모

사업명
소요예산 、

세부내역 三7?—브:石*— 소계
군포시 교육정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 현장진로체험 차량지원 74.5 74.5

□ 기대효과

O 체험위주의 진로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O 현장진로체험처로 이동 시 청소년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

O 버스지원을 통한 직업체험처 활용으로 양질의 진로체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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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오브스쿨

□ 사업목적

O 학생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축제프로그램 개발 및

O 학습과 놀이를 결합하여 새로운 학교문화를 수립

O 학교의 역사와 이미지를 축제를 통해 외부에 소개하며

지원

자긍심 고양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O 운영대상

O 운영담당

2019. 3 ~ 2019. 12. / 연중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3개교 선정

군포시 교육협 력 지 원센터 （T. 031-390-1427）

□ 사업내용

O 초,중,고등학교 지원교 중 대상별 1개교씩 선정 및 지원

O 우리학교만의 특별한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 학생자치를 원칙으로 함

O 프로그램을 지원 받는 학교（학생）는 ‘꿈이지 공모전’ 참가

O 운영절차

□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_ 소요예산 스
군포시 교육청 오계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 아웃 오브스쿨 7.2 7.2

□ 기대효과

O 개개인의 창의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축제지원으로 문화욕구 충족

O 단편적인 축제가 아닌 활동 주체를 학교, 학생, 교사로 확장 및 지역（센터）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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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어 b 우리 동네 직업체험

□ 사업목적

O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을 체험하며,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올바른 직업가 

치관 형성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 I 연중

O 운영대상 : 관내 중학생, 지역사회 내 직업체험처

O 운영담당 :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T. 031-390-1463）

□ 사업내용

O 현장 직업체험처 발굴 및 육성

• 다양한 분야의 현장직업체험처 발굴 및 관리（안전점검 실人!）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인증, 프로그램 컨설팅, 간담회 실시

O 학교 연계 현장진로•직업체험 진행

• ‘꿈길’ 사이트 관리 및 학교에서 직업체험처 체험 신청시 코칭

• 체험처와 일정 및 인원 협의 후 매칭

O 운영절차

공모안내 1 최종 수합 1 브L선추 1 결과알림 1 사업진행

사업설명 안내 

（신청 방법 및 W 학교별 

꿈길 신청

L 학교별

체험처 매칭

매칭 결과 및

W 일정 조정, 

진행 절차 안내

L 일정별
프로그램 진행

2019. 2. f
연중 연중 2019.3.15-31 2019. 4~12

□ 예산 규모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소요예산

세부내역 三石三一 소계
군포시 교육청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운영 우리동네직 업 체험 10 10

□ 기대효과

O 지역사회가 배움터가 됨으로써 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성장

O 체험처의 질적 향상과 체험비 지원을 통한 현장진로직업체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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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지 멘토단

□ 사업목적 : 대학생 멘토를 통한 학과소개 멘토링 진행으로 학과 이해와 진로진학 동기 

부여, 진학계획 수립 및 진로진학에 자신감 부여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I 연중

O 운영대상 : 군포시 관내 중 • 고등학교

Q 운영기관 :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T. 031-390-1429）

□ 사업내용

O 대학생 멘토단 육성

: 지역 내 인적 자원 활용, 군포형 진로진학의 우수사례 발굴, 멘토기법 교육

O 찾아가는 멘토활동

: 중 • 고 학교를 중심으로 학과 소개, 진로진학 선택에 대한 선배 코칭실시

O 워크샵 및 평가

: 멘토 활동 우수사례 공유

O 운영절차

세부추진계획 사업 안내 최종수합 일정조정 사업진행

사업계획수립

사업설명 및 
미 신청 방법 

안내

학교별 

프로그램 

신청 （공문）

일정별 

프로그램 

진행

2019. 1-2. 2019. 2. 2019. 3-4. 2019. 5. 2019. 5-12.

（단위: 백만원）□ 예산 규모

사업명 세부내역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 꿈이지 대학생 멘토단

소요예산

군포시 교육청 
소계

멘토별

n 학y 정

5 5

□ 기대효과

O 학과 전공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전공에 대한 파악

O 전공자와의 만남으로 학과에 대한 심층적 접근과 구체적 진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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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동아리

□ 사업목적

O 진로동아리의 다양한 직업체험과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며, 관내 직업체험처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3 ~ 2019. 12. / 연중

O 운영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O 운영담당 :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T. 031-390-1463）

□ 사업내용

O 진로동아리 선정

• 2019년 2월 진로동아리 공문을 발송하여 3월 중 모집

• 계획서의 목적성, 현실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15개 동아리 선정 

O 진로동아리 지원

• 동아리별 지원금 교부

• 역량강화 교육, 활동중간점검, 연합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질 관리

• 꿈이지 공모전에 참가하여 연간 활동 결과 발표 및 결과물 전시

O 운영절차

공모안내

2019. 2.

사업설명 안내 

（신청 방법 및 

규모）

협의 • 선정

2019. 3. 14.2019. 3.

학교별 지원 

여부 및 

일정 확정
신청 접''T

최종 수합

학교별

결과 알림

선정교 알림, 

일정 조정, 

진행 절차 안내

2019.3.15.-31

사업진행

일정별 

프로그램 진행

2019. 12.

（단위 : 백만원）□ 예산 규모

사업명
소요예산

세부내역 그丁7丁-----厂三— 소계
군포시 교육청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운영 진로동아리지원사업 운영 13 13

□ 기대효과

O 지역사회 내 직업체험처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자기주도 진로탐색 강화

O 진로동아리 활동 지원 및 홍보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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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류 네트워크

□ 사업목적 : 지역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마을 공동체 주체 육성, 지역 내 우수 인적 

자원을 연계한 군포교육 인프라 확대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1 ~ 12 / 연중

O 운영대상 : 군포시 관내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초중고 교사, 학부모 등

O 운영기관 :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T. 390-1461）

□ 사업내용

O 교육 핵심 3개 기관（교육협력센터, 시청, 교육청） 네트워크

: 지자체, 기관과 학교연계 방안 협력체제 구축

O 교육 소통 간담회 개최

： 프로젝트형 주제 심화 활동

（* 2018년 예: 학부모 군포교육을 말하다, 시장님과의 간담회）

O 교육 교과 연구 모임

: 교과연계 프로그램을 주제로 공통 교육 과제 발굴 및 발전방안 연구

□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군포시 교육청
- 소계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지역교류 네트워크 4 4

□ 기대효과

O 군포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구죽을 통해 지역자원 인프라를 교육현장과 

효율적으로 매칭

O 정기 협의회와 워크숍을 통해 네트워크별 공감형성과 더불어 지역 교육의 관심 

도를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연계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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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청소년진로박람회

□ 사업목적

O 진로탐색, 진로상담, 직업체험, 학과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 

년 자아발전 및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O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및 진로 마인드 함양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O 운영대상

O 운영기관

및 장소 : 2019. 9（예정）, 군포시민체육광장

: 군포시 관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T. 390-1461）

□ 사업내용

O 진로진학 테마의 종합 박람회 추진, 체험위주 120여개 부스운영

O 진로직업 체험 : 직업현장에 대한 정보와 체험을 통해 직업군 탐색

O 학과 탐색 : 학과 재학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과 학과별 관련 체험

* 고입 탐색관 /대입 탐색관

O 꿈이지 콘서트 :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공연

O 선배 멘토 토크 콘서트 : 군포형 진로진학 우수사례 발표

O 운영절차

.緣
추진

박람회— 

운영준비 및

참가자 

사전예 약

2019. 8월

박람회 

만족도 실시 

및 평가

2019. 10 ~ 11

환류

□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소요예산 、

세부내역 _ ----- — 소계
군포시 교육청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군포청 소년진로박람회 140 140

□ 기대효과

O 직업 세계의 다양한 정보 탐색 및 체험 기회 제공

O 청소년, 학부모, 교人h 지역사회의 진로 공감대 형성

O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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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미래 시민인 학생들이 지역 활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기회 부여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9. 9.

O 운영대상 : 군포시 관내 초중고 46교중 참여 희망교

O 운영기관 : 군포시청 문화체육과 독서진홍팀 （T. 031-390-0903）

□ 사업내용

O 학교별 독서대전 부스 운영

• 학생이 계획하고 준비하여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독서체험 부스운영

• 참여 희망교는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예산 계획에 부스운 

영 예산 수립

• 자유학년, 동아리활동, 교과교육활동의 발표 및 학생참여 기회 확대

O 운영절차

독세대전 일정 얜fl 

단위학교 교육과정 

계획수립

——2019. 2.
七=炎쇼초느-:'''• '

부스운영 

참여교 수요 

조사

2019. 5.

=>

부스 내용 접수 

군포시청 협의 

부스운영 준비

2019. 8.

=今>

독서대전 

부스운영을 

통한 참여

2018. 9.

활동내용 기록 

및 연간활동 

피드백

2019. 12.

梁 추후 관련 공문 시행

□ 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군포시 교육청
소계

마을학교 • 지역 죽제를 통한 교육 나눔
100 100

활성화 （독서대전 축제 운영）

□ 기대효과

O 배움을 통한 학생 주도형 마을 축제 정착 및 활성화

O 지역 교육활동 결과의 공유와 나눔 및 소통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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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4 J ‘사이언스 축제’ 를 통한 교요 나눔 

□ 사업목적 : 과학에 대한 재미와 흥미 유발 및 과학 관련된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

해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2019. 7. ~ 11.

O 운영대상 군포시 관내 청소년 과학동아리 및 대학교 관련학과

O 운영기관 군포시 청 소년수련관 （T. 031-390-1422）

□ 사업내용

O 관내 청소년 과학동아리 부스 운영 지원

• 2019.8월 중 ~ 9월 중순 : 사이언스축제 운영 청소년 과학동아리 모집

• 9월 중순 ~ 10월 초 : 과학동아리 부스 운영 물품 구입 지원

• 10월 중순 : 사이언스 축제 운영

O 기초과학, 융합과학, 4차산업, 놀이과학 등 체험활동 및 이벤트 운영

O 운영절차

사업시행 

계획 수립

2019. 7.

=今

동아리 모집 

공문 발송

과학동아리 

최종 선발

관내 

과학동아리 

부스운영물품 

구입지 원

2019. 10. 초순
. Z 으

梁 추후 관련 공문 시행

□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소요예산

세부내역 —三丁----- 소계
군포시 교육청

마을학교 

활성화

• 지역 축제를 통한 교육 나눔 幻

（사이언스 축제 운영）

□ 기대효과

O 청소년이 창의적으로 진행하고 주도하는 과학 축제 실현

O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축제를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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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CCX"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학교별 계획 수립 =

4b 2019 군포혁신교유지구 운영의 방항

가. 상호 협의를 통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구현

O 각 학교의 계획수립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한 민주적인 결정

O 각 학교, 학교와 학교간, 학교와 지역교육청간 상호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

O 군포시-경기도교육청-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공동사업으로 제반 사항 상호 협의

나. 교육과정의 재구성 및 융합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실현

O 경기도교육청과 군포시의 정책방향 반영

O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 운영 계획과 통합하여 계획 수립 및 운영

O 학교의 비전 공유 및 교육과정 공동 워크숍을 통해 학교별 교육과정운영계획 수립

O 학교 구성원 간 공유와 합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필수 • 선택 요소 반영

■ 안전• 건강 교육

■ 민주 시민 교육

■ 통일 교육

■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등

■ 인성 교육

■ 인권 교육

■ 독도 교육

■ 진로 교육

■ 다문화 교육

■ 경제•금융 교육

다. 학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빛깔있는 교육과정 구현

O 각 학교의 특색과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요소를 찾아 계획 수립

O 학교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라. 지역사회 기관 및 물적•인적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

O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의 학교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O 마을자원의 유기적 활용 및 지원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 검토

O 지역의 마을교육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한 동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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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추진 계획

가. 대상

O 군포시 초, 중, 고등학교 47교 중 신청서 및 계획서 제줄교

나. 운영 기간

O 2019. 3. 1. ~ 2020. 2. 29. （1년간）

다. 신청 절차

~ 2019.1.10.

계획 내용 검토 및 

예산 조정 협의

컨설팅 맟 예산 
조정

접수즈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및 제줄

~ 2019.2.8.

예산확정 알림 및

~ 2019.2.15.

예산 및

2018교육과정 계획 

확정에 따른 협의 

~ 2019.2.28.

확정

학교별 컨설팅

계획서조정
최종서출

■ 충분한 의견수렴 된 

최종계획서 제출

~ 2019.3.15.

라. 운영 및 질 관리

1） 운영 절차

협의회

■부

제출

■
배부

■
운영

■
보고

■후

정산

계획서 

검토협의

최종계획서 

제출

보조금배정

（전년도 정산）

운영 및 

질관리

보고서 

제줄

정산 

제줄

군포시 

교육지 원 청
선정교

군포시 

교육지 원청

학교, 군포시 

협력지원센터 

교육지 원청

운영교 운영교

~ 2019.1. ~ 2019.3.15. 2018.3.18.- ~ 2020.2. ~ 2020.2. 2020.3.

2） 운영 평가

O 근거 : 지방교육재정법 32조 7항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O 시기 : 2019년 5월 ~ 10월 운영교 방문 예정（별도 공문 시행 예정）

3）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교 선정 철회 방침

O 지원 철회의 경우

- 학교 구성원의 철회 요구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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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운영이 목적이나 계획과 매우 상이할 경우

- 운영결과가 지극히 미흡할 경우

- 교직원간 갈둥이 심하거나 기타 민원이나 갈둥이 심하게 야기된 경우 

O 지원 철회 절차

학교 요구 접수 

사안 발생 접수
학교실태 파악 철회협의 및 통보

학교 —

시 청, 교육지원청

시 청,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원센터

시 청, 교육지원청

—今 학교

O 지원 철회 후 행정사항

- 사업운영비는 지원 철회가 결정 된 후 남은 운영비는 반납 조치

- 사전 또는 사후 학교운영위원회 안내

- 지원 철회가 이루어진 학교는 차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 불가

4) 혁신교육지구사업 기관별 추진 내용

O 학교

- 2019학년도 새로운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계획서 제출

- 2019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시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반드시 반영

- 혁신교육지구 운영 시 일부 부서, 일부 담당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하고, 각 담당자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운영

- 丄 2학기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설명회에 혁신교육지구 운영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O 군포시교육협력지원센터

- 단위학교 계획서 검토 및 모니터링

- 단위학교 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 지원

- 단독 운영 사업의 추진

- 지속적인 세부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 의견수렴

O 시청, 교육지원청

- 계획서 검토 및 예산 배부

- 운영의 질 관리 및 모니터링 공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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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진 일정

상기 일정은 예산 확정 등= 변경될 수 있음

: 추진 일정 
i

........     -.w，,..................................  . ■ •.•••....三•써.,즈...--… ’ -

추진 내용 비고

2019. 1. 10.
• 2019 혁신교육지구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사업에 대한 학교의견 수렴 ［표지 공문에 첨부］ 

학교 一＞ 시청 & 교육지원청［★수신처 동시 지정］

학교

~ 2019. 2. 8
• 학교별 신청서 및 계획서 검토

• 학교별 계획서 컨설팅

학교, 시청,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원센터

2019. 2. 15
• 2019 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확정

• 학교 간 상호 컨설팅

학교, 시청,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원센터

2019. 3. 15.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최종본 제출

학교 一＞ 시청 & 교육지원청［★수신처 동시 지정］
학교

2019. 3. 18. • 2019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교부 시청, 교육지원청

2019. 5. ~ 10. • 2019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모니터링
시 청, 교육지 원 청 

교육협력지원센터

2019. 9. ~ 11. • 2019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평가
시 청, 교육지 원 청 

교육협력지원센터

2019. 11.
• 학교별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우수 사례 제줄 

（학교 —스 교육지원청）
학교

2019. 12. • 2019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성과 발표회
학교, 시청,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원센터

2020. 3.
• 학교별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비 정산서, 보고서 제출 

학교 一＞ 시청 & 교육지원청［★수신처 동시 지정］
학교

바. 군포 혁신교육지구 기관별 업무 담당자 안내

기관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군포시 청
청 소년교육과 

교육지 원 팀

팀장 윤성 자 390-0682
주무관 문현식 390-0788

군포의 왕 

교육지 원 청

혁 신교육지 구 

지원팀

장학사 이은주 390-1122

주무관 정명순
［센테 390-1462

［지원청］ 390-1126

군포문화재단
교육협 력 

지원센터

센터장 이혜진 390-1461
주무관 김현인 39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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念 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학교별 계획 수립 안내

가.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1） 교육공동체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참여 및 연계 사업 선정

2） 2019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혁신교육지구 참여 계획 수립

3） 학생중심 교육과정 및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4） 혁신교육지구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부는 학교별 결정에 따름

5） 군포혁신교육지구 운영 전체 내용과 학교별 교육경비, 본예산 중복 확인

나.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사항

1）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공모를 통한 예산 배정 사업

공모 사업명
대상

내용
초 중 고

1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O O O 학교규모에 띠라 차등 지원

3 학교별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O O O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차등 자원

4.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O 고등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수에 띠라 자원

5.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지원 O O 선정

6.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O O 초4, 중1 전체학급 지원

11. 공공도서관-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O O 선정

12-2. 중학교 자유학년제 체험활동 지원 O 중1 학급당 350천원

★ 그 외의 사업은 기관별로 1~2월에 별도 공문 시행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교 확정 

후 프로그램 투입

2） 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 기간 : 2019. 3. 1. ~ 2020. 2. 29. （1년간）

3） 제출서류:

① 사업별 학교 예산 신청서【양^ 1】

② 사업별 계획서【양쌔- 초중고 공통】 ,【양M3-일반계고 6교 대상】 10쪽 이내

4） 제출기한 : （1차） 2019. 1. 10.（목） 16:00까지

（최종） 2019. 3. 12.（금） 16:00까지 제출

5） 제출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 ★ 수신처: 군포시청 청소년교육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동시 지정】

다. 운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추후 별도 공문으로 안내 예정

- 운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일정

- 2020년 3월 （2019년 12월 31일 이내 예산 집행 완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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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산계획 수립 및 운영의 유의 사항

1） 학교 교육과정 내 운영 및 운영 주체의 합의에 의한 계획 수립

2） 계획 수립 시 운영의 유의 사항 및 준수해야 할 지침 공유 후 논의

3） 계획에 따라 예산 사용 지침 둥에 대한 준수 여부 학교 내 점검 필수

★ 세입,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은 2019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옴페이지' ' J毒누- e흐 … 'f— 秘=』

［학교현장지 원】 . ［교수학습지 원과자료실］ ［혁신교육지구지원 팀］ 게시물 참조,
★ 2019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변경사항 & '

* 2019 혁신교유지구 예산요영.러라잡이 （주후 업롣드,예정） :스、

공통 사항:

淡 혁신교육지구 사업별 예산 편성 기준 淡

O 학생교육 활동, 교사전문성 신장 및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예산에 우선 편성

O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에 의거하여 예산과목 편성

O 구매한 교육용 교구 및 도서 둥은 규정대로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사용（개인지급, 소장 금지）

O 연도말에 사업비 소진성 집행 불가 -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淡 혁신교육지구 사업별 경비로 편성 불가한 항목 淡

O 교원에 대한 연구비, 관리수당 및 교원업무경감 또는 한시적 업무지원 인력 채용 경비 편성 불가

O 교원 동아리 지원금, 일회성 행사용품비 등의 교직원 복지비 집행 불가

O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이 없는 학생복지성 경비（지원금, 장학금 둥） 집행 불가

O 자산 취득성 물품 구입비

O 전시성, 1회성 행사경비, 기념품 구입 및 감사패 제작비

O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의 자격시험 응시료

O 별도의 관리자 수당, 담당교사 수당, 교원연구비, 교원 연구 및 자율연수 활동비

O 체험학습 및 현장 학습프로그램의 사전답사 관련 주차료, 통행료, 유류비 등

O 현장학습 버스기사의 수고비, 주차비, 통행료, 식비 등

O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개별 교원 자율연수비

O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적은 체험활동（놀이공원, 눈썰매, 방과후 등） 관련 등의 경비

O 소수의 대상자에게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경비

O 교사동아리 중, 연구가 아닌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 대한 경비

O 개인용도의 피복（운동복 등） 및 장비비

O 국외 체험학습 경비 및 출장비

O 인건비,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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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 혁신교육지구 사업별 경비로 편성 최소화 항목 淡

O 동일 도서의 10권 이상 구입 편성 최소화

O 외부강사 의존 프로그램 경비

O 학생간식, 상품 구입 경비는 지원예산의 3% 이내 편성 및 사용

O 업무추진성（급량비, 간식비, 다과비, 협의회비, 워크숍 운영 둥） 경비 5% 이내 편성 및 사용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기준3三
쎄?T**■■패*■■山**■■■■'■■'■■■버■■■■■■日■■■브***■허■■■허**■■■■■■내허^^W... ...、=«효

O 사업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학년 •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

O 학생교육 활동, 교사전문성 신장 및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 운영

O 외부강사 활용 수업은 교육과정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시행하되 교원자격증이 없는 

강사 활용 시에는 반드시 협력수업［코티칭（co-teaching）!으로 운영

O 예산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학년 말에 사업비 소진성 집행이 되지 않도록 연간 계획 

에 의거하여 예산 집행

O 교원 연수비는 사업 항목별 총액의 10% 이내로 편성

淡 예산 확정 및 학교별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과중점（과학중점 포함）학교 운영 지원

• 1중점과정 당 지원금 : 15,000 ~ 20,000천원

□ 진로집중과정 운영 지원

• 1진로집중과정 당 5,000천원 지원

□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 단위수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1과정 당 4/）00천원~4,250천원 지원

□ 주문형 강좌 운영 지원

• 1교과목 당 58,000천원~59,000천원 차등 지원

-2과목 이하 운영교: 1과정당 5,900천원

-3과목 이상 운영교: 1과정당 5,8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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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구)/'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예상 Q & A

IHj예산 관련 Q&A
쒀g：隊::쑤江.：::.쏘'字&營%::::'-.

1011. 학교별로 계획서에 작성해서 제출한 예산이 공모 확정 때 변경될 수 있습니까?

[All. 예. 조정됩니다. 사업별 정해진 예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삭감될 수도 

있으며, 2019년 학급수 변경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 

되면 2월 중에 각 학교에 안내된 후에, 학교에서는 확정예산 규모에 맞춰 최종 계획 

서를 3월 15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圓2. 사업별로 총예산은 있는데,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는 어떻게 규모를 정하나요?

囚2. 사업별로 몇 개 학교가 공모신청을 할 것인지 예상할 수 없어서 정해드릴 수 없습 

니다. ‘과제 1.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예산의 경우 운영 1쪽의 학급 규모 

별 예상금액을 고려하여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도 

2019년 학급 규모 및 신청교 수에 따라 예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0)3. 혁신교육지구 사업 총 예산 안에서, 학교별로 공모신청이 많은 사업 쪽으로 공모신청이 적은 사 

업의 예산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까?

囚3. 경기도교육감과 군포시장님의 부속합의서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모신청이 

많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늘리고, 공모신청이 적은 사업이라고 해서 줄일 수 없 

습니다.

(⑦4. 예산 내용에 지자체 예산과 도교육청 예산이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두 가 

지 사업에 대한 정산을 따로따로 진행해야 합니까?

(5)4.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신청서와 계획서는 통합하여 진행합니다. 예산지원에 두 

가지 예산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는 ‘과제 1.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뿐입 

니다. 가능한 한 학교에는 한 쪽의 예산만 지출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며 신청 

서, 계획서, 예산보고 등 모든 것은 군포시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 동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2018 운영 정산 안내는 추후 별도 공문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旬5. 예산 사용에 대한 제한 조건이 많습니다. 최종계획서 제출 뒤에 계획서 내용과 다른 집행을 해 

야 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囚5. 1차 신청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계획서에 대한 

서면컨설팅을 진행하여 최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학교에서 예산 사용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업무관리를 통해 변경사전승인을 받은 뒤에 지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 이 변경 내용은 최종 정산서 제출 시 변경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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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공모로 운영되는 사업 외, 다른 사업의 일정과 내용도 모두 알아야 합니까?

囚6. 2018년에 비해 예산 관련 행정업무를 줄이고,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다양 

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입니다. 학교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대상과 내용을 모르 

면 예산 계획 및 활용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각종 사 

업(혁신, 혁신공감, 일반고역량강화,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독서교육 등)과 본예산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 원하고자 제 시 하였습니 다.

旬7.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학교교육과정 운영 용도로 사용하고, 학교기본운영비로 책정된 학교의 교 

육과정 관련 예산을 줄여도 됩니까?

囚7. 학교기본운영비로 책정한 교과별, 부서 사업별 경비를 조정할 수는 있으나, 예산 

항목을 없애시면 안됩니다. 학교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 

된 뒤에는 사라진 예산항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자체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예산에 필수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예: 학부모회 운영, 학생자치활동 운영)을 혁신교육지구 예산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B. 혁신교육지구 사업별 경비편성 불가한 항목에 인건비 책정 내용이 있습니다. 인건비 책정 내용 

에 강사비도 포함됩니까?

囚8. 강사비는 프로그램 운영비에 해당됩니다. 물론, 강사비도 모든 프로그램의 전체를 

외부강사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것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정 불가 

항목의 인건비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처리를 할 행정실무사 

채용, 또는 학교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수당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I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관련 Q&A

B)1. 교사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 

하고 난 뒤에 조정하려면 학교에서는 업무 부담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31. 혁신교육지구에서 지원되는 예산 집행과 프로그램의 실행은 모든 교사가 함께하 

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구현됩니다. 없던 예산이 생겼기 때문에 학교 업무량 

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단계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업무를 안배하는 절차 

가 필요합니다. 다음 절차를 예시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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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과정, 

혁신 （공감）학교 

운영 계획과 연계 

하여 계획 수립

• 예산 확정 후 

계획에 따른 업무 

부서 및 교과에 

예산과 사업 배부

• 각부서및교고에서 

전체 교사 대상으로 

계획과 여산 신청빋아 

최종 계획 수립

|- 행정실무사님께 

품의 요청

• 품의 결재는

각 부서 부장님께

己＞

* 예산을 지줄하는 교사마다 세부 계획 수립하여 제줄하는 행정처리 절차 최소화

* 기본 계획 수립 후 주무 부서에서는 각 교과와 부서의 지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각 부서 부장님들께서는 품의 결재 시 담당교사의 예산 집행이 사용 목적에 적합 

한지 검토 후 결재 진행

圓2. 신청서 제출시 교사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囚2. 동의서 스캔본은 별도 제출하지 않고 학교에 보관합니다. 전체 선생님들이 혁신교 

육지구 사업 운영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 

해 반드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안내와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작성 시 제출하는 예산 계획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囚3. 예산사용에 대한 산출기초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어느 항목（강사비, 급 

량비, 도서구입 등등）으로 무엇을 얼마씩 몇 명에게 몇 회 투입할 예산인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획서 양식에 있는 예시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군포의왕교 

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있는 혁신교육지구 예산 길라잡이를 참고하시면 작성에 도움 

이 될 것입니다.

계획서 작성 시, 공모사업 외에 군포시 및 유관기관 프로그램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까?

囚4. 군포시와 유관기관, 각종 센터 등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내용이 모든 학교에 충분 

히 투입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 

면 유관기관 담당부서와 논의하여 강사풀이나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과제 1. 학교 

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예산으로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학교다윈^의적 교육과정 운영 Q&A

圓1. 군포 혁신교육지구 운영에서 책이나 독서관련 프로그램이 폐지되나요?

囚1. 아닙니다. 군포시청의 시정 방침이 ‘책나라 군포’ 에서 ‘시민 우선, 사람 중심 

군포’ 로 전환됨에 따라 군포 혁신교육지구 운영 목표도 ‘책읽는 학교 활성화’ 

에서 ‘학생의 꿈을 찾아주는 행복한 혁신군포교육 실현’ 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 

나 세부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2018년에 진행되었던 학교-도서관 연계 활동, 마을 

연계 독서-체험 프로그램 등의 활동이 2019년에도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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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2 . 군포시청의 책 관련 부서가 축소되었다는데, 군포 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도 대폭 감소되었나요?

W. 아닙니다. 오히려 총액 기준 2018년 군포 혁신교육지구 예산과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도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학교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부 운영 계획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예산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EB.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囚3. 2018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운영 목표가 ‘책읽는 학교 활성 

화’ 였다면, 2019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는 학교별 교육비전, 교육목표를 교육공 

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시고 이를 학년별,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 

으로 펼쳐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의 ‘독서교육’ 중심의 융합교육과정으 

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QL 군포 빛깔 체험학습 운영 Q&A

0)1.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하는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한 학교에서 5학년과 6학년 모 

두 신청할 수 있습니까?

囚1. 6학년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체험 일정이 5학년에 편성된 학교가 있을 

수 있어서 5학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학교에서는 한 학년만 

신청 가능하며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학년별 교육과 

정 운영 일정을 감안하시고 청소년수련원과 의견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BE.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해야 합니까?

132.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단위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신청여부를 결정하시 

면 됩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연계 여부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참여시 제반 행정절차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하지만,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 학생 인솔 등은 학교에서 

담당해 주셔야 합니다.

BB. 1박2일 숙박형 프로그램이므로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에 따라 모든 학교가 사전답사 등을 병행 

해야 합니까?

03. 이 프로그램은 최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일정을 확정지으시겠지만 100명 미만의 

1박2일 숙박형 프로그램에 준하는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셔 

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업무경감 방안을 검토해 보았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모든 책임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연합 사전답사를 2월 말에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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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공도서관-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Q&A
廳8sse<3휴호廢'^ ^"70淡:"—> ※요'"' 丄

B11. 2019년에 추진했던 공공도서관-학교 연계 사업과 2018년 동일 사업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All. 2018년에는 산본도서관 포함 5개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찾아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2개 도서관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앙도 

서관은 10~15명의 소규모 학생들 대상으로 사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였고 

꿈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본도서관은 40명 이내 규모의 학생들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인문학 교육을 계획하였는데, 산본도서관으로 학생들이 찾아가거나 학 

교로 강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산본도서관 프로그램 신청은 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34. 공공도서관-학교 연계 프로그램 대상교로 선정되지 못하면 학교에서 별도로 운영 

할 수는 있습니까?

囚2. 가능합니다. 도서관 담당자에게 강사풀을 공유 받고, ‘과제 1. 학교단위 창의적 교 

육과정 운영’ 예산으로 계획하시어 학교에서 별도 운영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 기타 Q&A

[⑦ 1. ‘과제5.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는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까?

囚 1. 기존에 운영되던 교육과정 내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도 참여가능하고, 자율동아리 

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동아리 활동 분야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환경•생태 등 

특별한 제한이 없고, 활동 방식은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되어야 합니 

다. 즉 학습자와 교사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주제나 질문을 설정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해결방안을 기획하여 조사와 탐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아리 활동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연합 동아리 활동에 반드시 참 

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에서 지원하는 ‘학생주 

도 동아리 지원 계획’ 에 의거 지원받는 동아리나 교과중점교에서 교과중점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한 동아리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0)2. ‘과제 12. 마올연계 독서-체험 프로그램’ 중 자유학년 진로체험 지원은 중학교 자유학기 진 

로체험 활동비로만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囚2. 네, 중학교 1학년 학급 수에 따라, 학급별 350,000원의 예산을 산정하시고 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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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따른 체험활동 계획 수립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유학년제 학교별 

지원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아직 확정 공문이 없으나,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혁신교육지구의 해당 지원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별도로 

군포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ga. 2019년에는 독서대전 행사가 없어지나요?

囚3. 아닙니다. 군포시청 문화체육과 독서진흥팀의 담당자를 통해 2019년 독서대전 예 

산을 확보하였고 2019년에도 독서대전 행사를 실시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기 

와 장소, 운영 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2018년도 같이 독서대전에 학교 

독서동아리가 참가하여 부스를 운영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확인하였습 

니다.

[QI4. 독서대전에 참여하는 예산이 추가로 지원됩니까?

(A)4. 아닙니다. 독서대전에서 부스를 운영할 학교는 ‘과제 1.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 

정 운영’ 예산에서 별도로 수립하셔야 합니다.

(015. 독서대전에 의무로 참석해야 합니까?

囚5. 독서대전의 부스운영 주체는 초, 중, 고 모두 학생입니다. 교사는 독서대전 부스 

전면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전체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실제 지역 축제에 참여 

하여 운영하고, 다른 부스 운영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만들어가도록 할 예 

정입니다.

★ 그 외 세부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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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2019 군포혁신지구 운영 신청서

（D 학교현황

학교명 주소

교장 담당 부서 담당자 성명

교감 담당자 전화 담당자 휴대전화

⑥ 학급 • 학생수（특수학급 제외）

학급수 학생수 2019학년도 학급당 

평균 학생수2018 2019（예정） 2018 2019（예정）

학급 학급 명 명 명

⑪ 사업신청 내용에 대한 교원（기간제교사 및 강사 포함） 동의율

전체 교원 수 사업 추진 찬성 교원 수 사업 추진 교원 동의율（%） 참고

（단위: 천원）⑪ 2019 군포혁신교육지구 사업 신청 현황

스 八수 2기 山 /!_（기rd- ' '세부사업명
./....... "

운영 햬M
，.■■■신청 예산（규모）

참고사항

（세부 내용 작幼수초 .중 코

1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O O O … 처워 ‘지역알기’ 융합 교육과정 등

3 학교별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O O O
' ' ' ■ ■' - "
수 . ’ 그1의 오케스트라, 벽화 제작 등

4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O '包수 ；厂；='천원
교과중점, 클러스터 둥

5.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지원 O O
' ....

_ " 늣4 이저눠■ ,* J、 幻 , 느 으 3 공정여행 만들기 동아리 등

6.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O O
스 '三《公— ' ........ 서

，三三 三—'쩨^^■% . ‘
스./. . .

초4학년 4학급

중1학년 8학급

11-2 ［산본도서관 청소년, 인문학 O O

江。R ,
'三세三 ' ’쏔

신청 / 미신청
◎어 호, 5

.. 나?.. '요 . ...

［산본도서관에 진행］ 5월 

22일（수） 10:00-11:30 
［학교에서 진행］ 6월 3일 

（월） 15:00-16:30
12-2 중학교 자유학년제 체험활동 지원 O ，흐천원1 중1 5학급

⑪ 2019년 각종 재정 사업 수혜 현황（단위: 천원） - 수列 예정 현황 전체 기재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사업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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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5’ 、、、 W 4 …

2019 군포혁신고육지구 ‘책읽는 학교’ 운영 계획서
• ..............................’.......................< 스‘- ' ；… :.

□ 학교명 : OOO학교

서 으 별도 표지 만들지 마세요. 

□ 학교의 비전 및 철학

□ 목적 및 추진 전략

i 으 학교명-목적 및 추진전략까지 1쪽 이내

□ 추진 계획

P '대용과 구성은"학교 상황에 맞게 7포쪽 내외 

- 여백 : 위아래 15, 머리말 꼬리말 10, 
왼/오른쪽 15, 제본0

I - 글꼴 : 제목 14pt 휴먼명조, 진하게 

...................... 내용 llpt 휴먼명조_____

□ 예산 사용 계획（단위: 원） H※ 다음 표 활용하여 1쪽 이내 작성

1. 지원금 총액［단위: 원］ ： 원

2. 집행 계획［단위: 원］ : 원

3. 지원금액 대비 급량비 및 간식비 비율 :

어 다음 표를 활용하여 신청 사업에 따라 작성（★ 계획수립 및 운영 유의 사항 확인★）

- 학교특성,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게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회계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 및 집행

- 학교 계획서 예산 편성 작성 요령 ★

- 학교에서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하고 사업

丁Z 厂―ZZZ 사업운영계획;;ZZZZ 
예시） 세계 문화 체험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운영 계획과 예산 집행 계획이 일치하도록 작성함

예산 집행 계획
— ! 제계 전통 의상 만들기 

: 100,000원XI세트=

요 단순 교육용 소모품의 경우 세세한 구매 품목별로 기재하지 않고 비슷한 품목을 묶어서 작성

예시）

푤 500원〉<10夕B = 
색종이 1,000원 X10 개 = 

스티커 500원X10개 =

교육용 소모품 20,000원XI회 =

• 교부계획 대로 예산이 지원되므로 예산 집행 계획 총액은 반드시 교부계획과 일치하도록 과부족 없이 작성

«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기초 없이 총액으로 계상 지양

예시） 산출기초 : 단가（원） X 인원（명） X 개소 X 횟수（회） X 기간（일,월） X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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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금액 단위를 반드시 명시

« 반드시 회계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산출기초 오류가 없도록 작성

* 혁신교육지구별 운영계획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계상 한도 준수

총액

추진과제 세부사업명 집행내역
금액

［단위:원】

I.

학교교육 

과정 

혁신 지원

7. 학교단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0

0

0

3. 학교별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0

0

O

0

5.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지원

0

0

O

0

0

O

0

0

12-2. 중학교 자유학년제 체험활동 

지원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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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梁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중점학급 운영을 위한 계획을 10쪽 이내（겉표지 제외）로 

작성할 것

2019학년도

:ns/ni저 ■人!si 。여 hi히 ij-Uo —IJULi o 그o와 nzo 게왹서

O O 고둥학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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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황（2017.9.1 기준］

1. 학교 현황

학교명 개교일
느淡k 스

학교 주소 학교유형 설립

구'

교장성명 （부임일）

일반/종합 국/공/사

2. 학교 규모

1 학년 2학년
'J幻

3학년 합계 «

학생 수 화 
븟

학생 수 학생 수 하 
큽 

수

학생 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3. 교육시설 여건

□ 중점/진로집중과정 교과 교실（세부사항 포함）

乂 시설이 미비한 경우'm.시설확충계획'에 세부 기재 요망

乂 동일 교과교실이 다수로 크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기 요망

그 bd 수 而（가로〉（세로）

교과명

교실

4. 교직원 현황

□ 직급별 교직원 현황

구분 *
7 ''' 교 W'：원 사무직원

계
교장 교감 교사 소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정규교사

기간제

강사

총계

□ 교과별 교원 현황 오 학교의 실제 개설 교과 및 교원 현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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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사업 운영 계획

□（ ）고등학교 고교교육과정 특성화 추진 현황

1= 구분 丄:三 교과중점학교 운영 진로집중과정 운영 클러스터 운영 주문형 강좌

운영 여부（O,x） 예시） O 예시） O 예시） O 예시） O

운영 단위 수 예시） 1과정 예시） 1과정 예시） 2교과목 예시） 2교과목

운영 단위 명 융합교과 중점과정 예시） 예술체육과정
예시） 영화 제작 

고급 물리

예시） 드로잉, 

사회과과제연구

1. 추진 목적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 특성화 사업의 전체적 추진 목적 기록）

O

O

오 교육과정 특성화 신청 이유｛필요성）, 추진하는 사업, 의견수렴 과정 등 포함하여 기술

2. （단위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세부 사업 운영 계획

가. 세부사업1： 예시） CXJ교과중점학교 운영

1） 사업기간: 예시） 2019. 3. 1. — 2020. 2. 29.

2） 추진 목표

O

O

3） 운영 방법

가） 운영 현황

오 강좌명, 강좌당 학생수, 학년, 운영시기, 운영방법 등 필수 내용 포함, 간략하게 

표로 제시 가능

나） 학생 진로지도 계획

오 학생 개인 포트폴리오 작성 지도 및 관리 방안, 진학 및 진로지도 계획 등

O

P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으 심의 일정, 심의 결과 둥 기술

O

P

5） 자체평가（중간점검） 계획

梁 1년 단위 자체평가 및 환류 방안 기술, 성과목표 측정 계획 포함

6） 기타

가） 세부사업1의 운영 교과

으 위의 항목 외에 학교에서 기술하고 싶은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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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사업2： 예시) 00진로집중과정 운영

1) 이하 내용은 위의 세부사업1의 양식 1) ~ 6) 활용

다. 세부사업3： 예시) CXJ클러스터 운영

2) 이하 내용은 위의 세부사업1의 양식 1) ~ 6) 활용

라. 세부사업4： 예시) OO주문형 강좌 운영

3) 이하 내용은 위의 세부사업1의 양식 1) ~ 6) 활용

［첨부］ (단위학교별) 2019학년도 신입생 3개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계획

□ 2019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

교과 

흐역

교과 

(군)

"'ggg ■■

과 목
기준 
단위 

'、

운영단 위 1 학년 2학년 3 학년 영역 
합계

필수 
이수 
단위 ‘

-3고^■ O O 일바三 '진루;;〕 전문 1 학기 2 학가 1 학가〔 ,2학개 1 학기 2 학기

기초

국어 10

수학 10

영어 10

한국사 6

탐구

1

사회 10

과학 12

체육

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

三양

기술 •가 
정/제2 외 
국어/한문 

/ 
교양

16

교과 선택

X 학기별 이수단위소게 - ' 1 ■ - - - 0 1 0 0 0 0 0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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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기준시간 운영시간
1 학년 2 학년 3 학년

계 필수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자율 활동 0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408 0

0

봉사활동 0 408
진로 활동 0

이수시간 합계 0 0 0 0 0 0 0

학기별 이수단위 0 0 0 0 0 0 0 24

학기탕과목수
X

과학탐구실험, 체육세射 폐3응1 괏？' 진로 선택 과목

학기별 총 이수 단위 0 0 0 0 0 0 0 204

학년별 총 이수 단위 0 0 0 X*

【주문형 강좌/클러스터 강좌】

구분
교과 

(군)
과목

기준 
단위

운영단위 1 흑녀 2 흐년 3 흐년 영역 
합계

비고
공통 일반 진로 전문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주문형 

강좌

0 180단위 이내

0 180단위 초과

0

0

' 별W형강좍이수타위소계 ... ‘〕•••丁'.＞三』
' ■ ■ •窓.::.：？ <* . 、.,z'„ . 、、..스, 헝‘; 어’… 'Q “ 0.' 心 >_ .丄Q*.'..쌔 ，으三 , 0忌 .；. 丄S. .............

0 본교개설

0 타교개설

0

0

0

0
별클러스터이수단위소계 U * ■ * 三:

: ;?三 •
세三

...、. 'l. . 0 ■ " 0 三 0 ’ . 0 ‘ 저 0 0
........ ..........

1 【작성 요령］ 1

1. 과정별 별도의 시트로 작성

07 (시트복사 기능 이용)시트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이동/복사" 선택 "복사본 만들기"에 체크하고 확인

2. 셀 음영이 들어간 부분은 수식이 있으므로 입력하지 않음.

3. 과목란은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여서 작성하되, 2015 개정 교과목명을 정확히 기재

" 물리 I —물리학 I , 운동과 건강 생활■+운동과 건강, 법과 정치-정치와 법 등으로 정확히 기재

4. 여러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하는 경우 7“를 이용하여 과목을 구분하여 기재

" 세계사(6), 윤리와 사상(6), 정치와 법(6), 한국지리(6)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경우

과목란 : 세계사/윤리와 사상/정치와 법/한국지리［택2］

입력예시)
과목 W

기준 
단휘

운영단위 1 학년 2학년 3 학년

공통' 일』’ 淡》緣서
친로*

'•三斗'.'.:g-： 終gggg 

전쁃i 1 학기 2휴f :1학1
■ ■■ ■ ■.■•• ••.職:殘SSSW
2 학기 1 흐t 기 2 학기

세계사/윤리와 
사상/정치와 

법/한국지리 ［택 2］

5 6 3 3

5 6 3 3

5. 집중이수 과목은 “음악미술“ 처럼 기재

6. 운영단위 기록시 공통과목은 공통에,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 I ,11)는 각각 일반, 진로, 전문 칸에 입력

7. 주문형 강좌 및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하단의 별도 표에 기재

강좌 구분에 주문형 강좌 및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표기하고, 교과군별 개설 강좌를 학년순으로 기록

주문형 강좌 입력 방법 : 180단위 이내의 과목은 상단 편제표 및 하단의 별도 표에 모두 기재하고, 180단위를 초과하는

과목은 상단 편제표에는 기재하지 않고 하단의 표에만 기재, 비고란에 180단위 이내의 과목인지 초과 과목인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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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과정 클러스터 강좌 입력 방법 : 상단의 편제표에는 기재하지 않고, 하단의 별도 표에만 기재, 본교 개설 과목 

및 타교 개설 과목 모두 기재

7 주문형 강좌 및 교육과정 클러스터 강좌는 교과군별 개설 강좌를 학년순으로 기록함.

예시） 사회교과군에서 2학년 국제경제（6）, 3학년 국제정치（6）인 경우

입력예시） '■표퓩 1가해；!]...운영豊, 

- 표퓩 퍼y 즈5&기VM르
국제 경제 5 6 3 3

국제 정치 5 6 3 3

III 예산 항용 계획

□ 예산 사용 계획

（단위: 천원）

세후채업 O ■ .....................................  " ■■ V' ' ■ •쪠

三A원가롱게비목 WU산출기초 Jf
.，丄 . \f, 、 , * 우.스 . . . . . '‘’ .、 今 A.i 금액

三…•금래 . V （정규교；kk 방과후）

합 계 - 슈三 厂' 으 j S

사업 1

예시） 강사비 1 인*34시간*2 학기*50천원
교육과정 운영비

필요 시 란 추가하여 

작성

사업 2

사업 3

사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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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4] - 제출하지 않고 학교 자체 보관

2019 군포혁신지구 운영 신청 교원 동의서

학교명 교원수 동의 교원 수 동의 율(%)

연번 직위 성명 서명 (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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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체험 처 내용 위치 체험인원 비용

1 （재）군포문화재단 문화교육본부 영화상영관 직업체험 군포 10 무료

2 （주） 아라교육 파티쉐 군포 10 무료

3 （주）연두■농업회사법인 굼벅스 농장체험 군포 20 무료

4 297스튜디오 포토그래퍼 군포 13 무료

5 Ffanest Theater（어니스트씨어터） 연극배우 안양 15 무료

6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은행원 군포 10 무료

7 고재영빵집 파티쉐 군포 2 무료

8 군포경찰서 경찰관 군포 22 무료

9 군포소방서 소방관 군포 20 무료

10 군포시 보건소 보건의료공무원 군포 8 무료

11 군포시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군포 15 무료

12 군포시청 책읽는정책과 군포 20 무료

13 군포신문사 기자 군포 30 무료

14 군포신용협동조합 금융인 군포 10 무료

15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업무 군포 10 무료

16 군포탁틴내일 청소년지도사 군포 5 무료

17 김종오합기도 합기도지도자 군포 8 무료

18 김창호 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군포 4 무료

19 누리천문대 천문학자 군포 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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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체험처 내용 위치 체험인원 비용

20 다비치안경 산본점 안경사 군포 8 무료

21 대림약국 약사 군포 10 무료

22 대야동주민센터 공무원 군포 5 무료

23 럭키유치원 유치원교사 군포 6 무료

24 멜로디피아노 피아노교사 군포 3 무료

25 （待모루시스템
IT 분야 수출형 

벤처기업
군포 30 무료

26 박준뷰티랩 산본점 헤어디자이너 군포 10 무료

27 （주） 벽진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군포 5 무료

28 산본 용인대 체육관 태권도선수 군포 15 무료

29 산본간호학원 간호사 군포 20 무료

30 산본공업고등학교 3D모델링 군포 20 무료

31 산본에이치치과 치과의사 군포 5 무료

32 산화랑 군포도시농부•학교 군포 20 무료

33 샤론심리 상담센터 심리상담사 군포 10 무료

34 人］이니독 애견미용학원 애견미용사 군포 7 무료

35 석사경희대태권도 태권도지도자 군포 8 무료

36 소중한아 이들 유치원 유치원선생님 군포 2 무료

37 신나는피노키오어 린이집 보육교사 군포 2 무료

38 안산청소년 꿈키움센터 법무직 안산 30 무료

39 안양군 포의 왕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활동가 안양 20 무료

40 애니포스 만화학원 웹툰작가 군포 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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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체험처 내용 위치 체험인원 비용

41 은혜어린이집 보육교사 군포 2 무료

42 이가자 헤어비스 헤어디자이너 군포 6 무료

43 임펄스휘트니스 헬스트레이너 군포 10 무료

44 자유문고 사서 군포 4 무료

45 하나약국 약사 군포 5 무료

46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구원 KTO 전기전자인증연구직 군포 30 무료

47 군포시문화예술회관 백스테이지투어 군포 60 무료

48 광정동 주민센터 만원행정 복지 횐경 군포 3 무료

49 궁내동 주민센터 만원행정 복지 환경 군포 3 무료

50 수리동 주민센터 만원행정 복지 흰경 군포 3 무료

51 오금동 주민센터 만원행정 복지 환경 군포 3 무료

52 금정동 주민센터 만원행정 복지 환경 군포 3 무료

53 산본2동 주민센터 만원행정 복지 환경 군포 2 무료

54 군포2동 주민센터 만원행정 복지 횐경 군포 2 무료

55 군포!동 주민센터 만원행정 복지 환경 군포 2 무료

56 산본1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업무 군포 4 무료

57 재궁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업무 군포 2 무료

58 군포시 청소난상담복지  센터 상담복지사체험 군포 2 무료

59 군포시의회 의회 체험 군포 20 무료

60 산본보건지소 보건 건강보건 군포 5 무료

61 군포안앙의 왕공동급식 지원센터 ==산모脚 군포 2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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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체험 처 내용 위 치 체험인원 비용

62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군포 20 무료

63 더쥬
이색애완동물 

전시, 유통, 생산
군포 20 무료

64 （주） 온교육 인성회담보드게임 군포 12 무료

65 무지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군포 2 무료

66 필라테스 온 필라테스 군포 4 무료

67 치유공간느낌 청소년마음학교 군포 5 무료

68 산본유치원 유치원교사 군포 3 무료

69 천^유치원 유치원교사 군포 4 무료

70 이젠 필라테스 필라테스 강사 군포 6 무료

71 필한의원 한의사 군포 4 무료

72 한국마사회 말산업 관련직업 과천 30 무료

73 한국인형치료연구회 심리상담가 군포 10 무료

74 한우리 건죽사사무소 건축사 군포 3 무료

75 헤어프레소 미용사 군포 5 무료

76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미디어 경청 영화; 영상 제작 군포 10 무료

77 의왕청소년경찰학교 경찰학교 체험 의왕 20 무료

78 찬꾸러미 블로그 및 마케팅 군포 2 무료

79 창의와 날개 건축가 및 수학자 군포 20 무료

80 군포시교육협 력지원센터 청소년지도사 군포 10 무료

81 홍브레드 제과제빵교습소 제과제빵 군포 9 5000

82 백자깨 비 문화예술원 백자체험활동 군포 2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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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체험처 내용 위치 체험인원 비용

83 고양이란 애완동물카페 군포 15 5000

84 도원카빙 푸드카빙, 젤리플라워 군포 10 5000

85 카카오가든 쇼콜라티에 군포 10 10000

86 우리마을 미술관 도자기공예 군포 30 10000

87 의왕요리학원 조리사 군포 24 5000

88 나무로 만든 세상 가구, 소품제작 군포 4 5000

89 with카페 바리스타 군포 2 10000

90 나래아트앤빈（군포） 쇼콜라티에 군포 30 10000

91 아란치아 푸드코디네이터 군포 15 10000

92 에코인아트 목공예 군포 50 10000

93 이현꽃예술학원 플로리스트 군포 50 10000

94 카페초콜릿마노 쇼콜라티에 군포 30 10000

95 쇼올엔터테인먼트 마술사 군포 10 10000

96 일상일기 도예가 군포 10 12000

97 반지대학 범계캠퍼스 금속공예가 안양 20 20000

98 꿈햇살 꿈을 찾는 여행 군포 400 400000

99 두목커피연구소 바리스타 군포 15 10000

100 그린섬 미술학원 산업디자이너 군포 30 5000

101 장인건설 친환경건축가 군포 10 5000

102 뚝딱DIY공방 공예체험 군포 20 5000

103 수리산자연학교 천연염색 군포 1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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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체험처 내용 위치 체험인원 비용

104 군포 제과제빵학원 제과제빵사 군포 30 5000

105 워터스쿨커피 아카데미 바리스타 군포 20 5000

106 크럭스 존 클라이밍 선수 의왕 5 5000

107 핀스케빈 쥬얼리디자이너 군포 5 5000

108 헤르몬우드 컬러리스트 군포 15 5000

109 희재공예방 한지공예 군포 15 5000

110 오물딱 조물딱 공예교실 냅킨아트 군포 15 7000

111 군포아이쿱생협 협동조합직업체험 군포 15 10000

112 문화소 통공 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4차산업체험 군포 20 10000

113 카페 구름 베이커리, 카페 군포 10 5000

114 청혜글씨공방 캘리그라피 액자 군포 10 10000

115 마이비누 천연제품제조 군포 8 10000

116 꿈꾸는다락방 핸드메이드 인형 군포 10 10000

117 대야미마을협동조합 습식수체화 군포 5 7000

118 경기'IV드론아카데미 드론교육 군포 16 10,000

119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카페서비스직무 군포 6 5,000

120 그리다 북, 그리다 붓
북디자인, 

캘리그라피
군포 6 5,000

121 로스팅아라비카 바리스타 군포 10 10,000

122 소미공방 석고방향제 군포 20 4,000

123 솔직업훈련센터 임가공 직무체험 군포 8 10,000

124 아름다운사람들 미용 안양 1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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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체험처 내용 위치 체험인원 비용

125 아임주얼러 주얼리전문가 군포 20 25,000

126 엘로이 애견카페 강아지 카페 체험 군포 10 6,000

127 영성제과제빵학원 제과제빵 군포 24 10,000

128 조상일커피 바리스타 군포 6 5,000

129 푸푸메이드홈 달콤한 슈가크레프트 안양 10 10,000

130 한국디자인교육센터 캘리그라피 군포 1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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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군포의왕교육

연번 체험처 체험내용 인원 비용（원）

1 계원예술대학교 대학교 25 5,000

2 주식회사 쿠키라인 식품업 20 10,000-20,000

3 주식회사 이엠씨지 마케팅외 공연 20

4 의왕청소년경찰학교 공공기관 20

5 카페 마노 파티 쉐,쇼콜라티에,바리스타 25 10,000-20,000

6 도야공방 도자기공예 25 10,000-20,000

7 KT 안양지 사 공공기관 20

8 지천년예가 한지공예 20 10,000-20,000

9 나무와 사람들 목공예 10,000-20,000

10 워터스쿨 커피아카데미 바리스타체험

11 한국예술직업전문학교 요리사,파티 쉐체험 30

12 도시 원 예 사회 적 협 동조합 원예체험

13 의왕시티병원 병원체험 20

14 티브로드안양방송 기자, PD둥방송국체험 20

15 피움플라워 플로리스트체험 30 10,000-20,000

16 한국강사평생교육원 각종직업체험강사양성기관 30 10,000-20,000

17 안양고용센터 근로계약및 적성검사 10

18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 은행업무체험 10

19 의왕소방서 소방관체 험 25

20 롯데 첨 단소재 영업,디자인둥 30

21 의왕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사체 험 20

22 희망연대 농업,음식,컬러리스트 20

23 의왕시 청 공무원체험 25

24 MBC 아카데미뷰티스쿨（안 
양）-（주） 하나뷰티

헤 어，메 이크업，네 일,피 부교육 20 5,000-20,000

25 한국뉴스포츠발명연구소 뉴스포츠소개및 체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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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체험처 체험내용 인원 비용（원）

26 사） 모던생활음악협회 실용음악 20

27 자연누리 텃밭정원 협동조합 자연생태체험,도시농업,텃밭정원 30 5,000-10,000

28 극단 어니스트 씨어터 연극배우 직업및 연극 이해 30 10,000-20,000

29 한국교통대학교 학과체험 20

30 코레 일인재개발원（철도박물 
관）

철도직 관련업무 체험 30 5,000-10,000

31 미리내 마술극단 마술과 마술사체험 30 10,000-20,000

32 （사）3D 프린팅 강사협회 3D프린팅, 창의융합교육 30 10,000-20,000

33 Today food 법인 반찬가게 20

34 안나방（공방） 목공예 （톨페인팅）,가죽공예 30 10,000-20,000

35 안양교도소 교정기 관 30

36 안양시자원회수시설 자원재활용및 쓰레기처리시설 20

37 사랑채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10

38 아뮤즈헤어 헤어디자이너체험 10

39 신세계유치원 유아교육기관 （방학중 체험만） 10

40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 
부（의왕역）

열차조성및 운행방향원리 설명 30

41 원도예공방 물레성형, 핸드페인팅,도자기 20

42 밸런스행복센터 상담사체 험 20 10,000-20,000

43 헤펠레목공방 목공체험 10 10,000-20,000

44 반지대학범계캠퍼스 은세 공체 험 25 10,000-20,000

45 한국잡월드 체험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30

46 꽃물드림 천연염색 30 10,000-20,000

47 젤란디아 떡케잌 30 10,000-20,000

48 사단법인 한세에듀센터 한세대학교 학과체험 30 10,000-20,000

49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20

50 신한은행 의왕지점 은행원업무 20

51 에코인아트 천연 화장품 30

52 세에라자드웍스 3D프린팅 30

53 의왕시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 10

54 씨에이나라 파티 쉐,쇼콜라티에 30 10,00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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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체험처 체험내용 인원 비 용（원）

55 카카오가든 쇼콜라티에 30 10,000-20,000

56 의왕도시공사 의왕시 도시건설, 도시공사 30

57 의왕글로벌인재센터 영어 중국어둥 교육기관 20

58 내손1동주민센터 주민센터의 민원업무체험 10

59 전원숲속공방 목공예 30

60 서 울구치 소 교정기 관 30

61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기관

62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시설 30

63 네온테크 드론조종사 80

64 중앙도서관 도서 관사서 20

65 의왕시체육회 체육협회 30

66 셰 젤르 침구,소품둥 인테리어관련 20

67 스테이 바리스타체험 10 10,000-20,000

68 테 이 크커 피 바리스타체험 20 10,000-20,000

69 이하루의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 30 10,000-20,000

70 바라산자연휴양림 목공 체험 
장

목공체험 30 10,000-20,000

71 바라산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숲해설가 체험 20

72 119 백운안전센터 소방관및 소방안전센 타체 험 25

73 손커피연구소 바리스타체험 15 10,000-20,000

74 디 아이 와이 솝（예 인 미 공방） 천연화장품, 가죽공예, 디퓨저 20 10,000-20,000

75 청계천연염색장 천연염색 30 10,000-20,000

76 메 르디 센트 조향사체 험 20 10,000-20,000

77 의왕모터스 자동차 차량정비 10

78 의왕문화원 우리역사문화 바로알기 20

79 조아저씨 건축창의체험 4D지오로 지오데식 돔만들어보기 30 10,000-20,000

80 카페 초콜릿 쇼콜라티에체험 20 10,000-20,000

81 내손2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의 민원업무체험 20

82 고천동주민센터 주민센터의 민원업무체험 20

83 시립왕곡어린이집 유치원교사 체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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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影»丄:
三, 체험처
W 堂쪄''' 厂

..체험내용 ' -
”... ' ....... :.......:，

이원 , 비용（원）

84 서울우유 서남부지점 유업체 유통관련 체험 20

85 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장 체험 20

86 헤 르몬우드 친환경페인트 10

87 아델리 온 조향

88 연두공방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둥 10,000-20,000

89 한국로봇과학교육협동조합 로봇공학

90 한국종이접기 안양동안지회 미니어쳐 공예

91 （사）한국커스텀페인팅 협회 3D프린팅 10,000-20,000

92 토리 공방 도예

93 프라임파노라마 드론, VR

94 신은영 푸드아트연구소 영양사, 식품개발자 둥

95 도원카빙아카데미 푸드 카빙 데코레이션 10,000-20,000

96 엔피아노 피아노 교육 10,00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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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군포의왕교육

군포YMCA 환경교육센터 E-知

단 

체

소 

개

군포YMCA 환경교육센터 E-知는 2014년 4월 군포YMCA 부설 전문기관으로 개소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개소 이전 2003년부터 군포YMCA의 환경활동 및 환경교육의 대중화와 체계화를 

통해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가치관과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 냄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소 이래 대상별•주제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환경활동 지원 및 시민환경지도자와 

환경 활동가 양성, 사회 환경교육 기반 교안 개발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 ••'、 ■ ■■ ■'…

- m. \ .. 센터장 三 성명. .
....................... ;

김정희
丄:愁丄 ■ ’ ■ '
유선 번호 031)395-8614 핸드폰번호 

.............  .... ........ .....
010-4323-5544

연번 프로그램명 대상（학교급） 운영시간; 참고사항

1 ‘녹색학교 만들기’ 조등. 중등", 고등 8 차시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2 ‘맑은 물 환경교실’ 즈C： 
石—5“ 17차시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3 ‘오늘은 숲요일!’ 초등, 중등 10차시 최소2차시, 차시협의가능

4 ‘햇살 에너지교실’ 조등 8 차시 최소2차시, 차시협의가능

5 ‘ 민주시민교육’ 초등, 중등 6 차시 최소2차시, 차시협의가능

6 ‘ 청렴교육’ 조등, 중등 2 차시 차시협의가능

7 ‘학부모 생태안내자 과정’
조등. 중등고등 

학부모
12차시 차시협의가능

8
‘녹색학교 만들기 학부모 

지도자과정’

초등. 중등고등 

학부모
12차시 차시협의가능

9 ‘물 사랑 학부모 지도자과정’
초등. 중등. 고등 

학부모
10차시 차시협의가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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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1 지구를 위한 ‘녹색학교 만들기’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중등 자유학기제 17회차

대 상 조등, 중등, 고등

규 모 회차별 중등,고등 4개 학급

운영 내용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한 관심을 높여 에너지 절감에 학교가 적극 동참하고, 

친환경제품, 분리배출, 그린워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소비로 끝나지 

않고 분리배출, 자원순환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 녹색소비 전문 지도자가 설계합니다.

■ ＜소비에 녹색을 더하다＞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 자유학기제, 환경동아리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녹색학교 만들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세부내용_중고등＞

1 
1_

■교육내.비 고' 수

1 녹색학교 만들기 -녹색학교 만들기란? / -지구를 살리는 녹색소비 이론교육/영상교육

2 에너지와 녹색소비 -신재생에너지 이해하기 / ■우리 집 전기 먹는 하마 영상교육/활동지

3 물과 녹색소비 -물의 역할과 기능 / -찾아보자, 숨어 있는 물 영상교육/체험활동

4 환경마크와 그린워싱 -친환경마크와 친해지기 / -그린워싱의 개념 이해 영상교육/체험활동

5 공정무역과 녹색소비
-물건이야기로 알아보는 착한소비 .

-공정무역, 공정여행
영상교육 /체험활동

6 자원순환과 녹색소비 -쓰레기 바로알기 / -분리배출 방법 영상교육/이론교육

7 되살림 만들기 -자원의 재사용 / -자원순환 만들기 체험활동/이론교육

8 학교 밖 생태교실 -숲 생태체험 참여형 교육

9 먹거리와 녹색소비 -식품첨가물의 비밀 / -안전한 간식 만들기 참여형 교육

10 유해물질과 녹색소비 저품 속 유해물질 / -화장품 올바르게 사용하기 영상교육/이론교육

11 녹색문화 전파하기 준비 ■캠페인준비 참여형 교육

12 녹색문화 전파하기 -교내캠페인 참여형 교육

13 녹색세상을 위한 직업 -직업 탐색하기 / -내 직업에 녹색더하기 체험활동/이론교육

14 녹색직업 탐방 -그린멘토 사전인터뷰 준비 / -그린멘토 만나기 참여형 교육

15 사라져가는 자원
-멸종위기 동식물 바로알기
-생물다양성에 대한 생각나누기

이론교육/토론

16 지속가능발전 SDGS -지속가능한 녹색학교 만들기 이론교육/토론

17 환경영화감상 수료식 -환경영화감상/ ■수료식 참여형 교육

필수 

고려사항
■ 학교 수업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최소 2시간（2교시） 진행을 요함

소요예산 협의 가능

기 타 ■ 초등 대상 교육도 가능 （8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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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물에 대한 바른 이해 ‘맑은 물 환경교실’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8회차

대 상 주 .드. «주—드.O > O

규 모 회차별 초등, 중등 4개 학급

。물의 개념과 특성, 이용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즉각 적용 가능한 

물 절약 방법을 생각해보고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모둠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 할 수 있습니다.

O 초등 3~6학년

O 본 과정은 4-5학년 과학 교과와 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4-2과학（교육부,미래엔） : 물과 우리생활, 5-2과학（금성） ： 우리 몸）

。 학교 수업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최소 2시간（2교시） 진행을 요함

。방학기간을 활용해 물 캠프도 함께 진행가능

＜맑은 물 환경교실 프로그램 세부내용＞

운영 내용
4L k 포^^S-... :

—ir.三육.....
:..，비.. 고："

1 푸른 행성
-지구가 푸르게 보이는 까닭을 알아본다.

-물의 면적, 먹을 수 있는 물의양은?
이론교육/교구활용

2 생명의 상자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4요소를 알아본다.
-물 주위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본다.

교구활용

3 몸 속의 물
-인간의 체내 수분 비율을 알 수 있다.

-우리 몸에서 물이 하는 역할을 알아본다.
체험교육

4 변신의 달인
-게임으로 물의 움직임을 이해한다.

-물이 순환과 형태를 알 수 있다.
이론교육/교구활용

5 봉이 김선달이 

판 물의 가격은?

-생수의 가격은 왜 다른지 토의해본다.

-지역, 국가에 따른 물의 불균형을 알아본다
이론교육/교구활용

6 물에도 발자국이 

있다고??

-생활 속 물건들에 숨어 있는 물의 양을 알아본다.

-가상수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한다.
현장체험활동

7 모두를 위한 

하나

- 물의 오염원을 체험을 통해 알아본다.

- 점오염과 비점오염원을 바르게 이해한다.

- 간이 정수기를 만들어 본다.（유료）

현장체험활동

8 함께 만드는 

맑은 물

• 깨끗한 물을 위한 우리의 행동

- 직접 물 절약 스티커를 제작, 부착한다.

- 물 절약 실천 인증샷 상영회

발표/전시회

필수 

고려사항
■ 학교 수업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최소 2시간（2교시） 진행을 요함

소요예산 협의 가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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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등대운동본부”

군포YMCA등대두레 소비 자생활협 동조합

우리의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엄마로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먹거리 환경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을 더욱 깊고 넓게 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실천하는, 

변화와 성장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5：.：?：

지채
■ “1 “1

，:.................... ............... . ..

이사장 

실무자
성명

쇼:

송지 선 

정명숙

유선번호 031)395-8614
............ ■ ' 스，

핸드폰번호1 010-9918-5540
010-7377-3545

연번 1
''•人斗.斗'&三'.'스 ' ■ ■ ■■■■ ■■ ..... ■ ■ ■' ■ ■■■■■'<.............. ■■ ■ ■ ■■ ■ ■ '■..........

뼈서= —三厂 ■

nan 리1 며 』으 9 •三브1 *23
■' …笑堂저W終 •—“ %— a O

. . . . ....

대상（학교급｝
終'::※호※::.''

운영시간

... ....

참고사항

1 오감만족 먹거리 초, 중 2

2 현혹되지 마소~ 식품첨가물 초, 중 2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3 미각을 지켜라! 초, 중 2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4 지구와 육식 초, 중 2

5 우리밀이 좋아요 조, 중 2

6
당! 줄이면 인생이 달콤해져요 

（당 저감화）
초, 중 2

7 재활용 만들기 （플라스틱） 조, 중 2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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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루—7린n 며 
' ..... . O O 미각을 지켜라 <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2시간

대 상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주제별, 대상별로 난이도 조정

규 모
강사수 6명 （주강사 3명, 보조강사 3명）

1회 운영 가능한 학급수 3학급

운영 내용

도입 （1= - 인사 및 주제 소개

- 미각이란?

전개 （5= - 내몸 설명서 （활동지）

- 당과 비만, 과유불급 소금

- 먹거리 온도와 미각의 관계

- 미각을 현혹하는 식품첨가물 （원재료명 확인하기） 

활동1） 간식 속의 설탕 함량 （영양^분표 읽기）

활동2） 요거트 과일 샌드위치 만들기

마무리 （20분） - 밥상노래 부르기

- 느낌 나누기

필수 고려사항 7〜8월 진행 불가

소요예산

2시간 운영을 위한 시약 및 식재료 소요예산 = 60,000원 （1학급 기준）

강사료 40,000원 X 2명 X 2시간

*조정 가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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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호혹되지 마소~ 식품첨가물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2시간

대 상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주제별, 대상별로 난이도 조정

규 모
강사수 6명 （주강사 3명, 보조강사 3명）

1회 운영 가능한 학급수 3학급

운영 내용

도입 （1= - 인사 및 주제 ▽fl

- 오감을 현혹하는 식품첨가물

전개 （50분） - 시각을 속이는 간식 속 타르색소

활동1） 양모실 염색하기 （환하, 파워에이드）

- 후각을 속이는 합성착향료

활동2） 딸기 or 바나나우유 만들기

- 미각과 건강을 위협하는 힙청감미료

활동3） 간식속 합성감미료 찾기 배틀 （원재료명 확인하기）

- 과일우유화채 만들기

마무리 （2= - 밥상노래 부르기

- 느낌 나누기

필수 

고려사항
7~8월 진행 불가

소오_예산

2시간 운영을 위한 시약 및 식재료 소요예산 = 60,000원 （1학급 기준）

강사료 40,000원 X 2명 X 2시간

* 조정 가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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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의 모임 -숲속생 태 학교

군포시 민의모임은 경기도에 청소년 교육단체로 등록된 비 영 리시 민단체로서 군포시 어 린이날 

행사 개최, 학생의날 행사 개최, 어린이문화기행 및 박물관답사 책자를 1권부터 7권까지 발행 

하였습니다. 당동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운영을 하였으며 청소년 동아리 노나메기룰 운영하며 

소속되어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갖고 

자 심장병 어린이 돕기 캠페인 거리문화제 등을 개최하였고 그밖에 풍물교실, 문화학교 등 다 

양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생태학교를 개설하여 성인반-수리산 

살이, 청소년동아리- 수리산가꾸기봉사활동, 어린이생태교실 등 지역의 유아부터 어린이 청 

소년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숲생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책 사무국장 성명 김일매

: 유석번호 031）396-7430 ’핸드폰번호
소.... ......... ........ '

010-7131-6343

예번느'
1 厂 - - ，- • V

，, 、. MB켜r 래멱 대상（학교급）
...

윤여시간 참고사항

1 숲생태교실 조등 2（ 120분）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2 청소년 생태（동아리） 중/고등 2（ 120분）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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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8회차 중 원하는 회차만 수업 가능/1차시 2시간（120분）

1개반 교사 2명 진행（ 1개반 인원 : 10~15명）

대 상 초등 전학년

규 모 전체 학년 가능

운영 내용

숲을 바탕으로 하는 체험중심 학습은,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흥미를 유발시켜 높은 학습효과 

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사물을 살피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 

합니다. 숲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듣고, 만지고, 느끼면서 동시에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 

니다. 숲 속에서는 나무와 식물, 동물과 곤충이 보여주는 선과 색 등 모든 것들이 훌륭한 

교육자원입니다. 숲 체험활동은 오감을 자극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 배우기 때문에 어린이 

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보충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숲 체험 활 

동에서 친구들과의 공동 경험을 통해 타인과 나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이로써 어린이가 생태계 내의 다른 구성원과 자신의 관계를 깨닫는데 도움을 

주며 사회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차시 주제 세부활동내용

1강（ 4월）
아함시

개구리야 잘잤니?

* 개구리 짝 찾기

* 개구리네 동네가 줄어 들어요.

2강（ 5월）
쑥 쑥

자라요- 쑥 !

* 쑥떡과 쑥차 맛보기

* 쑥-트위스트

3강! 6월）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들

* 곤충들의 역할 놀이

* 페르몬 놀이

4강1 7월） 거위벌레의 요람
* 참나무잎 요람접기

* 요람을 타고 놀아요

5강! 8월） 흙으로 놀아요
* 훍 그림 그리기

* 나의 정원 꾸미기

6강（ 9월） 잠자리의 특징
* 잠자리의 한 살이

* 잠자리 날리기

7강（ 10월） 가을 들꽃도 예뻐요
* 들꽃 부케 만들

* 들꽃 소꿉 놀이

8강 （11월） 자연의 색을 찾아라
* 가을 피자 만들기

* 나뭇잎 색 분리하기

필수 

고려사항
수업장소는 숲이나 교내 운동장에서 진행되나 우천시에는 실내수업 가능합니다..

소요예산 강사비:1차시 10만원

기 타 * 수업주제는 원하시는 주제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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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째I 청소년 생태（동아리）丄WWW； 讓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9회차 중 원하는 회차만 수업 가능/1차시 2시간（120분）

1개반 교사 2명 진행（ 1개반 인원 : 15~20명）

대 상 중등, 고등 전학년

규 모 전학년 수업 가능 （또는 자유학기제, 생태동아리 연게）

청소년생태수업은 생태계의 이야기를 청소년들이 숲속에서 과학, 역사, 자연생태적인 관 

점에서 생생한 체험을 통해 몸으로 직접 느끼고 익힐 수 있으며, 생태수업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인성과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숲의 다양한 생활사를 공부하면서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나 생명과학, 인류문화 등 다 

양한 분야로의 관심을 갖고 자신이 좋아 하는 것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운영 내용

■ '"•'호'’' '»Im ： ■〒 1 ' 세부활동내용
워:、; J : '幻.3 - ' ，, ...... ,.................샤 _ ___ 於 .....

1강（ 4월）
김소월의 진달래

김유정의 동백꽃
맛으로 느끼는 진달래꽃과 생강꽃

2강（ 5월） 식물들의 생존 전략 식물들의 서바이벌 게임

3강（ 6월） 신기한 곤충의 세계 곤충들이 사는법

4강（ 7월） 오감으로 느끼는 훍 재미있는 흙 속의 세상

5강（ 8월） 물속 생물 물속 생태계의 먹이사슬

6강（ 9월） 숲속 야생화 해맑은미소,꿋꿋한 삶을 살아가는 가올 들꽃

7강（ 10월） 나무의 모성 대대손손의 지혜

8강 （11월） 단풍이야기 아름다운 이별올 준비하는 단풍

9강（ 12월） 봄을 준비하는 숲 겨울숲의 생명들

필수 

고려사항
수업장소는 숲이나 교내 운동장에서 진행되나 우천시에는 실내수업 가능합니다..

소요예산 강사비:1차시 10만원

기 타 * 수업주제는 원하시는 주제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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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아이쿱소비 자생활협 동조합

단체소개

군포아이쿱생협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채택한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과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한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자생활협 

동조합입니다. 친환경 물품 소비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나 

눔, 연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 및 세상을 바꾸는 공정무역 물품 소비, 

캠페인으로 빈곤국가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실천합니다. 또한 어린이•청 

소년•시민 대상 식생활교육 및 GMO 완전표시제, 바디버든 줄이기 캠페인으 

로 소비자 알 권리를 실천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연락처

으*책 .
강사단장 스; tF斗

空：<_으으_,._...
이경옥

>> 유선번호 ;
비』‘ 피“ 패」1」=' ■ 
핸드폰번호

、浮': ,、' ....  ….가.、.../....…
010-9947-3366

닥번 노窓 려 三登 대상（학교급） 『F. 드생（학 버） ： 운영시간
으% 느

=4? 참고사형r
Vv 써흐우‘- 으…

1
희망을 만드는 

공정무역 탐험대

초등 5학년이상 ~ 
즈 C三 ■5—5*

2 차시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2 GMO를 먹지 않을 권리
초등 5학년이상 ~

즈 E三 "5—示
2 차시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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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루 “7 카1 며
• ~厂..... . n O 희망을 만드는 공정무역 탐험대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2 차시

대 상 조등 5학년 이상 ~ 중등

규 모 7개 학급까지 학년 단위로 투입 가능.

운영 내용

’ ”쿠성 1서간- ' '雙厂今『=「세부대용 」 비고

인사, 일정 

소개
5 분 - 인사, 강사소개, 강의 일정 소개

공정이란? 15분

- 공정과 불공정의 의미를 살펴본다. 조별로 불공정한 

경험에 대해 토론 후 발표하고 사진 등 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사진, 활동지 

활용

초콜릿과 

아동노동
15분

- 무역에 대해 알아보고,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 

살펴본다.

- 동영상을 통해 초콜릿 생산지의 아동노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외 다양한 아동노동 사례도 알아본다.

- 일반무역으로 발생하는 초콜릿 수익분배도 알아본다.

- 참고동영상 : 초콜릿 감옥

사진, 동영상

공정무역이란? 20 분

- 공정무역의 의미와 공정무역의 10원칙, 공정무역 

생산지, 공정무역 물품에 대해 알아보고, 공정무역 

기금, 공정무역으로 변화된 모습도 살펴본다.

- 참고동영상 : 파키스탄의 축구공 이야기

사진, 동영상, 

활동지 활용

초코스 틱 

만들기 

체험활동

25 분
- 공정무역 초콜릿을 이용한 초코스틱（빼빼로） 

만들기를 체험한다.

공정무역 물품, 

컵, 버너, 가스, 

접시 등

체험 활동 예＞

- 공정무역 초콜릿을 이용한 행복한 초코스틱（빼빼로） 만들기

- 바나나값 나누기 활동 / 불공정한 게임（커피 콩 옮기기） / 바나나카나페 만들기

* * 체험 활동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수 

고려사항

- 체험활동을 할 경우 2차시 수업으로 진행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피커

소요예산

2차시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 190,000원
교육재료비 : 3,000원 * 30명（1학급 기준） = 90,000원
30명 기준 강사료 : 50,000원 * 2차시 = 100,000원

* 진행학급 수, 학교별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기 타 강의내용에 따라 보조강사를 둘 수 있음. （시간당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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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斗 厂

웨）를먹지않을권리 …..yw： =7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2 차시

대 상 초등 5학년 이상 - 중등

규 모 6개 학급까지 학년 단위로 투입 가능.

운영 내용

齒P淡 ■'벼 ' — .. ' ■ *삘 ，쎨’- '

허':오 구성 ；지간 $冷 비고.

인사, 일정 

소개
5 분 - 인사, 강사소개, 강의 일정 소개

GMO 란? 5 분 - GMO의 개념 알기 사진, 동영상

GMO 의 

문제점
10분

-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의 증가, 동물 실험 사례 

등 GMO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
사진

날마다 먹는 

식품 속 GMO 
찾아내기

15분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표적인 GMO 식품과 

수입현황에 대해 알아보기
사진

알쏭달쏭

GMO 표시제
15분

- GMO 식품을 사용했지만,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는 허술한 GMO표시제에 대해 살펴본다.

- Non-GMO 급식을 실행하는 학교급식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사진, 동영상

나는

GMO 캠페이너
30 분 - Non-GMO 옥수수로 팝콘 만들어 간식 먹기

- 병따개에 나만의 GMO 캠페인 슬로건 꾸미기

병따개, 12색 

네임 펜, 

팝콘기 계

＜체험 활동 예＞

- 나만의 GMO 캠페인 슬로건 만들기（병따개）

- 가장 많이 먹는 식품 중에서 GMO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물품 10가지 조사 

하여 조별로 발표

- Non GMO 옥수수로 팝콘 만들어 간식 먹기

* * 체험 활동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수’ 

고려사항

- 체험활동을 할 경우 2차시 수업으로 진행

- 빔프로젝트, 컴퓨터, 스피커, 12색 네임펜 또는 매직펜

소요예산

2차시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 160,000원
교육재료비 : 2,000원 * 30명（1학급 기준） = 60,000원 

30명 기준 강사료 : 50,000원 * 2차시 = 100,000원
* 진행학급 수, 학교별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기 타 강의내용에 따라 보조강사를 둘 수 있음. （시간당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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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浮 W-
단

체
丁 '八g納 ''

소

개

談

군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의제21］을 실천하는 민•관 협력기구입니다.

시민, 행정, 기업, 의회, 전문가 등 지역의 주체들이 모여 핵심사안을 함께 고민, 협력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푸른 희망이 있는 군포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직잭：…V 

.n „ 丄** . >.丄
사무국장 >4 nA厂》..성며.......'.. 여민욱

유선번호 031)390-0506
''''지“ 쌔 지) '' Q

핸드폰번호*— ■ ■: ■■ —豫幻'— . 010-3393-3948

연번
' ' '"''스교그램명’三 r- 

....... ...... . ......... ......... ........

買‘"^^) 대상헉 더 : 운영시간 -
■ .'■.'.•쑤丄丄•丄:•' ■ ■ ■ 수

수........................ .1

참고사항

1 도전! 무한 자원순환 초등 4~6학년 120분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2 쓰레기 속 보물찾기 초등 1~3학년 120분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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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도전! 무한 자원순환 ,,,
'으〜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2교시씩 2회 진행 （120분/4교시）

대 상 초등학교 4~6학년

규 모 학교와 협의하여 가능 （총 8개반 동시 진행 가능）

운영 내용

프로그램명 : 도전! 무한 자원순환

교육내용

-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일회용품의 종류 알아보기

- 일회용품을 대신할 다양한 다회용품 알기

- 업사이클링 제품을 통해 다양한 자원재활용품 알아보기

-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알아보기

일시 활동내용

1회기

넌 누구니? 일회용품

- 일회용품, 다회용품 이해하기

변신 가능한 일회용품

- 다회용품, 재활용품을 보며 일회용품 사용일지 작성해보기

2회기

사건파일1 음식물쓰레기의 정체

-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구분하기

사건파일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약속, 전래놀이를 활용한 활동

필수 

고려사항
실내활동, 기자재（노트북, 음향, 빔프로젝터, 스크린 등） 필요

소요예산 무료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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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n기 소 닌-차기 - ‘…章뿌※" —：丁‘'' '丁허*—
—레 ’ 거 파자 ’ 〜三丁 -으 %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2교시씩 2회 진행 （120분/4교시）

대 상 초등학교 1~3학년

규 모 학교와 협의하여 가능 （총 8개반 동시 진행 가능）

프로그램명 : 쓰레기 속 보물찾기 

교육내용

- 아이들이 건강한 지구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특히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알게 함.

-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구별하기

- 쓰레기 분리배출 마크를 찾을 수 있고, 올바르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함.

-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게 함.

일시 활동내용

운영 내용
우리 집 쓰레기는 

다이어트 중

- 오리엔테이션

- 쓰레기 이야기（동화책 쓰레기는 어디로 갔을까? 활용）

- 올바른 분리배출 게임

- 분리배출 송 분리배출마크 활동지

4회차

쿵짝! 쿵짝! 

재활용 악단

- 병이 이야기를 감상 후 이야기 나누기

- 재활。。품을 이용한 악기만들기

- 재활용악기 연주하기 （분리배출송）

난, 누구?

넌, 누구?

- 동영상（세상에서 가장 슬픈 괴물）

-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알기

- 꿀꿀 돼지를 이용한 OX 퀴즈

- 돌림판 교구 놀이

- 수업평가지 작성하기

필수 

고려사항
실내활동, 기자재（노트북, 음향, 빔프로젝터, 스크린 등） 필요

소요예산 무료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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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군포환경자치시민회는 1997년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단 

체

소 

개

시민들이 모여 환경보전, 주민자치실현, 수리산지키기 , 아름다운생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1998년부터 놀멍쉬 멍 숲생태교실 , 주민자치학교, 에너지 절약시민운동, 음식물사료화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나눔활동, 안양천모니터링 , 안양군포의왕시 민햇빛발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숲생태교실 과 기후교실을 통한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이 될수있도록 

학생들의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U. 직책，요; 사무국장 성명 ]
......... —*.<=4

정연옥
.『니서由，j묘., 

유선번오 5- 031)398-4243 해 亡 포버 흐 셔 
12-—- I— 12 -서어- i 010-6877-4243

: " '『 三
연번 5 .......... 쎤하空.,丄 ‘ ,

，，，오- - : 八：
대상（학교급） 丁

스 ，7»따—’ 타,
、 .  :. .. .. ...<■!

=경）싸?스 ；..< Z 카—...........
잠고사항

,, 、' . . ，아 ,,. : . .......... . ............

1 기후교실-“다시 써요” 초등, 중등 2시간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2 기후교실-“그린에너지” 초등 2시간

3 기후교실-“ 에코리드” 즈 CZ “5—5“ 2시간

4 학교 숲 생태교실 초, 중, 고등 2시간

5 우리 동네 “숲교실” 조, 중, 고등 2시간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6
학부모 방과후 

숲 생태안;자 교실 학부모
2시간* 10 

회

7 숲에서 듣는 문화교실 학부모, 교사연수 2시간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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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기후교실-“다시 써요”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일정: 협의

교육회차: 1차시（40~50분）, 2차시（40~50분）, 2차시 이상 교육을 권유합니다

대 상 초등, 중등전학년

규 모 한학년 단위로 들어갈수 있음

운영 내용

©도입

▲ 일상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생활속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나누기

©전개

▲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고 분리배출 방법과 재활용 할수 있는 방법 및 쓰레기 

줄이는 방법

▲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의 개념을 이해핸다

▲ 재활용품으로 만들기를 통해 자원순환의 인식을 개선핸다

©활동

▲ 재활용 빙고게임

▲ 재활용 0X퀴즈

▲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 마무리

▲ 학습내용 정리 및 실천다짐

필수 

고려사항

*실내수업입니다

*1 차시-교육 및 교구수업, 2차시-체험 연계수업을 권유합니다

소요예산

1학급기준 강人！‘니! : 50,000*2天［人1 = 100,000원
교육재료비 2,000*30명（1학급기준）=60,000원 （재료준비 협의）

*진행학급 수, 학교별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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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우리동네 ‘숲교실’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일정: （3월-12월）/ 2시간/ 회수（1회~10회）선택가능

대 상 초,중,고등 전학년

규 모 학생15명당 강사1인 （학급수 협의）

운영 내용

©도입

▲ 숲에서 마음열기

▲ 주의사항 및 진행과정 듣기

©전개

▲ 숲과 친해지기

▲ 숲 친구 알아가기

©활동

▲ 숲에서 하는 놀이 또는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 마무리

▲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고 숲의 고마움을 안다

★계절에 따라 수업 주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필수 

고려사항

1. 숲체험은 숲까지 이동해 오셔야 합니다

2. 학교가까이 숲이 있다면 학교에서부터 이동 가능합니다

3. 학교내 숲 생태수업도 가능합니다

4. 강사1명당 15명 내외로 수업진행합니다.

소요예산
강사비 1인 50,000원*2시간=100,000원
체험재료비 1인*2,000원 （만들기체험은 학교와 협의）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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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학교

녹색기후학교는 의왕시자연학습공원 내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경기도 소관 2007년 등록 제891호） 로서 13년 동안 유소년 체험활동 및 교육,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2018년） ‘빗물도 내 재산이다’ 라는 주제로 LID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느 나무여과상자 만들기등 체험활동을 병행합니다.
세

（수상실적 및 프로그램） 

기후변화교육 공적 （2012년 국무총리 표창, 2008년 환경부장관 표창） 
談개

1.
청소년 환경동아리활동 （2015년 환경부 장관상）

환경교육 우수 활동 （녹색성장위원회 우수교육기관 표창, 환경부장관 표창）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2011년 ~2018년 4월, 2개 프로그램 종료）

환경부 환경 공모사업 2011년~2018년 연속 진행중

연
 락
 처

r, 직책 .

......쇼.

학 장

4무국장

'져명'’' 

................

김영만 

최 문정
丄三새.., 

유선번%_ 031)477-3200
•….r 丁쇼*' 三；'

■S&a f— 3X 141 궂 핸—1_ 번호 .
.‘.... 厂?, '

010-2386-2700
010-6736-3106

연번서 ................................ _""
프로그램명

, 주

■■■' ■ ' ■-： ■ !
' ''''

대상（학교급）
、、 、丄

스:®''•프 스

운영시간 참고사항

1 （초등） 나무여과상자 체험 교실
4 ~ 6학년 
（반/학년）

2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2 （중등） 나무여과상자 체험 교실 1~3학년 
（반/학년） 2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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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프로그램명 （초등） 나무여과상자 만들기 체험 교실
•쏘?> ■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학교와 협의 후 상시 활동 가능

대 상 초등학교 4 ~ 6학년

규 모 장소에 학년 단위/ 학급단위 수업 진행 가능

운영 내용

1. 1교시

통합 물환경보전법의 저영향 개발 （LID）에 대하여 이론수업 전개 및 저영향 개발 시설 

중 도시 도로변이나, 주차장 공지 등에 설치하는 나무여과상자의 기능에 대한 집중 수업 

을 초등학생에게 맞춤형으로 흥미있게 동영상과 PPT로 병행하여 진행한다.

2. 2교시

나무여과상자 만들기 체험 교실 운영

저영향 개발 （LID） 시설 중 도시에 설치 가능한 나무여과상자의 쓰임새와 실제로 모형 

만들기를 통하여 빗물이 지하수함양과 도시열섬화 완화 및 환경오염원 감소에 대한 원 

리를 이해하면서 빗물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필수 

고려사항

환경부 공모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협의, 

강사비 및 재료비 무료로 진행함

소요예산 강사비나 재료비중 택 1 （재료비는 1인당 4,000원 예상）

기 타

10 20= 0128420 1
효느 '悲B

王三^己■HBBB니H具H甲

■§9쩌*' jBm
乂『1空 

쬬 i石% 호合 호•훅^느

； 八즈仁*"래 仁스定윽i丁 "'** K'늨^캞쪠하쌔’ ~ —f養3-

vr?파’- 丁<■ 懲:

, 斗 .今.> '■ 

. •쇼

, .. . .. .

L_L三j 1 "''흐짜、才※

W 幻 B
《호> ■

’ ’ ’

F휴^짜

—

나무여과상자 모형 만들기 

（실내에서 진행）

나무여과상자와 저영 향개발시설 찿기 

（실외 진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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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중등） 나무여과상자 만들기 체험 활동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수업시간 2시간 예정, 일정 및 시간 학교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

대 상 중학교 1 ~ 3학년

규 모 학년 단위 / 반 단위 수업 진행 가능

1. 1교시 （이론 수업）

통합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저영향 개발에 대한 이해와 저영향 개발 시설 분류 

및 시설의 원리에 대한 교육 후 질의 응답

운영 내용
2. 2교시 （나무여과상자 만들기 체험）

저영향 개발 （LID） 시설 중 도시에 설치 가능한 나무여과상자의 쓰임새와 

실제 모형 만들기를 통하여 빗물이 지하수함양과 도시열섬화 완화 및 

환경오염원 감소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면서 빗물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필수 

고려사항

환경부 공모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협의, 

강사비 및 재료비 무료로 진행함

소요예산 강사비나 재료비중 택 1 （재료비는 1인당 4,000원 예상）

기 타

나무여과상자 모형 만들기 

（실내에서 진행）

나무여과상자와 저 영 향개발시 설 찿기 

（실외 진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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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

단 

체

斗 

'소

개

저희 담쟁이자연학교는 2015년 안양, 군포, 의왕 지역에서 환경생태체험강사로 10년 

이 상" 히^ 깅"사■■득＞ 루 _조_직 되 협 '동■•조淳J이J 니 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구기。준비되어진 단체이효 현:]! 안양, 군포, 의왕, 안산의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 학년 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별프로그램으로 탐험대, 생물모니터링, 꿈의학교, 방학특강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

락

처

.................. ’ ■ "丄•

직책 강사

…■’ ■ '心 '半' 으 '으

성명
-

이경선

三4천번호.7 ..... 031)461-7880 L 핸드폰번호 010-5533-3504

연번
■A談:' ＜：；

........ 7/처':'................. ' ■ ' ' '急 ’

/ W 프로그램명 으

스 ''~:厂丄 '
대상（학교급）

--广’丁' "

' A ............. ：

1영시간

V _ .，斗 ' 으 ■'< ■ ■ 三

참고사항
' -a

' - . .... . . ■, .... ......

1 겨울을 이겨낸 봄 친구 만나기 저학년 2
* 자연에 순응하는 식물 

들의 지혜를 배웁니다.

2 물 속 생태이야기 조~ 중 2
* 직접 채집하고 관찰함 

으로써 다양한 수 생태를 

이해합니다.

3 우리학교나무도감
초등고학년- 

즈 T三 "5—5"
2

* 도시 숲을 이해하고 학 

교나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생물세밀화

4 감성나누기
초등고학년 ~ 

즈 = 2

* 같은 자연물에서 다른 

감성을 나누고 서로 다름 

을 인정하는 시간이 됩니 

다.

5 육상곤충일대기 초~ 중 2
* 곤충이 생태계에서의 

역할과 관계를 알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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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프로그램명 대상（학교급） 운영시간 참고사항

6 새들의 이야기
초등고학 년 〜

즈 E三 
石—司

2

* 다양한 숲새와 물새들 

을 관찰하며 생물다양성을 

이해합니다.

7 흙은 어떻게 생겨날까? 초등 2
* 지층을 단계별로 꾸며 

보고 이유를 알아봅니다.

8 절지동물이야기 조등 2
* 다양한 거미류와 다지 

류의 종류와 역할 이해하 

기

9
도시에서 다른 동물이 되어 

살아보기
초등 고학년 2

* 2인 1조/ 5가지생물이 

되어 도시를 걸어봅니다. 

도시에서의 대안을 찾아봅 

시다.

10 토양생물 이해하기 초등 저학년 2

* 건강한 토양은 다양한 

생명을 품습니다.

토양생물이 살아가는 모습 

을 살펴봅니다.

11 식물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초등 2

* 다양한 번식방법으로 

세상을 초록으로 만드는 

식물들의 지혜를 배웁니 

다.

** 위의 프로그램 외에도 학교와 대상학년에 맞는 프로그램과 꾸준히 개발 중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모든 체험활동은 학생중심으로 스스로 체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 

니다.

** 프로그램은 학년 별 연 1회 ~ 8회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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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습지생물 이야기 發,
■* 《셔&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1차시 : 수변식물의 구조와 역할 （2시간）

2차시 : 수변 곤충 관찰하기（2시간）

3차시 : 물새 관찰하기（2시간）

대 상 초등~ 중등

규 모
- 한 학년이 3학급일 경우 : 2명의 강사 X 3학급

- 최소 1학급 : 2명의 강사（두 조）

운영 내용

1 차시 2차시 3차시

도입

- 주의사항 및 일정소개

- 수변식물의 종류

전개

- 정수식물/침수식물/부유식물 

의 종류와 구조 관찰하기 

（놀이）

연줄기 구조를 이용한 놀이

마무리

- 다양한 습지삭물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건강한 습지가 유지 

됩니다.

도입

- 주의사항 및 일정소개

- 곤충 채집 시 주의사항

전개

- 2인 1조 곤충채집

- 곤충관찰

（놀이）

다양한 곤충의 구조

마무리

습지의 생물다양성은 다양한 

육상곤충을 통해 증명됩니다.

도입

- 주의사항 및 일정소개

- 탐조 시 주의사항

전개

- 새의 일반

- 필드스코프와 쌍안경 설명

_ 관찰

마무리

도시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가 

는 숲새, 물새들을 통해 건강 

한 자연환경을 평가할 수 있습 

니다.

필수 

고려사항

- 학교에서 도보로 15분내 습지（하천, 계곡, 저수지）로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 또는 대상지로 버스로 단체이동이 가능해야합니다.

소요예산 * 협의 후 조정

기 타
* 모든 채집（곤충）, 관찰교구（필드스코프, 쌍안경）는 담쟁이자연학교（협）에서 준비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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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산자연학교

忌흐''“' '쮸

힗

丄懸 '으

단

※체

소

-V 개 
玄

저 ，-.

。설립목적 : 지역의 자연을 통하여 자원가치, 심미정서적 가치, 생태보존적 가치 등을 추구 

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알려서 

지역가치 및 지역민의 유대감을 높이는 시민단체가 되도록 한다.

。설립시기 : 1997년 비영리시민단체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활동

◦ 주요 실적

. 학교생태교육의 선구적역할（과학동아리, 진로탐색, 자유학기제, 교사연수 등）

. 지역의 멸종위기종 발견 및 지속적 추적조사（왕은점표범나비, 맹꽁이）

.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수리산자연학교총세~4 발간

.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엮은 ＜만（萬/慢）걸음솟대마을＞ 프로그램 개발

. 시민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꿈의학교 곤충생태원＞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지채 
“1 “» 대표 성명 김현숙

: 유선번호
.........죠三 '

031)398-4241 핸드폰번호a 010-3011-5777

연번서

..................... 으쇼이............g

, 대상（학교급） 丁
................................. 서

운영시간 즈t liw ■ VJ 1 Vi. ' ' ' 歌
...................................PXO：

............『 ................ ■ ......... ' ' 三

’ 丄 창고사항 三_厂

... A .. ... … 急 A. .

1 찾아가는 숲활동.체험교실 전교생 2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2 숲길따라 들숨날숨 전교생 2 학교숲, 공원

3 학교는 무궁무진 보물터 3학년이상 2 학교 내

4 습지 학교 3학년이 상 2 초막골생태공원

5 가족 숲체험 가족단위 2 초막골. 산림욕장

6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전교생 2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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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찾아가는 숲활동 체험교실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1회기 2차시로 운영

대 상 전교생

규 모 5반 이상까지 가능（숲활동가 선생님들 보유）

도입: 숲과 친해지는 인사 

주의사항 듣기

전개: 숲을 거닐면서 들풀과 나무 살펴보고 이야기 듣기 

겨울을 준비하는 곤충들은 어디에 있을까 살펴보기 

숲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숲놀이

마무리: 자연이 주는 고마움과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고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운영 내용
====== 최근 3년 숲체험 한 학교 목록 =====

2018년

부곡중앙초 전학년 /갈뫼초 전학년 2회 /모락초 전학년 /도장초 /둔대초 /광정초 /능내초 /광정 

초 /안양 양지초 /수리초 가족숲체험 /신흥초 가족숲체험/안산석호초 교사연수 /교육청 교사연수 

2017년:

부곡중앙초 전학년 /내손초 /오전초 /수리초 /부흥초 /모락초 /광정초 /양지초 /당정초 /당동초 

/둔대초 5학년빼고 전학년 /부곡중앙중 /부곡중앙중 교사연수 /수리초 학부모연수 /수리초 가족 
숲

2016년:

의왕오전초 전학년 /모락초 전학년 /부곡중앙초 전학년 /금정초 /태을초 /나눔초 /대야초 /부흥 

초 /신흥초 /광정초 /곡란초 /용호초 /

필수 

고려사항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 PPTS]- 자연물 놀이 

실내활동일경우와 준비물- 수업계획안에 따라 다름

소요예산
강사료 1시간 80,000원 + 초과 1시간 50,000원 = 130,000원
PPT 9매 X 5,000원 X 2시간 = 90,000원

기 타

경기도군포의 왕교육지 원청 I 129



‘꿈꾸는 학생, 꿈을 심는 학교, 꿈이 자라는 마을’ 군포의왕교육

사

프로그램명 f☆ ' 厂： ,?=厂 ;C/’f•쑤 < ~-

『자연물을 이용한만들기 —三X三三，丄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1：30 - 2:00 （1회차）

대 상 전교생

규 모 5반 이상까지 한꺼번에 수업 가능

운영 내용

도입: 숲과 친해지는 인사

주의사항 듣기

전개: 숲을 거닐면서 들풀과 나무 살펴보고 이야기 듣고 재료 줍기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마무리: 자연이 주는 고마움과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고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 최근 3년 숲체험 한 학교 목록 =====

2018년

부곡중앙초 전학년 /갈뫼초 전학년 2회 /모락초 전학년 /도장초 /둔대초 /광정초 /능내초 /광정 

초 /안양 양지초 /수리초 가족숨체험 /신흥초 가족숨체험/안산석호초 교사연수 /교육청 교사연수 

2017년:

부곡중앙초 전학년 /내손초 /오전초 /수리초 /부흥초 /모락초 /광정초 /양지초 /당정초 /당동초 

/둔대초 5학년빼고 전학년 /부곡중앙중 /부곡중앙중 교사연수 /수리초 학부모연수 /수리초 가족 
숲

2016년:

의왕오전초 전학년 /모락초 전학년 /부곡중앙초 전학년 /금정초 /태을초 /나눔초 /대야초 /부흥 

초 /신흥초 /광정초 /곡란초 /용호초 /

필수 

고려사항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 PPT와 자연물 놀이

실내활동일경우와 준비물- 수업계획안에 따라 다름

소요예산
강사료 1시간 80,000원 + 초과 1시간 50,000원 = 130,000원
PPT 9매 X 5,000원 X 2시간 = 90,000원

기 타 재료비는 1인당 3,000원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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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단체는 생명, 나눔, 실천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단 경기지역의 초•중•고생들에게 학교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고생을 대상으로 너나 

체 들이 습지반, 생태탐사반（CA）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생（共生）할 수 있도록 자연 및 생태, 이와 관련된 생태문화를

소

개

조사•발굴하여 자연생태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린이•학생•교사•지역민이 참여 주체 

가 되어 체험학습과 조사, 모니터링 및 연구를 통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과 자연이 더 

불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공동체를 만들어 성숙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자 합니다.

연
 락
 처

' •…........... ' 繼 ''

직책 ,,
人*. . . ▲ . …. ..A »丄 . 乂 丁、/ . f. . ,

담당자
.......... ■소 , 丁 ' ' 

서며 
亡 O O 정연수

.•：••• ，三 •心 rf-斗싸 
유쳔번 031)398-1112

..... ，『丁.,,,. ..

핸드폰번호
. .......?

010-2642-4945

쇼뽀,
, ' '우 *.... “ <'오' … ........= ’ ■ S然'丁',' ■厂三

쇼프로그램명
三:........ .：v ..............< . .丁. ■< 페. : 흐’..

… ''서%‘ ■ ' 싸P"~~  '醫:繼g:三

대싱＜학교급） 丄 

.

.......

운영시간 J
....

■ 三 ' < ,|冬:~—>.. WgA•緣■ ■■：

，수 ’ , 쑤 ;

참고사항
」........_... . ... .. ..3

1 에코티어링으로 신나게 놀자 초, 중고, 가족 2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2 너나들이 학교숲 초, 중, 고 2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3 맹이랑 꽁이랑 떠나는 책놀이 유치,초등 2

4 너나들이 습지반（봉사활동） 중, 고 2

5 사계절 자연밥상 초, 중, 고 2

6 너나들이 역사문화 초중고 6 장소에 따라 다름

7 자연에서 색을 찾다＜천연염색） 중고 2

8 자연공예 초중고 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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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에코티어링으로 신나게 놀자!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2시간 진행, 1회성 프로그램（연속 신청시 코스와 내용을 달리하여 진행））

대 상 초등 4~고등, 성인, 학부모

규 모 해당학교 한 학년 동시 진행

운영 내용

2017 환경부인증 프로그램

2017년 태을초 5,6흐1년 진행. 초막골 사업 가족과 함께하는 에코티어링 1년 진행 

2018년 태을초 5,6학년 진행. 한얼초아빠와 함께하는 생태프로그램으로 진행

*지도와 나참반을 가지고 목표지점을 찾아 생태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4명을 한 조로 구성핸다. （짝이 맞지 않을시 3~5명도 가능）

2. 지도와 나침반 보는 법을 설명한다.

3. 조별로 시간간격을 두고 출발핸다.

4. &<0개 지점을 찾아 생태미션을 수행핸다.

생태미션의 예） 조별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칡 줄넘기 10개를 성공하시오 

서로 모앙과 색깔이 다른 나뭇잎 3장씩 모아오세요 

여기에 있는 자연물을 이용하여 곤충을 표현해 보세요

5. 도착점으로 들어와 정답확인과 마무리를 핸다.

* 특징: 다른 생태프로그램과 달리 아이들 스스로 주도적인 생태프로그램이다.

역동적이며 활동적인 성격이 강하다.

조별로 진행되어 리더십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계절과 대상에 맞게 코스와 문재를 조절하여 탄력적 진행이 용이하다.

가족과 함께 진행해도 좋다.

필수 

고려사항

기본장소는 초막골 생태공원에서 진행（전문지도구비） 

다른 장소를 원할시 약식으로 지도를 제작해 사용 

야외활동이므로 우천시 날짜 재조정

소요예산 강사료: 1시간 80,000원 + 초과 1시간 50,000원

기 타 지도와 나침반은 단체에서 준비함0원 =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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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너나들이, 학교숲
I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일정:학교와 조율. 2시간

대 상 초. 중. 고

규 모 해당학교 한 학년 동시진행

운영 내용

2018년도 대야초, 태을초, 양정초, 입북초 한얼초, 옥천초 등 진행

* 학교 숲, 안근숲에서 오감을 통한 생태교육과 놀아를 접목한 프로그램

장소 학교와 학교근처 인근 공원, 숲

1. 강사소개와 인사하기

2. 안전교육

3. 숲에 들어가 계절과 주제에 맞게 다양한 식생과 곤충을 관찰, 직접 만지고 냄새 맡으며 오감으 

로 자연을 느껴본다.

4. 수업중간에 책과 생태놀이를 접목하여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재밌게 숲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한다.

체험예） 장소: 산림욕장

주제: 거무야 거미야

활동: 1.스토리 텔링으로 전하는 숲속이야기 - 주의 환기

2 .거미책 읽어주기 - 호기심 유발 정보제공

3 .거미를 찾아 생태를 알아보고 직접 관찰 - 탐색. 오감활동

4 .거미줄 탈출 놀이 - 몸으로 내면화하기

5 .다섯글자 소감 말하기 - 마무리

필수 

고려사항

우천시, 미세먼지-실내교육으로 대체（책과 ppt를 활용한 수업） 

준비물은 단체에서 준비

소요예산 강사료: 1시간 80,000원 + 초과 1시간 50,000원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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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경기 남부생활협동조합 군포지부

iff 소
개

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결성한 비영리 생활협동조합입니다.

기후변화 자연재앙, 시장경제 세계화로 우리 농업의 자급 기반의 위기 앞에

한살림은 생명농업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운동을 펼치며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

절제된 소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생활문화를 통해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 서로를 살리는, 생명살림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http://ggnb.hansalim.or.kr 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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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치만들기, 전통발효식품...프로젝트 초등3,4학년 2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2
나의 몸은 소중하니까요.（면 생리대 

만들기）

조. 중, 고등, 

학부모
2 개별 프로그램 안내 참고

3 쌀 한톨의 소중함（벼의 성장과정） 초등 저학년 2
현미밥, 쌀식빵 샌드위치, 

다양한 떡

4 절기, 제철음식 알아보고, 맛보기 초등 저학년 2 화전, 동지팥죽, 송편 등

5 패스트푸드, 제대로 알고 먹어요. 초등 저학년 2 두부 샌드위치, 햄버거 만들기

6 찬찬 느림보 먹을거리（슬로푸드） 초등 1 학년 2 나의 애완숙주 키우기, 간식만들기

7 함께! 놀아요. 흥나는 우리 전래놀이 초등 저학년 2 몸과 마음, 동무들과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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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김치 만들기로 전통발효식품 알아보기 프로젝트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8：50 ~ 9：10 학교 도착 및 준비작업

9:10 - 10:40 각 학급 수업 진행 （일정은 학교와 협의 가능） 

김치 만들기 1회

대 상 초등 3~4학년

규 모 1개교 한 학년 전 학급 진행 가능

운영 내용

- 한살림에서는 오래전부터 ＜방학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식생활, 탈핵 등 생 

활실천을 주제로 지역 학생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매해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치수업과 관련하여…

- 2017 년 한살림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군포지부, 식생활지 도자양성과정 （기 

본）, 20명 양성

- 2017년 신흥초 3학년 수업 진행

- 2018년 신흥초 3학년 수업 진행

학습단계 교수. 학습활동 시간배분 자료&유의점

도입

1.밥상노래를 들으며 자리 정돈 및 인사나누기 

2.전통음식의 종류, 발효식품에 대한 이야기나 

누기

15분

전개

1. ‘미생물이야기‘ PPT자료 보고 이야기나누기 25 분
동영상 자료

（5 분）

2. 배추,무 실물을 보고 이야기나누기

3. 재료설명 및 배추김치 만들기 시연

4. 요리활동

30 분
보조강사 

재료준비 및 

만들기 보조

마무리

5. 전통발효식품, 특히 김치의 장점 설명하고 

김치로 할 수 있는 요리를 알아본다.

6. 소감 나누기를 한다.

10분 소감나누기

필수 

고려사항
1시간30분 블록수업, 김치 재료를 구하기 용이한 가을철（김장철） 운영

소요예산
강사료: （주강사*1=70,000）+（보조강사비*2： 30,000*2=60,000＞130,000원

재료비:대상인원*5,000원（20명 기준, 100,000원）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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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나의 몸은 소중하니까요.（면 생리대 만들기）

일정 및 시간 

（교육회차 등）
2시간/ 2교시

대 상 초등 고학년/ 중, 고등학교 학생 / 학부모

규 모 1개 학년 전 학급 / 학부모 대상의 경우 10면 내외

운영 내용

1교시:

일회용 생리대의 불편한 진실（10분）

면 생리대의 좋은 점과 세탁법（10분）

바느질법 설명과 만들기（30분）

2교시:

면 생리대 만들기（40분）

궁금한 점 묻고 답하기 및 마무리（10분）

（실과 바늘, 반제품 면 생리대로 구성된 만들기 재료 준비）

필수 

고려사항
학생 수업의 경우 인원수에 따라 주강사 외에 보조강자 1~2명 필요

소요예산 강사료: 2시간 80,000원 / 보조강사료: 2시간 50,000원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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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꿈을 찾아주는 행복한 혁신군포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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