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명(지역): 성남제일초(성남)

□ 체험학습장명: 꼼지락 두드림(Do-Dream)공방

♠ 성남제일초 목공체험학습장
목공은 아이들이 나무와 함께하는 수업을 통하여 온몸
으로 오감을 깨우며 나무처럼 저마다의 다채로운 꿈색깔을
물들이고 서로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소중한 생명의 가치
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광명로
184번길 23(중앙동)
♠ 운영기간 2020.3.1. ~ 2021.2.28.
♠ 홈페이지: http://sungnamjeil.es.kr

성남제일초등학교는 작년에 목공학습장을 만들어 올해
부터 본교의 학생 및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의 학생, 교사,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연령별, 난이
도별로 다양한 목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목공교
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학교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프로그램명

자동차
필통

내용

소요
시간

3

♠ TEL 031-746-6711/ FAX 031-734-6317
♠ 대상: 유초중고 학생,학부모,교직원
청소년단체 등(30명 이내)
♠ 소요시간: 2~4시간 이내
♠ 신청기간: 활동 2주전

프로그램명

미니화분
받침대

내용

소요
시간

3

독서대

3

손잡이 스톨

3

미니의자

4

책꽂이

4

※ 성남제일초 홈페이지에 그 외에 다양한 상세 프로그램(수준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하나요?
- 경기도 내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등
- 1회 이용인원은 30명 이하(권장)

◈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 코로나19 비상 사태 진정되면 체험학습 실시 예정
시간

주중 목공체험학습

09:00  본교 학생 목공체험학습 운영에 따라
~12:10
일정 조율 후 체험학습 가능

주말 목공체험학습
** 토요일은 오전에 한하여 체험가능
(토요가족목공체험 운영으로 사전 조정 필수)

체험학습장개방
13:30
~16:30 *인근지역의 경우, 월요일 15:00 출장체험도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접수기간 :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후 ~ 12월 31일
② 접수서류 : 목공체험학습장 이용 신청서
③ 접수방법
가. 신청서 이메일 전송 : asd4438@korea.kr
(이메일 전송후 학교로 확인 전화해주시면 신청 누락 우려가 없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나. 경기도교육청 메신저(GOE메신저) 목공교육 담당교사 성남제일초 손은주로 신청서를 첨부해
메세지로 접수 가능
다. 당일 접수 불가

◈ 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① 체험비 : 1인당 1만원 ~ 3만원 (프로그램별로 상이함 / 강사비는 별도임)
② 교통비 : 참여자 부담
⓷ 체험경비 산정의 예
20명의 아동이 프로그램번호 미니화분을 만들 경우, 재료비 10,000×20 = 200,000원과
강사비 45,000원×2시간=90,000원으로 총 290,000원의 경비가 예상됨.

협동과 창작의 배움 과정을 통한 예술적 감수성 up!
성남제일초 목공체험학습장(꼼지락 두드림 공방)으로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