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 프로그램 수업 계획서(2차)
프로그램명

업사이클링 팝업북 / 내가 동화 작가

신 청 접 수

osjmoon@naver.com

강의

목표

수업

대상

수업

장소

수업

시간

학생부담금

- 버려지는 많은 그림책(쓰레기)으로 나만의 책을 만들기
- 나만의 책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기

초등학교 3학년 ~ 5학년

수업

정원

4명

평택시 중앙로 110 2층
평택열린교실지역아동센터 활동실
운영 요일

매주 수, 금요일

운영 시간

없음

15:00 ~ 17:00

사 유

차 시

학습 내용

운영 일자

1

나만의 팝업북 만들기(무대책 1)

12. 2.(수)

2

나만의 팝업북 만들기(무대책 2)
방책

12. 4.(금)

3

나만의 팝업북 만들기(팝콘책 1)

12. 9.(수)

4

나만의 팝업북 만들기(팝콘책 2)
팝업북 카드 만들기

12. 11.(금)

5

나만의 팝업북 만들기(터널책)

12. 16.(수)

마을교육 프로그램 수업 계획서(2차)
프로그램명

2020 겨울, 내기 꼬마농부

신 청 접 수

drilar39@gmail.com

강의

목 표 -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고 다양한 놀이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정주성 높이기

수업

대상

수업

장소

수업

시간

학생부담금

초등학교 1학년 ~ 2학년

수업

정원

8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262-2
운영 요일

매주 화,목,토요일

운영 시간

12:30 ~ 14:30

사 유

재료비, 체험비

1인당 5000원(회기별)

차 시

학습 내용

운영 일자

1

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밭 갈기, 시금치 씨앗 뿌리기, 모종 심기

11. 26.(목)

2

비닐 멀칭하기, 양파 심기, 볏짚 덮어주기
흙 부대 의자 만들기

11. 28.(토)

3

새싹 채소 인큐베이터 - 수분 자가 공급
자연물 가랜드 만들기

12. 1.(화)

4

1차 농부 카페 견학(허브체험)
다육이 삽목, 컵 옮기기, 흙 뺏기 외 놀이 활동

12. 3.(목)

5

다육이 삽목, 컵 옮기기, 흙 뺏기 외 놀이 활동

12. 5.(토)

6

솎아내기
환경 교육(재활용품 만들기-모이통)

12. 8.(화)

7

2차 농부카페견학(쿠킹 클래스)

12. 10.(목)

8

천연 농약 만들고 뿌리기
두꺼비집, 탑 쌓기 외 놀이 활동

12. 12.(토)

9

삽목한 다육이 화분에 옮겨심기

12. 15.(화)

10

수확 및 수료식

12. 17.(목)

마을교육 프로그램 수업 계획서(2차)
프로그램명

우리 동네 책 친구~애들아, 도서관에서 놀자!

신 청 접 수

grutergi626@naver.com

강의

- 마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친구 만나기
목 표 -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창의력 키우기
- 마을활동가들의 마을교육 프로그램 기획하고 실행하기

수업

대상

수업

장소

수업

시간

학생부담금
차 시
1

2

3

4

5

6

7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

수업

정원

8명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8길 57 붐붐프라자 205-2호
노을작은도서관
운영 요일

매주 목, 금요일

운영 시간

16:00 ~ 18:00

사 유

재료비

10,000원(1인당, 7차시)
학습 내용

우리 마을과 도서관 소개하기! (북아트)
: 우리 고장 평택에 대해 알아보고 소개 책자 만들기

지구를 위한 한시간(환경, 공예)
: 지구의 소중함을 알고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이상한 할머니 (이야기 실뜨기)
: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우고 친구와 협력하는 놀이

마녀위니와 함께하는 눈나라 여행(미술)
: 계절(겨울)에 대해 느끼고 겨울놀이로 신체활동

내가 만든 빛 (공예)
: 전기의 소중함을 알고 빛이 만든 예술 작품 감상

HANDA'S SURPRISE (요리활동)
: 영어 동화책을 통해 친숙해지고 계절과일 맛보기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의미있는 선물 만들기

운영 일자
12. 3.(목)

12. 4.(금)

12. 10.(목)

12. 11.(금)

12. 17.(목)

12. 18.(금)

12. 22.(화)

마을교육 프로그램 수업 계획서(2차)
프로그램명

행복한 겨울, 우리마을 책놀이

신 청 접 수

realjeena@naver.com

강의

- 우리 마을의 겨울을 관찰하고 관련 도서들을 읽은 후 독후 활동을 하며 마을
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기
목표
- 겨울과 관련된 주제 도서를 읽고 미술, 공예, 아동요리 독후 활동을 하기

수업

대상

수업

장소

수업

시간

초등학교 1학년 ~ 4학년

수업

1,2학년 6명
3,4학년 4명

정원

평택시 신흥1로 43
e편한세상 2단지 사랑나눔 작은도서관
매주 화, 목요일

학생부담금

운영 요일

12/18(금),12/23(수)
추가 수업

1인당 8,000원 (회기별)

운영 시간

14:00 ~ 16:00

사 유

재료비

차 시

학습 내용

운영 일자

1

도서명 : 애너벨과 신기한 털실
- 애너벨의 예쁜 마음을 함께 느껴보고 뜨개질
옷의 패턴과 오묘한 색감을 감상하기
- 털실 공예활동

11. 26.(목)
(초등 3, 4학년)

2

도서명 : 숲속 재봉사와 털뭉치 괴물
- 낙엽, 꽃잎, 뜨개질 글씨 등 콜라주 그림을
감상하기
- 털실 공예활동

12. 1.(화)
(초등 1, 2학년)

3

도서명 : 겨울 숲 큰 나무
- 북유럽 판타지 동화로 페이퍼 크래프트 작품을
감상하기
- 크리스마스 트리 오너먼트 만들기

12. 3.(목)
(초등 3, 4학년)

4

도서명 : 겨울 저녁
- 우리 마을의 겨울 저녁은 어떤지 생각하기
- 크리스마스 트리 오너먼트 만들기

12. 8.(화)
(초등 1, 2학년)

5

도서명 : 쿠키 한입의 행복 수업
- 쿠키를 만드는 과정과 설레임 속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기
- 쿠키 아동요리 활동

12. 10.(목)
(초등 3, 4학년)

6

도서명 : 쿠키 한입의 행복 수업
- 쿠키를 만드는 과정과 설레임 속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기
- 쿠키 아동요리 활동

12. 15.(화)
(초등 1, 2학년)

7

도서명 : 눈사람 아저씨
- 글자 없는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 만들기
- 눈사람 만들기 미술활동

12. 17.(목)
(초등 3, 4학년)

8

도서명 : 눈 오는 날
- 눈 오는 날의 풍경을 상상해 보고 추론놀이
- 눈사람 만들기 미술활동

12. 18.(금)
(초등 1, 2학년)

9

도서명 : 리틀 산타
- 그림책을 보며 내게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생각하기
-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아동요리 활동

12. 22.(화)
(초등 1, 2학년)

10

도서명 :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기쁨을 체험하기
-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아동요리 활동

12. 23.(수)
(초등 3, 4학년)

마을교육 프로그램 수업 계획서(2차)
프로그램명

스마트 코딩로봇 오조봇

신 청 접 수

florss58@gmail.com
- 코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일상생활의 코딩에 대해 알아보기

강의

목표

- 오조봇에 대해 살펴보고, 선따라기 기능을 이용하여 오조봇을
움직이기
- 오조블록클리를 이용하여 오조봇이 움직이도록 코딩하기

수업

대상

수업

장소

수업

시간

학생부담금
차 시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수업

정원

8명

평택시 비전5로 20-38 에이치탑5 1003호 교육장
운영 요일

매주 수요일
12.21.(월) 추가수업

무료(기자재 파손 시 실비 부담)

운영 시간

15:30~17:30

사 유

개인 보유로 기부수업
(태블릿, 오조봇)

학습 내용

운영 일자

오조봇이란?
1

2

- 오조봇의 기본 동작방법 알아보기(영점 조절)
- 기능 분석(알록달록 오조버블, 자유롭게 선 그리기,
오조코드로 명령하기)
오조봇 활동
- 다양한 코드 명령 알아보기
(속도, 방향, 선무시, 유턴, 타이머, 수 세기 코드)
오조블록클리란?

12. 2.(수)

12. 9.(수)

- 오조블록클리 알아보기
3

- 영점 조절 및 코드 로딩
- 오조 자동차의 전진과 후진
- 좌회전, 우회전 방향 바꾸기
- 오조 자동차 라이트
- 가속 구간에서는 빨리

12. 16.(수)

오조블록클리란?
4

- 주차하기

12. 21.(월)

- 미션문제
오조봇, 나의 학예회를 부탁해
5

- 오조버블을 이용한 게임 만들기
- 오조봇 댄싱

* 상기 세부 프로그램 순서와 내용은 실제 프로그램 진행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23.(수)

마을교육 프로그램 수업 계획서(2차)
프로그램명

드론과 함께하는 코딩이야기

신 청 접 수

mintorain@gmail.com

강의

목표

수업

대상

수업

장소

수업

시간

학생부담금

차 시

- 엔트리 소개 및 기본 사용법을 알고, 엔트리봇과 인사 나누기
- 드론의 자유로운 이동과 정확한 착륙 조종법을 익히기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수업

정원

8명

평택시 비전5로 20-38 에이치탑5 1003호 교육장

운영 요일

매주 화, 금요일

운영 시간

15:30~16:50

사 유

개인 보유로 기부수업
(노트북, 태블릿, 드론)

무료(기자재 파손시 실비 부담)

학습 내용

운영 일자

엔트리를 이용한 코딩기초 1
1

- 엔트리 시작하기

12. 1.(화)

- 바닷속 구경하기

엔트리를 이용한 코딩기초 2
2

- 사계절 장면만들기
- 알록달록 꽃송이 그리기

12. 4.(금)

드론 시물레이션 비행
3

- 페트론 V2 알아보기

12. 8.(화)

- 레이싱 페트론 시뮬레이터

드론 기본 비행
- 호버링이 무엇인지 알고 드론으로 호버링 연습하기
4

- 조종과 관련된 용어인 Throttle, Yaw,

12. 11.(금)

Pitch, Roll을 이해하고, 전/후/좌/우
비행 연습하기

드론 장애물 비행
5

- 3가지 종류(훌라후프, 책상 아래, 책상 사이)의

12. 15.(화)

장애물을 통과하는 연습하기

드론 코딩기초
6

- 엔트리와 페트론 V2를 연결하기
- 페트론 V2 조종기의 LED와 버저음을

12. 18.(금)

활용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코딩하기

7

드론 코딩 자율 비행
- 종합평가

* 상기 세부 프로그램 순서와 내용은 실제 프로그램 진행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22.(화)

마을교육 프로그램 수업 계획서(2차)
프로그램명

얼쑤! 책놀이

신 청 접 수

gaya9978@naver.com

강의

- 전통놀이에 대한 그림책을 보고 전래놀이를 알아보기
목 표 - 그림책 속 전래놀이 도구를 직접 만들고 재밌게 놀면서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기

수업

대상

수업

장소

수업

시간

학생부담금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수업

정원

6명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3길 94 3층
하람작은도서관
운영 요일

매주 월요일

없음

운영 시간

16:00 ~ 18:00

사 유

-

차 시

학습 내용

운영 일자

1

그림책 『던져라 공깃돌』
- 공깃돌로 놀아요.

11. 30.(월)

2

그림책 『날아라 똥제기』
- 한지로 제기를 만들고 제기로 놀아요.

12. 3.(목)

3

그림책 『줄줄이 꿴 호랑이』
- 고무줄 림보, 실뜨기 등 줄을 이용한 놀이

12. 7.(월)

4

그림책 『꼬방 꼬방』
- 대문놀이 · 나무팽이로 놀아요.

12. 10.(목)

5

그림책 『반갑다 대왕딱지』
- 딱지를 접고 그리고 색칠해서 딱지로 놀아요.

12. 14.(월)

6

그림책 『두꺼비 집』
- 모래로 놀아요.

12. 17.(목)

7

그림책 『우리옷, 고운 옷 한복이 좋아요』
- 전통무늬 색종이를 이용해서 한복 북아트

12. 21.(월)

마을교육 프로그램 수업 계획서(2차)
프로그램명

정크아트로 배워가는 평택마을

신 청 접 수

globe0919@naver.com
-미술교실을 통해 평택 마을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 지원
-평택 마을기반의 돌봄과 평택 사회에 대한 지식 습득 기회제공

강의

목표

-민·관 자원의 공동사용 및 협력으로 지속적인 교육시너지 창출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마을과 학교연계강화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기반조성
-정크아트를 통해 친환경 윤리의식 함양 및 마을의 리더로 훈련

수업

대상

수업

장소

수업

시간

학생부담금
차 시

초등 1학년 ~ 4학년

수업

정원

5명

평택 동삭동 이안아파트 105동 702호,
103동 1101호 (12.11이후)
운영 요일

매주 월, 목요일

운영 시간

16:30 ~ 18:30

사 유

재료비+배송비

1인당 10,000원 (1~8차시 총계)
(※5명 미만 시에도 동일비용)

학습 내용

운영 일자

통복시장과 평택의 특산물
- 오리엔테이션 (강사 및 과목소개)
1

- 이론학습 (PPT와 영상자료 활용)
1) 시장과 평택주민들의 삶 (통복시장 중심으로)

11. 26.(목)

2) 평택의 특산물, 슈퍼오닝 브랜드 소개
- 정크아트 활동: 평택특산물 꾸미기 (띠 골판지 외)
송탄미군부대
- 지난 수업 리뷰 및 이론학습 (PPT와 영상자료 활용)
2

1) 주한미군의 역사와 역할
2) 평택미군과 평택주민들의 삶

11. 30.(월)

3) 평택의 미군문화

3

- 정크아트 활동: 미국음식 만들기 (종이상자 외)
소사벌 지명의 유래
- 지난 수업 리뷰 및 이론학습(PPT와 영상자료 활용)
- 소사벌 지명의 유래 (평택의 간척과 개간)
- 옛 소사벌 꾸미기 (색종이, 호일 외)

12. 3.(목)

평택산업단지 쌍용자동차
- 지난 수업 리뷰 및 이론학습 (PPT와 영상자료 활용)
4

1) 평택산업단지 속 다양한 회사들
2) 쌍용 자동차 공장에서 하는 일

12. 7.(월)

- 정크아트 활동: 커피박스에 자동차 그리기,
쌍용자동차 공장 미니북 만들기
모산골 공원
- 지난 수업 리뷰 및 이론학습(PPT와 영상자료 활용)
5

1) 과거, 현재, 미래의 모산골

12. 10.(목)

2) 모산골 명품배의 우수성, 활용 음식
정크아트 활동: 빨대나무 만들기, 모산골 스크래치화
고덕신도시 삼성반도체공장
- 지난 수업 리뷰 및 이론학습 (PPT와 영상자료 활용)
6

- 고덕신도시는 어디에

12. 14.(월)

- 고덕 삼성공장의 대표제품: 반도체 알아보기
정크아트 활동: 옷걸이로 전자제품 모빌 만들기
지제역과 SRT
- 지난 수업 리뷰 및 이론학습 (PPT와 영상자료 활용)
7

- 평택의 철도교통과 역 주변의 특징 (기차와 지하철)
- 평택에서 기차로 어디까지 가 봤니?

12. 17.(목)

- 지제역과 SRT
정크아트 활동: SRT 기차노선 병 꾸미기
평택항과 해군함대
- 지난 수업 리뷰 및 이론학습 (PPT와 영상자료 활용)
8

- 평택의 해상교통 (평택항과 국제여객터미널)

12. 21.(월)

- 평택해군기지
정크아트 활동: OPP에 바다꾸미기, 가까운 중국도시 병풍그리기

9

1~8차시 정리 및 소감나누기 +크리스마스

12. 23.(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