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몽구 재단
수 신 자 2020 온드림스쿨 초등교실 참여 학교
( 경 유 )
제

목 2020 온드림스쿨 여름방학 교실 및 숲 속 힐링교실 참여 안내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개인사재 출연으로 설립되었으며, 미래인재 양성·소

외계층 지원·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재단은 미래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어촌 교육 소외현상을 해소하고자 ‘온드림스쿨 초등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참여학교 대상으로 방학 중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학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온드림스쿨 여름방학 교실
- 목적: 방학 중 교육공백 해소 및 초등교실 과목과 연계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 대상: 2020년 온드림스쿨 초등교실 참여 학교
- 일자: 과목별 상이 (별첨1-1 참조) ※ 학교 가능 시간과 매칭 예정
- 장소: 각 학교 內 교실, 강당, 다목적실 등 (별첨1-2 참조)
- 주요 내용
과목
메이커

내용
VR, 드론, 3D프린팅, 로봇 등 미니 메이커 박람회

음악

뮤지컬 ‘러브러브’팀 갈라콘서트 관람 및 발성/연기 배우기

미술

설치 작품 감상, 공간 드로잉 체험, 드로잉 퍼포먼스 관람

연극

‘오감탐험극 딩딩링나니아’ 연극 관람 및 창의예술 접목 연극놀이 체험

체육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과 함께하는 태권도 기본교육 및 힐링태권체조

미래역량

초등학생 및 주양육자 간 서로 이해하는 ‘세대 간 공감교실’

- 신청 방법: 신청서(별첨2) 온라인 제출
·제출처: https://form.jotform.com/201948315733053
·마감: 7월 27일(월) 오전 11시까지
※ 관련 문의: 온드림스쿨 초등교실 사무국 02-597-7962

□ 나의 꿈을 찾는 온드림 숲 속 힐링교실
- 목적: 방학 중 산림치유/비전찾기/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유대 강화 및
자아정체성 확립 기회 제공 (별첨2-1 참조)
- 대상: 2020년 온드림스쿨 초등교실 참여 학교의 학생 가족
- 기간: 8월 14일(금)~16(일) / 2박 3일
- 장소: 국립칠곡숲체원 (경북 칠곡)
- 신청 방법: 학교별 신청자 명단(별첨2-2) 및 신청서(별첨2-3) 취합본 이메일 제출
·제출처: sykim34@hyundai.com
·마감: 7월 27일(월) 오전 11시까지
※ 인원 초과 시, 소속 학교의 사업 참여도(여름방학
※ 관련 문의: 02-746-0013

교실, 성과공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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