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래놀이 생태캠프 안내문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동물들은 어떤 방법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을까요?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물들이 겨울을 보내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자연에서 얻은 과학의 아이디어
를 알아보며 자연의 지혜를 배웁니다. 춥다고 집 안에서만 웅크리고 있을 수는 없죠!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여러 가지 전래놀이를 배우고 즐기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겨울방학의 추억을 남겨봅시다.

1. 프로그램 개요
일시 2019년 1월 매주 금-토/토-일(1박 2일)
* 회당 30인 미만 시 캠프 취소
장소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607)
대상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
* 형제·자매 동행 시 초등 3학년 이하도 신청 가능
참가비 1인 64,000원 (숙식 및 교육비 일체, 추가비용 없음)
* 입금계좌 농협 351-0990-5769-83 (사)자연생태환경연구소
포함 내역 숙박 –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이용
교통 – 왕복 교통편 제공 (전주 종합경기장 출발/도착)
식사 – 4식, 간식제공
체험비 – 전통 가오리연 만들기, 인절미 떡메치기 체험
각종 전래놀이 및 생태체험, 기타 교육비 일체 포함
신청 기간 2018년 12월 10일 - 20일
신청 방법 홈페이지(www.jayeon.or.kr) → 상단 ‘연수신청’ → ‘2019 전래놀이 생태캠프 신청’

또는,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jayeon@jayeon.or.kr/063-323-1050(fax)로 전송
* 신청 접수 확인 후 문자가 발송됩니다. 1일 이내 참가비 미입금 시 자동 취소됩니다.
준비물 개인여벌옷, 속옷, 세면도구, 드라이기(필요 시 지참), 수건, 장갑, 모자,
개인 물병(또는 텀블러), 필기도구, 방한용품(목도리, 손난로 등), 기타 개인물품
주의사항
- 전주보다 평균 2-3도가 낮습니다. 따뜻한 옷과 방한용품을 꼭 챙겨주세요.
-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 컵이나 물
병을 챙겨주세요.

2. 주요 프로그램
전래놀이
- 전래놀이 운동회 : 엄마 아빠는 뭘 하고 놀았을까? 또래와 함께 다양한 전래놀이를 배우고 즐기며
협동심과 사회성, 창의성을 기릅니다.
- 미니전래게임 : 핸드폰과 컴퓨터가 없이도 실내에서 얼마든지 즐겁게 놀 수 있어요.

만들기 체험
- 가오리연 만들기 : 진짜 한지와 대나무로 가오리연을 만들고 바람을 느끼며 직접 날려봅시다.
- 인절미 떡메치기 : 쌀가루가 떡으로 변하는 마법! 떡메를 내리치며 우리 농산물과 안전한 먹을거리의
소중함도 배울 수 있습니다.

생태탐구 프로그램
멋쟁이 딱정벌레, 때까치, 산토끼, 남방노랑나비 성충, 세줄나비 애벌레, 남생이 기니피그, 누룩뱀, 벌집,
크리스티개코도마뱀, 박쥐, 청개구리, 샌드피쉬도마뱀, 거미, 알비노보아뱀, 몰포나비 ……
이게 다 뭐냐구요? 전래놀이 생태캠프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 겨울잠 자는 동물들 : 롱패딩도 없는 동물들은 어떻게 추운 겨울을 날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월동하는
동물들을 만나보고 자연의 신비와 지혜를 알아봅니다.
- 과학+동물 : 동물의 신기한 특성과 자연현상을 보며 과학자들과 발명가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의 생존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기타
- 캠프파이어
- 고구마와 가래떡 구워먹기 등

3. 캠프 일정표

DAY 1
10:00

전주 출발

11:30

도착 및 생활안내

12:00

점심식사

식당

13:00-15:30

전래놀이 운동회

대운동장

16:00-16:50

인절미 떡메치기

대강당

종합경기장 후문

그룹별 활동 1

사전에 배정된

B : 겨울잠 자는 동물들

그룹 별로 활동

17:00-17:50
A : 가오리연 만들기

18:00

C : 과학+동물

저녁식사

식당

그룹별 활동 2

사전에 배정된

19:00-19:50
A : 겨울잠 자는 동물들

20;00-21:30

B : 과학+동물

C : 가오리연 만들기

미니전통게임 & 캠프파이어와 고구마 구워먹기

22;00

그룹 별로 활동
대강당 → 소운동장

정리 후 취침
DAY 2

08:00

기상 및 아침식사

식당

그룹별 활동 3

사전에 배정된

09:00-09:50
A : 과학+동물

B : 가오리연 만들기

C : 겨울잠 자는 동물들

그룹 별로 활동

10:00-11:20

연 날리기

대운동장

11:30

점심식사

식당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 전주(종합경기장)

도착 : 종합경기장 후문

13:00-14:30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063-323-0380

4. 시설 안내

전경

숙소

식당

세면장

화장실

대강당

대운동장

