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동 에코스쿨의
건강한 미래를
미래를 약속하는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환경∙생태체험
환경∙생태체험

양평동 에코스쿨 이야기
♠ 양평동초 에코스쿨 체험학습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세계는 물, 에너지, 기후변
화, 생물, 식량 등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 아
이들이 살아가야할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기존의 자연-생태교육을 넘어서 보다 실천적이며 지속가
능한 환경-생태교육으로 전환한 에코스쿨의 체험프로그램
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교육(ESD)과 관련된
지식을 얻고 이해하며, 삶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원칙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소양을 기르고자 합니다. 행복생테도
시 양평의 자연환경과 양평동초등학교 에코스쿨의 특화된
지속 가능 발전 체험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http://www.ypdong.es.kr
♠ 경기도 양평군 창대길 20-8
♠ 전화: 031-773-8547
♠ 팩스: 031-771-9796

♣ 수용인원 : 10명 내외

♣ 프로그램 : 협의 후 선택
※ 신청방법
♣ 사용료 : 무료
☞ 전화를 통한 신청: 학교 또는 담당교사와 전화 통화 후 진행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담당자와 일정협의 후 진행

양평동 에코스쿨 프로그램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제

1. 방구석 식물기르기

구분
소요시간
활동내용

2. 태엽카트 라이더

3. 드론과 함께

주말
40분

80분

40분

생명의 중요성

친환경 에너지

드론 영상 시청

식물의 한 살이 이해

태엽의 원리 이해

드론을 활용한 것들

리사이클 화분 만들기

태엽카트 만들기

드론 날려보기

※ 코로나-19 상황 및 본교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하나요?
- 경기도교육청 내 유․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 청소년 단체, 학급단위, 부모님과 함께 가족단위도 가능

◈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4월- 2021년 11월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말만 가능)

토요일 : 9:30 ~ 13:30

◈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접수기간 : 2021년 4월 ~ 11월
② 접수서류 : 참가 신청서 작성 (양평동초등학교 홈페이지 탑재)
③ 접수방법 :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양평동초등학교홈페이지(http://www.ypdong.es.kr)상단메뉴→도지정체험학습장→신청접수
및 건의사항(홈페이지에 참가신청서를 탑재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없음.)

㉡ 팩스로 신청 FAX (031-771-9796)
㉢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일정 협의 후 확정 (031-773-8547, / 010-9641-8026)

◈ 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① 교통비 : 이용자 부담
② 체험 비용 : 없음

◈ 체험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① 본교 과학실 및 운동장 등
② 우천이나 기상 악화로 인해 실외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실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양평동초 【에코스쿨 체험학습장】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