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2016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화성오산) 2,3차 선정
거침없이 꿈꾸고, 당차게 도전하라!! 학생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부탁드립니다!!
지원방법: 각 꿈의학교 대표전화로 문의/ 마을교육공동체홈페이지 참조(http://village.goe.go.kr)

순

꿈의학교명

개인(단체명)

사업내용

교육장소(예정)

대상학생 및 인원

(사) 나눔과섬김 화성지부

숲체험 교육

화성시 남양읍 보훈회관

초 5~중2 20-30명

2 [화성]놀이로 크는 아이들

무럭무럭 작은도서관

예술.책.숲.몸.역사로 놀기

무럭무럭작은도서관(병점)

초 1-4 50명

3 [화성]교과서를 뛰쳐나온 자연

(사) 생태창의성교육
연구소 푸른상상

숲생태교육

화성시 반송동 소재 구봉산

초1-4 60명

예술누리

내가만드는 댄스컬

양감초등학교

초5-중2 30명

화성시소년소녀 합창단

합창과 미술 융합교육

동양초등학교

초 40명

1 [화성]네모의 꿈

4

[화성]“무한도전 HipHop”
꿈의학교

5 [화성]우정이 넘치는 동양어린이 합창단
6

[화성]화성 동(童)․동(同)․동(動)
뮤지컬 꿈의학교

협성뮤직컴퍼니

뮤지컬

동화초 시청각실 외 2곳

초3-4 30명

7

[화성]꿈의학교 “상상
수(秀:빼어나다)UP”

동탄4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자아.진로(꿈) 탐색 및 진로체험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초 30명

8 [화성]어린이 꿈의학교 '책풍경'

책 읽는 풍경

책(동화) 만들기

동탄 시범우남퍼스트빌 작은도
서관

초15명

9 [화성]드론으로 펼치는 드림스쿨

화성여성비젼아카데미

드론관련 진로탐색

화성시 향남

초5-6 30명, 중 30명

심o숙

문예체 수업을 통한 봉사활동

리슈빌작은도서관 외 2곳

초 35명

10 [화성]우리
11

[화성]인문고전놀이
'낭소리'나눔 스토리플레잉

12 [화성]창의적 문제 해결 '디자인 씽킹'교실
13 [화성]미래의직업 "미디어월드"
14 [화성]한국축구국가대표와 함께하는 “화성 플레이 싸커 경기꿈의학교
15 [화성]나의 꿈, 나무의 꿈! 희망목공소

참누리 크로바 작은도서관

인문고전놀이, 인성수첩캠페인 화성시 동탄지성로 295 관리동

초,중,고 60명

생각디자인의 윤혜준

3D Printing

동탄2 모아미래도 커뮤니티센터

중,고 25명

미래인재교육협회

진로직업 체험(성우, 드론 등)

영천초

초,중 45명

(사)한국축구국가대표선수협회

축구

화성 종합경기타운(향남)

중,고 60명

최o준

목공을 통한 봉사활동

삼괴고등학교

고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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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꿈의학교명

개인(단체명)

사업내용

교육장소(예정)

대상학생 및 인원

1 [오산]identitiy 마술학교

세교고 서o현 외 1명

마술 연습 및 공연

오산 문화재단 연습실

고 15명

2 [오산]fun fun한 해부학 꿈의학교

세마중 문o민 외 2명

해부실험

세마중 과학실

중 15명

3 [오산]별무리, 달무리, 우리끼리 꿈꾸는 꿈의학교

양산초 문o연 외 2명

별자리 찾기

양산초 운동장

초5-6 30명

4 [오산] 잔다리마을 디자인학교

세교고 정o영 외 2명

도시환경 개선 디자인활동

5 [화성]이노베이터즈(Innovators, 혁신자들)

정남중 신o은 외 1명

게임산업(진로) 체험기회

정남중

초5-중3 20명

6 [화성]청소년의회학교

반월고 함o지 외 2명

의회운영 체험 등

화성 YMCA

중2-고1 20명

7 [화성]높이 나는 서신꿈틀이

서신중 이o림 외 1명

공정여행을 통한 진로탐색 및 체험 서신중 외

초6-중3 20명내외

농구

예당고, 동탄중앙고

고

화성고 민o원 외 1명

드론 조종교육

화성고

고1 10명

세교고

8

[화성]슬럼덩크드림스쿨
(“제2의 조단과 함께 점프를!!!”)

9 [화성]드론만세(드론으로 만나는 세상)

동탄중앙고 정o원 외 3명

고1-2 13-15명

10

[화성]세상에서 제일 찾기쉬운 dreamer,
모두의학교

능동고 김o경 외 3명

봉사활동

변동

중2~고2 20명

11

[화성]수학·과학·소프트웨어
활동을 통한 미래를 꿈꾸는 학교

반석초 김o경 외 1명

수학활동 및 과학적 탐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학실

초5-중2 15명

능동중 오o로 외 1명

수학.과학 연구 및 체험활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학실

중1 20명

한마음초 조o연 외 1명

수학.과학 연구 및 체험활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학실

초6 20명

석우중 정ㅇ지 외 1명

수학.과학 연구 및 체험활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학실

중2 20명

12 [화성]이공계 창의과학 꿈의학교

13 [화성]수학자와 과학자를 꿈꾸는 학교

14 [화성]노벨상을 꿈꾸는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