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食 )･노 (勞 )･락 (樂 )’ 생태·전통문화 체험학습장

이런 아이들, 참 행복하겠죠?
♥자연과 속삭이며 잘 노는 아이들!
♥먹거리를 제대로 알고 잘 먹는 아이들!
♥마을에서 더불어 함께 자라는 아이들!
넓은 텃밭, 야외 학습장, 주제체험실 등을 갖춘 화현초 ‘식(食)･

♠ 자연과 전통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
하게 자라나는

식(食)･노(勞)･락(樂) 놀이터
♠ http://www.hwahyun.es.kr
♠ 포천시 화현면 달인동로 1길 29
♠ 학 교 : 031-532-3656

노(勞)･락(樂)’ 생태･전통문화 체험학습장에서 건강하고 똑똑

담당자 : 010-3586-3769
해지는 프로그램으로 유아 및 청소년들의 행복을 듬뿍 담아 ♠ 소요경비 : 무료(일부 프로그램 유료)
주세요! 경기도 관내의 학교와 단체, 가족들의 많은 참여 ♠ 수용인원 : 회당 20명 내외
부탁드립니다.
♠ 이용일시 : 연중(사전 문의)

‘찾아오는’체험학습프로그램 [※지역연계 체험프로그램 포함]
프로그램명

내용

시간(분)

요리조리 쿡
식
(食) 생생 영양 정보통<지역연계>

텃밭채소를 활용하여 만드는 즐거움, 맛보는 즐거움 체험하기

80

노
(勞)

고장 특산 농작물 수확 및 맛보기 체험을 통한 건강 식습관 형성하기
<지역연계>(9~10월) 마을 사과 및 포도농장 수확 체험하기

60

행복텃밭 농부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행복한 텃밭농부 체험하기

60

나는야, 친환경연구가

친환경 비료, 영양제 성분을 탐구하고 직접 만들어 활용하기
숲해설가와 함께 하는 숲체험, 천연염색, 나무목걸이 만들기

60

가자! 숲으로<지역연계>
들꽃/물꽃 톺아보기<지역연계>

<지역연계>(5~10월) 국립공원 운악산 산림문화 체험하기

계절별 야생화, 수생식물 살펴보며 스토리텔링 나누기
<지역연계>(5~10월) 평강식물원 체험하기

120
120

써볼까, 그려볼까?

자연과 텃밭에서 보고 느낀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생태문예체험하기

40

조물조물 생태공예

나무공예, 열매도장 만들기

60

흙·모래놀이, 다양한 채소활용 놀이 체험하기

40

똑똑해지는 전래놀이 및 창의놀이 체험

60

락 놀며 배우는 텃밭놀이
(樂) 창의·전래놀이터

‘비대면’체험학습프로그램[※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 지원]
프로그램명
식
(食)
노
(勞)

포천 특산물 맛보기
체험학습장 소개 영상
시청하기
먹는 화분 만들기

락
(樂)

나무곤충 만들기

내 용
포천의 특산물 『38썬 애플』 및 『비가림 포도』 맛보기 체험하기
<제공시기: 수확기인 9-10월 예정>

본교 체험학습장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소개하는 영상 시청하기
<유트브 링크 주소 제공>

시간(분)

20
10

먹는 화분 체험을 통해 지렁이의 생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40

나무 곤충 만들기 활동을 통해 곤충의 생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40

¤ 유치원, 돌봄교실, 1~3학년 체험 권장 / 『먹는 화분, 나무곤충 만들기』 체험 키트 및 만들기 영상 발송
¤ 학교별 약60명 이내로 신청 권장(*이유-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찾아가는’체험학습프로그램[※포천관내만 신청 가능]
프로그램명
식
(食)
노
(勞)
락
(樂)

생생 영양 정보통

내 용
텃밭채소를 활용하여 만드는 즐거움, 맛보는 즐거움 체험하기
<텃밭 농작물 제공 : 코로나 상황 고려 각 가정에서 맛보기 체험>

시간(분)

30

실내 농부활동

스티로폼, 화분 채소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실내 농부 체험하기

40

조물조물 생태공예

나무 및 생태공예 체험하기

40

창의·전래놀이터

똑똑해지는 전래놀이 및 창의놀이 체험하기

40

◈ 누가 이용하나요?
① 경기도교육청 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② 1회 체험인원은 20명 내외
③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찾아가는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방과후, 주말, 여름방학)

◈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① 기간 : 2021.5.10.(월) - 11.05.(금)(주말과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운영함)
② 시간 : 10:00-18:00

◈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접수기간 : 참가 희망일 2주 전 신청
② 접수서류 : 화현초 ‘식 (食 )･노 (勞 )･락 (樂 )’ 생태·전통문화 체험학습장 신청서
③ 접수방법 : 통합메신저(화현초 최성관) / E-mail(csk3779@korea.kr) / 공문(수신처-화현초)중 택 ①
신청서 송부
★ 찾아오는 체험프로그램 신청 시 ➜ 체험 희망일 2주 전에 일정 및 프로그램 협의 후 신청
<담당교사 최성관 010-3586-3769>

◈ 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① 교통비 : 이용자 부담
② 강사료 및 체험비용 : 운영교 부담(단, 지역연계 프로그램 신청 시 일부체험비가 발생할 수 있음)

「‘식 (食 )･노 (勞 )･락 (樂 )’생태․전통문화 체험학습장」많은 이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