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과 인성이 겸비된 균형 있는 미래 주도형 인재를 기르는 안양서초등학교 도지정 체험학습장

마을탐험 체험학습장
2015~2021(7년 연속)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장

♠

으로 지정된 안양서초
마을탐험 체험학습장
은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인성, 예술,
자연(생태)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된 체험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면 및 비대면 체험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체험학습장
체험을 희망하시는 학교 및 학생,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
♠
♠
♠
♠

1.

마을탐험 체험학습장
영역: 인성, 예술, 자연(생태), 역사, 인문
홈페이지: http://www.ayseo.es.kr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2
전화: 교무실 070-7114-2204
이메일: kah1221@korea.kr
이용료: 무료 (일부 재료비 유료)
수용인원: 20명 내외 권장(최대 40명 내외)

평일 프로그램(오후/ 본교, 타교 학생 및 가족)
시간 운영

활동 프로그램

14:00~14:20 체험학습장 이용 안내 및 안전교육
14:20~15:40 공통

▶준비 운동
▶양궁 기초 체험(고무줄 당기기), 장비 착용
▶양궁 실전 활쏘기, 양궁형 게임
▶텃밭 체험(텃밭 가꾸기, 미니 화분 만들기 등)

15:40~16:10

선택
(택1)

A ▶염색체험(에코백 만들기, 손수건 염색 등)
▶도자기 전시물 관람

B ▶도자기 만들기 체험(체험비 있음)

16:10~16:40 체험활동 보고서 작성 및 귀가 안전사고 예방교육

장소
체육관/양궁장
체육관/양궁장

생태교실/텃밭
황공방도자연구소
체육관/양궁장

※ 선택 프로그램은 날씨,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주말 프로그램 (토요일/ 본교, 타교 학생 및 가족)
시간 운영

9:30~9:40

09:40~12:00

활동 프로그램
체험학습장 이용 안내 및 안전교육
▶준비 운동
▶양궁 기초 체험(고무줄 당기기), 장비 착용
▶양궁 실전 활쏘기, 양궁형 게임
▶생태텃밭 (뱃지 만들기, 텃밭 가꾸기, 채소 수확 등)

12:00~12:30
12:30~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도예 프로그램)
체험활동 보고서 작성 및 귀가 안전사고 예방교육

장소
체육관
체육관/양궁장
생태텃밭
체육관
체육관

1.

양궁+생태 프로그램 (수요일 오후, 안양과천 소속 초등학교)

시간 운영
20분
40분

20분
20분

활동 프로그램
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이용 안내 및 안전교육
인성

공통
선택

▶준비 운동
▶ 양궁 기초 체험(고무줄 당기기), 장비 착용
▶ 양 궁 실 전 활 쏘 기 (실 내 체 험 용 ), 양 궁 형 게 임 (놀 이 형 )

생태

(택1)

A

▶에코백 만들기

B

▶환경 뱃지 만들기

체험활동 소감문 작성

※ 양궁은 자체 개발한 안전한 실내 체험용 장비를 사용함.
※ 선택 프로그램은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온라인 체험학습 프로그램
체험 가능 내용

온라인 체험처

· 양궁의 기초를 영상으로 알아보기
안양서초등학교 홈페이지

· 양궁 체험 소감 영상 들어보기

-온라인5G체험학습장

· 명승부 양궁 대회 영상보기

http://www.ayseo.es.kr/wah/main/bbs/

· 양궁 장비의 세부 명칭 알기

board/list.htm?menuCode=957

· 양궁의 역사, 한국 양궁, 양궁 자세 등 알기

(온라인 누구나 이용 가능)

· 5G체험학습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살펴보기

2.

생태 체험학습 프로그램
- 안양,과천,군포,의왕 소속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학급 단위 신청
- 선정된 학교에 아래 체험물품(생태) 일체 발송, 2가지 종류 식물 중 택 1
- 제공 물품
① 미니화분(받침포함), 식물, 분갈이흙, 마사토, 꽃삽(2개) 등
② 식물을 화분에 심는 방법 안내 자료(체험물품 발송 시 제공 예정)
<향기솔솔 ‘장미허브’ 키우기>
‘툭’ 건드리기만

해도

향기가

솔솔 나는 장미허브를 심는 재
미, 식물친구를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반짝반짝 ‘아몬드페페’ 키우기>
아몬드를 닮아 귀엽고, 화분
에 ‘콕’ 꽂기만 해도 되니 심
는 재미, 생명력이 강해서
반려식물로

오랫동안

수 있어서 좋아요.

키울

◈ 누가 이용하나요?
- 경기도교육청 내 초․중․고 학생 및 가족, 교원, 단체

◈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4월 - 2021년 12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신청기간: 연중(070-7114-2204)
② 신청방법: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이메일(kah1221@korea.kr) 또는 팩스(Fax 031-448-3599) 신청
③ 신청서류: 체험학습장 이용 신청서(학교 홈페이지 우측 상단 5G체험학습장에 양식 탑재)

◈ 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① 식사: 자체해결 (별도 중식 및 간식 제공 없음)
② 체험비 및 강사료: 무료
③ 재료비: 유료(도예 프로그램 재료비 5,000원)

◈ 어떤 시설이 있나요?

체육관

양궁장

활

화살

게임형 양궁물품

생태텃밭

1. 안양역에서 이용 시
- 마을버스 1번 이용하여 정우아파트 또는 연성대학교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도보 3분
- 일반버스 15-1번 이용하여 프라자 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도보 5분

2. 근처 버스정류장 경유 노선 안내
- 정우아파트, 연성대학교: 일반버스 8-1번이나 80번, 마을버스 1번
- 프라자 아파트, 안양예고 입구: 일반버스 10번, 11-3번, 15번, 15-1번, 15-2번

안양서초등학교 ‘

마을탐험 체험학습장’ 많은 이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